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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 김재현

(54) 포토랍두스 템페라타 템페라타 ＡＮＵ101

요약

  본 발명은 국내에서 채집된 메기디스곤충병원선충(Heterorhabditis megidis KCTC10453BP)으로부터 분리한 포토랍

두스 속의 새로운 균주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서는 항균력과 살충력이 우수한 포토랍두스 템페라타 템페라타 ANU101

(P. temperata subsp. temperata ANU101, 기탁기관: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수탁일: 2003년 3월 21일, 수탁번호: KACC

91042)이 제공된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포토랍두스, 공생세균, 메기디스곤충병원선충, 헤테로랍디티스 메기디스, 살충, 생물농약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포토랍두스 템페라타 템페라타 ANU101 (KACC 91042)의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이다.

  도 2는 본 발명 균주의 지방산 분석결과를 공지균주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 균주의 생육온도 실험결과로 온도별 세균개체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도 4a는 본 발명 균주의 16S rDNA의 서열분석 결과이다.

  도 4b는 본 발명 균주의 16S rDNA 염기서열(A)을 공지균주(B∼G)와 비교하여 계통발생학적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 균주의 배양시간 별 항균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 균주의 나비목 해충에 대한 살충력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곤충병원선충으로부터 분리한 포토랍두스 속의 새로운 세균에 관한 것으로, 특히 국내 토양미생물 자원으로부

터 탐색한 메기디스곤충병원선충 (Heterorhabditis megidis)으로부터 분리한 포토랍두스 템페라타 템페라타 ANU101

(P. temperata subsp. temperata ANU101, 기탁기관: 농업생명공학연구원,수탁일: 2003년 3월 21일, 수탁번호: KACC

91042)에 관한 것이다.

  농작물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곤충류를 해충이라 하며 이러한 해충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농약중 살

충제이다. 현재의 살충제는 대부분 유기 합성된 화학농약으로 지난 50년간 해충 방제에 중요 방제자로서 역할을 담당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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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 살충제의 과다 사용과 연용으로 현재 크게 3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우선 대상 해충의 약제

에 대한 저항성(resistance)의 발현이다. 약제에 대한 저항성 발현은 약제의 효과를 저하시켰으므로 사용자인 농민은 더욱

자주 살포하거나 또는 살포량을 늘려야 했고, 이는 경제적 수지면에서 농자재 및 인건비의 증가로 생산비 가중을 일으겼

다. 또한, 화학농약은 기존의 생물들의 먹이사슬에 의한 평형 상태를 깨뜨려 천적의 감퇴를 초래하므로 기존의 제2차 해충

이 이제는 주요 해충화되는 격발(resurgence) 현상을 일으켜 더욱 다양한 해충상을 낳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은

화학농약의 사용을 더욱 가속화시켰으며 이를 통해 심각한 환경오염 (environmental pollution)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화학농약의 폐단을 보완하고자 생물농약 (biopesticide)의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이중 곤충에 선택적으로 살충

력을 보유하며 환경조건에서 비교적 안정한 비티(Bacillus thuringinesis: Bt) 등이 효과적인 살충제로 인정받아 현재 나비

목 곤충을 대상으로 상용화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생물농약은 선택성 때문에 대상 해충의 종류가 제약적이고, 화학농약과 비교하여 살충효과면에서 문

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살충제로서의 유효성이 인정된 비티 살충제의 경우도 최근에는 야외에서의 저항성이 보고 되고

있으며, 특히 파밤나방과 같이 다양한 약제에 대해 저항성을 보유하는 해충들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감수성을 보이고 있

다.

  메기디스곤충병원선충 (Heterorhabditis megidis)은 나비목 해충 등의 경제성 해충에 대해 살충력을 나타내는 생물적방

제인자로, 이 선충의 살충효과는 이 선충의 장내에 공생하는 공생세균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생선충의 도움으

로 대상 해충의 혈강 내에 들어간 공생세균은 LPS(Lipopolysaccharide) 또는 특이 독소 물질을 분비하여 기주의 면역반

응을 빠르게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생장에 유리한 환경으로 전환시킨다. 이후 이들 세균의 성장에 따라 곤충은 혈액의 패

혈증이 진행되어 치사에 이르게 된다.

