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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신규한 브레비바실러스속 미생물 균주를 이용한 퇴비부숙효과와 항진균 활성이 있는 미생물
제제 및 그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유기물의 퇴비화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식물병원성 진균에 길항적인 신규한 브레비바실러스속 미
생물 균주를 토양으로부터 분리하고, 이를 브레비바실러스 라테로스포러스(기탁번호 KCTC 10478BP)로 명명하
고, 퇴비부숙촉진과 식물병을 방제하기에 적합한 미생물 제제로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
균주의 세포 및 배양액을 천연 및 합성 제오라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부형제를 혼합하여 처리하면 퇴비화 과정중에
일어나는 부숙 및 유기물의 완숙화와 부숙화 과정중에 발생되는 암모니아 가스, 유기산 및 휘발성 성분 등 악취성분
의 감소에 효과가 있고, 식물 병원성 진균인 뿌리썩음병(Fusarium solani), 시들음병(Fusarium oxysporum), 모잘
록병(Pythium sp), 잿빛곰팡이병(Botrytis cinerea), 탄저병(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점무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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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ria panax), 역병(Phytophthora capsici), 인삼뿌리썩음병(Cylindrocarpon destructans)등에 특이적으로
항진균 효과가 있다. 상기 미생물은 항진균 활성에 더하여 유기물 분해능, 농약에 대한 내성 및 축산폐기물 등의 유
기물 분해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환경보전 및 정화 작용이 있는 다기능적 미생물 제제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색인어

미생물 제제, 토양환경개선제, 식물병방제제, 퇴비화, 부숙촉진 미생물, 길항미생물, 토양개량제, 축산폐기물 처리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브레비바실러스속 미생물 균주를 이용한 퇴비부숙 효과와 항진균 활성이 있는 미생물 제제 및 그 제조방
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식물병원성 진균에 길항적인 신규한 브레비바실러스속 미생물 균주를 토양으로부터 분리하
여 이를 브레비바실러스 라테로스포러스(기탁번호 KCTC 10478BP)로 명명하고, 퇴비부숙촉진과 식물병을 방제하
기에 적합한 미생물 제제로 제조한 다음, 균주의 세포 및 배양액을 천연 및 합성 제오라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부형
제를 혼합하여 처리하면 퇴비화 과정 중에 일어나는 부숙 및 유기물의 완숙화와 부숙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암모니
아 가스, 유기산 및 휘발성 성분 등 악취성분의 감소에 효과가 있고, 식물 병원성 진균인 후사리움 솔라니(Fusarium
solani : 뿌리썩음병), 후사리움 옥시스포름(Fusarium oxysporum : 시들음병), 피시움 속(Pythium sp. : 모잘록병),
보트리티스 시네레아(Botrytis cinerea : 잿빛 곰팡이병), 콜레토트리쿰 글로에오스포리오이데스(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 탄저병), 알터나리아 파낙스(Alternari apanax : 점무늬병), 파이토프쏘라 칵토름(Phytophthora
capsici : 역병), 실린드로카폰 데스트럭탄스(Cylindrocarpon destructans : 인삼뿌리썩음병)등에 특이적으로 항진
균 효과가 있는 퇴비부숙 효과와 항진균 활성이 있는 미생물 제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업화의 계속적인 진행으로 생활 여건 및 환경이 좋아지면서 산업체에서 나오는 난분해성 폐수뿐만 아
니라 고농도의 유기물을 함유한 축산업 폐기물이 환경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으나, 이러한 축산폐기물은 지속적인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농축된 유기물 및 화학물질을 이용한 처리시 상당한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 폐기
물의 생물학적 처리를 통한 고기능을 갖는 생물 비료의 개발은 유기질비료자원의 활용으로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오
염의 경감을 가져온다. 특히 토양의 비옥도가 낮은 현실에서 가축분뇨의 유기질 비료로의 전환은 그 의의가 크다.

유기물질의 퇴비화는 미생물 활동결과 안정화된 퇴비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서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나 궁극적으
로는 미생물의 활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생물의 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유용한 미생물 제제
의 활용에 대한 검토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름(Lactobacillus plantarum), 바실러스 서브틸
리스(Bacillus subtlis), 페니바실러스 마르세란스(Paenibacillus marcerans) 등을 첨가한 퇴비화 효과에 대한 보고
가 있다. 또한 작물의 재배에 있어서 방제가 까다로운 토양전염성 식물병원균들에 있어서 현재까지 뚜렷한 방제 대
책이 없어 해마다 작물의 연작시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공해 방제기술인 길항 미생물을 이용한 농작물의 병피해 방지기술의 개
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축산폐기물의 비료화와 식물병을 방제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의 선발과
적용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미부숙된 퇴비를 토양에 사용할 경우 병해충의 먹이를 제공하여 병해충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높고 시설하우스에서
는 토양중 발효가 일어나 암모니아, 질산등의 가스발생으로 작물이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유기성 폐자원의 농업적 재활용과 고품질의 퇴비생산을 위하여 악취경감 및 부숙촉진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섬유질을 분해하는 바실러스(Bacillus)속 미생물중에는 글루코스(glucose)를 포함한 다양
한 당을 이용하여 산을 생성하고, 특히 질소가 있는 경우 산소가 부족하여도 최소 일주일 정도는 생육이 가능한 미
생물로 토양, 마른풀, 먼지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그람 양성(Gram positive)의 간균으로 길이는 2-3㎛로서 호
기성이며, 내생포자(endospore)를 형성하는 미생물이 많이 존재한다.