  참고문헌 :

  Sambrook, J., Fritsch, E. F., and Maniatis, T. 1989. Molecular cloning, a laboratory manual, 2nd ed. Cold Spring

Harbor, New York: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

  Weisburg, G. W., Barns, S. M., Pelletier, D. A., and Lane, D. J. 1991. 16S ribosomal DNA amplification for

phylogenetic study. Journal of Bacteriology. 173:697-70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자들은 새로운 생물농약의 개발을 목표로 국내 토양미생물 자원으로부터 신규 미생물을 탐색한 결과, 국내 최초

로 메기디스곤충병원선충 (Heterorhabditis megidis KCTC10453BP)을 채집하고 이로부터 항균력과 뛰어난 살충력이

있는 포토랍두스 속의 새로운 균주를 분리, 동정하게 되었다.

  본 발명은 메기디스곤충병원선충 (Heterorhabditis megidis)의 공생세균인 포토랍두스 속의 새로운 균주에 관한 것으

로, 본 발명에서는 그 동안 외국에서 보고된 포토랍두스(Photorhabdus) 속 균주와 다른 균주특성을 보이는 포토랍두스 템

페라타 템페라타 ANU101 (P. temperata subsp. temperata ANU101, 기탁기관: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수탁일: 2003년

3월 21일, 수탁번호: KACC 91042)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서는 국내 토양미생물 자원으로부터 탐색한 메기디스곤충병원선충 (Heterorhabditis megidis

KCTC10453BP)으로부터 포토랍두스 템페라타 템페라타(P. temperata subsp. temperata)의 새로운 균주를 분리하고,

동정하였다.

  경북 안동시 송천동 안동대학교 뒷산 밤나무 아래 토양을 채집하여 꿀벌부채명나방과 파밤나방에 접종하여 메기디스곤

충병원선충 (Heterorhabditis megidis KCTC10453BP; 기탁기관: 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은행, 수탁일: 2003.3.26. 수탁

번호: KCTC10453BP; 대한민국 특허출원 제10-2003-30070호)을 분리한 후 이 선충 감염태로부터 세균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세균(이하 "본 발명 분리균주"라 함)을 동정하기 위하여 먼저 생리 및 생화학적 반응을 조사하였다. 그람염색, 산

소요구성, 인돌생산, 형태, 세포길이, 편모타입, 운동성 등의 기본적인 생리·생화학적 반응을 통해 본 발명 분리균주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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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랍두스 속으로 분류하였으며, 결과는 실시예 2의 표 6과 같다. 다시 종 동정을 위해 탄소이용원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결

과를 포토랍두스 속의 공지균주와 비교하였다. 비교결과는 실시예 2의 표 7과 같고,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발명 분리균주

를 포토두스 템페라타 템페라타 (P. temperata subsp. temperata)로 분류하였다. 이밖에도 본 발명 분리균주에 대해 다른

탄소원이용원 조사, 지방산 분석, 생육온도 실험 등을 실시하여 균주 특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본 발명 분리균주에 대해 16S rDNA의 서열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포토랍두스 속의 공지균주와 비교하였다.

서열분석(Sequencing)한 결과는 서열목록 1 및 도 4a, 4b와 같다. 본 발명 분리균주는 16S rDNA의 전체 염기수가 1539

개로 확인되었으며, 기존에 보고된 템페라타 템페라타 러시아균주 (P. temperata subsp. temperata NCBI AJ007405)와

1526 염기서열 중에서 1516개의 염기가 동일하여 99.5 %의 상동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4개의 염기 전위

(Transition), 2개의 염기 전환 (Transversion), 그리고 3개의 Gap이 형성되어 있어 계통간 차이점 또한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도 4b는 본 균주의 16S rDNA 염기서열(A)을 NCBI에 등록된 포토랍두스 속의 공지균주(B∼G)와 비교하여 계

통발생학적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며, 공지균주와 본 발명 분리균주의 16S rDNA 염기서열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

다.

  상기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메기디스 곤충병원선충 ((Heterorhabditis megidis KCTC10453BP)으로부터 분리한 본

발명 분리균주를 포토랍두스 템페라타 템페라타의 새로운 균주로 동정하고 균주명을 포토랍두스 템페라타 템페라타

ANU101 (P. temperata subsp. temperata ANU101)로 명명하였으며, 2003년 3월 21일자로, 농업생명공학연구원에 수

탁번호 KACC91042로 기탁하였다.

  본 발명의 포토랍두스 템페라타 템페라타 ANU101은 배양액에 부탄올을 가하여 추출한 부탄올분획구에서 식물병원세균

에 대해 항균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다. 실험결과, 본 균주의 부탄올 추출물은 펙토박테리움 카로보룸

아트로셉티움(Pectobacterium carovorum subsp. atroseptium), 펙토박테리움 카로보룸 카로토보룸(Pectobacterium

carovorum subsp. carotovorum), 마이크로코커스 렌텔리스(Micrococcus lentelis)에 대해 항균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균주는 성장시기면에서는 최대 증식기에서 최대로 항균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 5).

  또한, 포토랍두스 템페라타 템페라타 ANU101은 살충력 시험에서 대상 해충으로 사용한 나비목의 누에 (Bombyx

mori), 파밤나방 (Spodoptera exigua), 화랑곡나방 (Plodia interpunctella), 미국흰불나방 (Hyphanria cunca)의 4종 모

두에 대해 20 시간 이내에 높은 살충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적절한 농도로 사용할 경우 파밤나방, 화랑

곡나방, 미국흰불나방에 대해 100%에 가까운 살충력을 보였다 (도 6).

  실험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포토랍두스 템페라타 템페라타 ANU101은 다양한 식물병원세균을 방제하는

방제제로 사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나비목 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제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실험한 식

물병원세균이나 나비목 해충 이외에도 본 균주가 살균 및 살충력을 나타내는 모든 세균과 해충에 대해 방제제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포토랍두스 템페라타 템페라타 ANU101은 식물병원세균의 방제나 해충방제 목적으로 단독으로 사용되거

나, 또는 다른 생물농약이나 화학농약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다른 농약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은, 본 균주와 다른 농약을

혼합하여 조성물 형태로 사용하거나, 또는 본 균주와 다른 농약 제제를 분리하여 각각 사용하되, 예를 들어 순차적으로 살

포하는 것과 같이 방법상 혼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이하, 실시예를 통해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다음의 실시예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ANU101의 분리

  경북 안동시 송천동 안동대학교 뒷산 밤나무 아래 토양을 채집하여 꿀벌부채명나방과 파밤나방 5령충에 접종하여 메기

디스곤충병원선충 (Heterorhabditis megidis KCTC10453BP)을 분리하였다. 이 선충 감염태(400마리)를 250ppm 스트

렙토마이신이 포함된 0.06% NaOCl 용액에서 30분간 표면소독한 후 균질기로 선충 전체를 마쇄하였다. 이 추출물을 다음

의 표 1의 배지(MacConkey agar™배지)를 사용하여 형광을 발하는 밝은 핑크색의 세균을 분리하였다. 이들 세균을 표 2

의 NBTA 배지에 올려 놓은 후 콜로니를 둘러싸는 흰색띠를 형성하는 녹색 콜로니를 다시 분리하였다. 또한 동일한 분리

방법으로 선충에 감염된 꿀벌부채명나방과 파밤나방의 혈액으로부터도 유사 균주를 분리하였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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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시예 2

  ANU101의 동정 : 생리 및 생화학적 반응

  (1) 속 동정

  실시예 1에서 분리된 균주(이하 "분리균주"라 함)의 세균 속(genus)을 생리 및 생화학적 반응을 통해 동정하였다.

  본 발명의 분리균주를 표 3의 TSA 사면배지에서 28℃로 24시간 배양한 후 3% KOH 용액을 이용하여 그람염색반응을

식별하였다. 산소 요구성은 브롬티몰블루와 글루코오스가 함유된 배지에 세균을 접종한 후 액체파라핀을 덮어 30℃에서 2

일간 배양한 후 발색을 확인하였다. MR시험은 세균을 표 4의 MR-VP 배지에 접종하여 30℃에서 5일간 배양한 후 배지에

MR시약을 떨어뜨려 배지의 색을 식별하였다. 인돌생성은 세균을 표 5의 트립톤 액체배지에 접종한 후 27℃에서 2일간 배

양한 후 코백스 시약(Kovacs' reagent)을 10방울 떨어뜨려 변화를 관찰하였다. 분리균주의 생리 및 생화학적 반응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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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표 5.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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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토랍두스 : 버기스 매뉴얼에 기재된 자료에 의함.

  2. TSA 배지에서 24시간 인큐베이션 후 3% KOH를 사용.

  3. TSA 배지에서 48시간 인큐베이션 후 1% 디메틸-p-페닐렌디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를 사용.

  4. TSA 배지에서 48시간 인큐베이션 후 시험.

  5. + : 양성반응 - : 음성반응

  상기와 같은 생리 및 생화학적 반응결과에 따라 본 발명의 분리균주가 포토랍두스(Photorhabdus) 속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종 동정

  1) 탄소이용원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분리균주를 포토랍두스(Photorhabdus) 속에 속하는 세균으로 확인한 후 이를 다시 종(species)

동정을 하기 위하여 보다 세부적인 특성조사로 탄소이용원 조사를 실시하였다. 미국의 바이오로그(Biolog) 사의 마이크로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세균을 접종, 배양한 후 탄소원의 이용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된 결과를 포토랍두스

(Photorhabdus) 속의 공지된 균주와 비교하였으며, 비교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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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0∼100%

  [+] : 76∼89%

  d : 26∼75%

  [-] : 11∼25%

  - : 0∼10%

  표 7의 결과로 볼 때 본 발명의 분리균주는 포토랍두스 속의 템페라타 탐페라타(P. temperata subsp. temperata)인 것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 기타 탄소이용원

  다음의 표 8의 탄소원에 대해서도 분리균주의 이용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들 탄소원에 대해서는 포토랍두스 속의

공지균주의 자료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하지 못했다.

  

표 8.

  3) 형태

  분리된 균주의 미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도 1과 같다. 도 1에 도시된 막

대는 1 ㎛ 를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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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방산 분석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지방산 분석(GC-fatty acid 분석; 미국 MIDI사)을 이용하여 분리균주의 세포막 및 세포벽에 함유

된 지방산을 추출, 분석하고, 이를 포토랍두스 루미네센스(Photorhabdus luminescens)의 지방산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도 2에 나타내었다. 비교결과, 본 발명의 균주와 포토랍두스 루미네센스는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지방산 조성을 보이고 있

으나, 일부 지방산에 있어서는 두 종간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예: 15:1 ISO F, 15:0 ISO 3OH). 그러나 포토랍두스 템페라

타 탐페라타(P. temperata subsp. temperata)의 공지균주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직접적인 비교를 하지

못했다.

  5) 생육온도

  본 발명의 분리균주의 적절한 생육온도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도 3은 590nm에서의 세균개체수 분포를 온도별로 나

타낸 것이다. 도 3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분리균주는 TSB 배지에서 34℃ 이상의 온도에서는 생육이 어

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본 균주의 이러한 온도 민감도는 유사 균주인 포토랍두스 템페라타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실시예 3

  ANU101의 동정 : 16S rDNA의 서열분석

  (1) 지노믹 DNA 추출 및 PCR 증폭

  맥콘키 아가 배지(MacConkey agar 배지)에서 붉고 형광이 나는 콜로니를 선발하여, TSB(Tryptic soy broth) 배지상에

서 12시간 (30℃) 배양한 후, 전체 지노믹(genomic) DNA를 추출하였다 (참고: Sambrook et al., 1989). PCR 프라이머는

웨이스버그(Weisburg, 1991) 등이 고안한 것을 사용하여, 16S rDNA 영역을 증폭하였다. 포워드 프라이머(Forward

primer) 와 리버스 프라이머(reverse 프라이머)는 각각 5'-GAA GAG TTT GAT CAT GGC TC-3' 와 5'-AAG GAG

GTG ATC CAG CCG CA-3' 을 사용하였다. PCR 증폭을 위한 샘플링은 10 ×PCR 완충액(buffer) 5 ㎕, 2.5 mM dNTP 4

㎕, 25 pmol 포워드 프라이머 2 ㎕, 25 pmol 리버스 프라이머 2 ㎕, 5U/㎕ 택 폴리머라제(Taq polymerase) 1㎕, 주형

DNA(template DNA) 2 ㎕, 증류수 34 ㎕, 그리고 미네랄 오일 20 ㎕ 를 각 튜브에 혼합하였다. PCR (PTC-100 MJ

Research, Minnesota, USA) 조건은 94℃에서 1 분, 68℃에서 1 분, 그리고 72℃에서 1 분씩 35회 반복하였다.

  (2) 서열분석

  상기 PCR 생성물들을 TA 벡터 (pGEM™, Promega, Madison, USA)에 삽입시키고, Top 10, E. coli 에 형질전환 시켰

다. X-Gal + IPTG / LB + Amp 배지에 도말 한 후, 푸른색 콜로니를 miniprep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분리된 rDNA에 대해 서열분석(Sequencing)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서열목록 1 및 도 4a, 4b와 같다. (DNA

star program, Version 5.01, Dnastar Inc, Madison, USA)

  서열목록 1 및 도 4a는 본 발명의 분리균주의 16S rDNA의 전체 염기서열을 나타낸 것이다. 도 4a에서 박스로 표현된

203∼208 염기는 포토랍두스 속의 전형적인 16S rDNA의 염기서열을 보여주고 있으며, 밑줄친 부분은 본 실험에 사용된

프라이머이다.

  도 4b는 본 분리균주의 16S rDNA 염기서열(A)을 NCBI에 등록된 포토랍두스 속의 공지균주(B∼G)와 비교하여 계통발

생학적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도 4b에서 A는 본 발명의 포토랍두스 템페라타 템페라타 ANU101 균주 (P. temperata

subsp. temperata ANU101), B는 P. 템페라타 템페라타 러시아균주 (P. temperata subsp. temperata NCBI

AJ007405), C는 P. 템페라타(P. temperata NCBI Z76750), D는 P. 아심비오티카 (P. asymbiotica NCBI Z76753), E는

P. 루미네센스 (P. luminescens subsp. luminescens NCBI X82248), F는 P. 루미네센스 아커스티이 (P. luminescens

subsp. akhurstii NCBI AJ007359), G는 P. 루미네센스 라우몬디이 (P. luminescens subsp. laumondii NCBI 등록번호

Z76743) 이다.

  (3)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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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본 발명 분리균주 (P. temperata subsp. temperata strain ANU101)의 16S ribosomal DNA의 전체 염기수

는 1539개로 확인되었다. 본 균주는 기존에 보고된 템페라타 템페라타 러시아균주 (P. temperata subsp. temperata

NCBI AJ007405)와 1526 염기서열 중 1516개의 염기가 동일하여 99.5 %의 상동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4개

의 염기 전위 (Transition), 2개의 염기 전환 (Transversion), 그리고 3개의 Gap이 형성되어 있어 계통간 차이점 또한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NCBI에 등록된 공지균주의 16S rDNA 염기서열과 본 발명의 분리균주의 16S rDNA 염기서열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다음의 표 9에 정리하였다. 표 9의 상동성은 본 발명의 분리균주와 공지균주들간의 염기서열이 일치하

는 퍼센트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본 발명 분리균주를 포토랍두스 템페라타 템페라타 (P. temperata subsp. temperata)의

새로운 균주로 동정하였다.

  

표 9.

  a : NCBI 등록번호 AJ007405

  b : NCBI 등록번호 Z76750

  c : NCBI 등록번호 Z76753

  d : NCBI 등록번호 X82248

  e : NCBI 등록번호 AJ007359

  f : NCBI 등록번호 Z76743

  이상 실시예 2∼3의 결과를 토대로, 메기디스 곤충병원선충 (Heterorhabditis megidis) 으로부터 분리한 본 발명의 신균

주를 포토랍두스 템페라타 템페라타로 분류하고, 균주명을 ANU101로 명명하였다 (P. temperata subsp. temperata

ANU101, 기탁기관: 농업생명공학연구원,수탁일: 2003년 3월 21일, 수탁번호: KACC 91042).

  실시예 4

  항균력 시험

  (1) 항생물질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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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포토랍두스 템페라타 템페라타 ANU101 (P. temperata subsp. temperata ANU101)을 TSA 배지에서 28℃

로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액(50L)에 동량의 부탄올을 가하여 48시간 추출한 후 이 추출액을 분액깔대기를 이용하

여 다시 부탄올층과 수층으로 분획(1:1)하였다. 이 중 부탄올에 추출된 용매분획물을 농축하여 부탄올 분획구를 얻고, 나

머지는 수층 추출물로 하여 다양한 식물병원세균에 대한 항균력을 조사하였다.

  (2) 항균력 조사

  다양한 식물병원세균에 대해 상기에서 분리한 항생물질이 항균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실험하였다. 실험은 3회 반복

으로 수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식물병원세균의 현탁액은 30℃에서 2일간 배양한 세균에 살균수 10㎖를 넣어 만들었다.

NA 배지에 세균 현탁액을 500㎕ 도포한 후 상기에서 추출한 항생물질 10,000 ppm 을 적신 6㎜ 여과지를 올려놓아 억제

효과를 관찰하였다.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한편, ANU101의 항균능력을 세균성장 시기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도 5에 나타내었으며, ANU101은 최대 증식

기에서 최대로 항균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예 5

  해충에 대한 살충력 시험

  본 발명의 포토랍두스 템페라타 템페라타 ANU101 (P. temperata subsp. temperata ANU101)의 다양한 해충에 대한

살충력을 조사하였다.

  희석평판법을 이용하여 ANU101의 세균수를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세균을 해충의 뒷다리 부분에 2㎕ 주사하여 살충력

을 조사하였다. 실험에는 누에 (Bombyx mori), 파밤나방 (Spodoptera exigua), 화랑곡나방 (Plodia interpunctella), 미

국흰불나방 (Hyphanria cunca)을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도 6과 같다. 도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ANU101은 실험에 사용

된 모든 해충에 대해 20시간 내에 높은 살충력을 보였다.

발명의 효과

  상기 실시예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포토랍두스 템페라타 템페라타 ANU101 (P. temperata

subsp. temperata ANU101, KACC 91042)은 종래 외국에서 보고된 포토랍두스 속의 공지균주와 16S rDNA 염기서열

및 항균·살충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신균주로, 특히 실험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펙토박테리움 카로보룸 아트로셉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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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펙토박테리움 카로보룸 카로토보룸 및 마이크로코커스 렌텔리스에 대해 항균력을 나타내며, 실험에 사용된 나비목 해

충 4종 모두에 대해 20 시간 이내에 높은 살충력을 나타내었다. 본 발명의 포토랍두스 템페라타 템페라타 ANU101은 해충

방제 및 식물병원세균의 방제를 위한 효과적인 생물농약으로 사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헤테로랍디티스 메기디스 (Heterorhabditis megidis KCTC10453BP)로부터 분리된 포토랍두스 템페라타 템페라타

ANU101 (P. temperata subsp. temperata ANU101, 기탁기관: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수탁일: 2003년 3월 21일, 수탁번

호: KACC 91042).

청구항 2.

  포토랍두스 템페라타 템페라타 ANU101 (KACC 91042)을 포함하는 해충 방제제.

청구항 3.

  포토랍두스 템페라타 템페라타 ANU101 (KACC 91042)을 포함하는 식물병원균 방제제.

청구항 4.

  포토랍두스 템페라타 템페라타 ANU101 (KACC 91042)을 사용하는 해충 방제방법.

청구항 5.

  포토랍두스 템페라타 템페라타 ANU101 (KACC 91042)을 사용하는 식물병원균 방제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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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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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

도면6

<110>    KIM, Yong Gyun

         BIG Co.,Ltd.

<120>    Photorhabdus temperata subsp. temperata ANU101

<160>    1

<170>    KopatentIn 1.71

<210>    1

<211>    1539

<212>    DNA

<213>    Photorhabdus temperata subsp. temperata ANU101

<4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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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gagtttg atcatggctc agattgaacg ctggcggcag gcctaacaca tgcaagtcga         60

gcggtaacag gaaagtgctt gcacttttgc tgacgagcgg cggacgggtg agtaatgtct        120

ggggatctgc ccgagggcgg aggataacca ctggaaacgg tggctaatac cgcataatgt        180

cgcaagacca aagtggggga cctgaaaggg cctcacgccc gcggatgaac ccaggtggga        240

ttagctagtc ggtagggtaa tggcctaccg aggcgacgat ccctagctgg tctgagagga        300

tgaccagcca cactgggact gagacacggc ccagactcct acgggaggca gcagtgggga        360

atattgcaca atgagcgcaa gcctgatgca gccatgccgc gtgtatgaag aaggccttcg        420

ggttgtaaag tactttcagc ggggaggaag ggtttagcct gaacagggtt gaattttgac        480

gttacccgca gaagaagcac cggctaactc cgtgccagca gccgcggtaa tacggagggt        540

gcaagcgtta atcggaatga ctgggcgtaa agcgcacgca ggcggtcaat taagttagat        600

gtgaaatccc cgggcttaac ctgggaacgg catctaagac tggttggcta gagtctcgta        660

gaggggggta gaattccatg tgtagcggtg aaatgcgtag agatgtggag gaataccggt        720

ggcgaaggcg gccccctgga cgaagactga cgctcaggtg cgaaagcgtg gggagcaacc        780

aggattagat accctagtag tccacgcggt aaacgatgtc gatttggagg ttgttcccta        840

gaggagtggc ttccggagct aacgcgttaa atcgaccgcc tggggagtac ggccgcaagg        900

ttaaaactca aatgaattga cgggggcccg cacaagcggt ggagcatgtg gtttaattcg        960

atgcaacgcg aagaacctta cctactcttg acatccagag aagaccacag agatgtggtt       1020

gtgccttcgg gagctctgag acaggtgctg catggctgtc gtcagctcgt gttgtgaaat       1080

gttgggttaa gtcccgcaac gagcgcaacc cttatccttt gttgccagcg cgtgatggcg       1140

ggaactcaaa ggagactgcc ggtgataaac cggaggaagg tggggatgac gtcaagtcat       1200

catggccctt acgagtaggg ctacacacgt gctacaatgg cggatacaaa gtgaagcgac       1260

ctcgcgagag caagcggaac acataaagtc tgtcgtagtc cggattggag tctgcaactc       1320

gactccatga agtcggaatc gctagtaatc gtagatcaga atgctacggt gaatacgttc       1380

ccgggccttg tacacaccgc ccgtcacacc atgggagtgg gttgcaaaag aagtcggtag       1440

cttaacctgt aggagggcgc tgaccacttt gtgattcatg actggggtga agtcgtaaca       1500

aggtaaccgt aggggaacct gcggctggat cacctcctt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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