퇴비의 탄소원인 톱밥 등은 셀루로스(cellulose), 헤미셀루로스(hemicellulose)를 비롯하여 리그니(lignin) 및 펙틴
(pectin)과 같은 분해되기 어려운 물질로 되어 있으나, 바실러스속 미생물중 일부는 체외분비효소인 씨엠씨아제
(CMCase), 자일라나제(xylanase)와 락타제(lactase)등을 분비하여 난분해성 물질을 분해하고 이를 탄소원으로 이
용한다. 이처럼 바실러스속 균주는 생육이 양호하고, 다양한 특수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하고 안정성이 우
수한 효소를 생산하는 균주로 유기성 폐자원의 재활용등 농업환경개선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유기성 폐자원인 축산 폐기물의 안정적인 부숙 퇴비화와 길항효과를 갖게 하는 데는 안정화된 미생물의 적용
에 있어서 적당한 담체를 필요로 한다. 미생물이 쉽게 부착 성장될 수 있는 담체의 조건으로 미생물이 충분히 부착
될 수 있도록 다공성과 넓은 비표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한 미생물의 안정적인 활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생물
에 적합한 영양원이 있어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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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식물 병원성 진균에 대한 항진균 활성을 가지며 축분을 포함하는 난분해성 유기물의 분해 촉진 기능이 있
는 브레비바실러스속 미생물 균주를 이용하여 환경친화적인 식물병 방제제 및 항진균 활성에 더하여 축산폐기물 등
의 유기물 분해촉진제 등의 다기능적 미생물 제제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실시예 1 : 본 발명 미생물 BS-J1의 분리 및 동정

농업환경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1종의 미생물을 분리하여 식물병원균에 대한 길항력 검사를 실시한 결과 2종
(BS-J1, BS-U1)의 미생물이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숙촉진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셀루라제(Cellulase),
아밀라제(Amylase), 프레테아제(Protease), 리파아제(Lipase) 등 4종의 효소 활성능을 확인한 결과 4조의 효소에
대하여 2종(BS-J1, BS-U1) 미생물이 세가지 이상 분해능을 보였다. 그 중 유용미생물 1종(BS-J1)을 선발, 분리하
여 이화학적 특성 및 식물 병원균 5종 및 배추 육묘를 대상으로 한 길항력 검정 시험결과 85%이상의 높은 병발생 억
제율을 보였다. 선발된 유용미생물에 대한 생리 생화학적인 특성과 형태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그람양성균으로
확인되었다.

생리학적 분석과 16S r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선발된 미생물 BS-J1은 브레비바실러스 레테로스
포러스(Brevibacillus laterosporus)와 97% 이상의 상동성을 나타내어 동종으로 분류하였다.

시험예 1 : 유용미생물의 분리

병원균에 대한 길항효과와 퇴비부숙 효과특성을 나타내는 유용미생물을 분리하기 위해 작물 재배지 포장과 축산농
가 주변의 자연발효퇴비와 토양으로부터 시료를 수집하였다. 시료채취는 지상부 15cm 이하 되는 곳에 근권에서 했
으며, 포장별 수집은 포장의 중심으로 일정간격으로 수집하였고, 수집된 토양은 5mm×5mm 체로 걸러 10℃에 보
관하면서 실험에 이용하였다.

이러한 유용미생물의 분리방법은 Burr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유용미생물을 분리하기 위해 채집한 토양을 KBA
배지에 희석평판법에 따라 형성되는 균체 콜로니수를 40~80 콜로니 형성 수(Colony Forming Unite:CFU)/페트리
디쉬(Pertri Dish)로 조정한 후, 25℃에서 24시간동안 배양하였다. 24시간 배양후 퇴비부숙 유용미생물을 선발하기
위해 효소활성용 검정배지(Table 4-1)에서 셀루로즈(Cellulose), 스타치(Starch), 프로테인(Protein), 리피더
(Lipid)에 대한 효소활성을 조사하였으며, 아밀라제(Amylase) 및 셀루라제(Cellulase)의 활성 측정은 Ito등의 방법
으로 실시하였고, 프레테아제(Protease) 활성측정은 Yanagida등의 방법, 리파아제(lipase)의 활성측정은 Lesuisse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식물 병원균에 길항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을 선발하기 위해 후사리움 솔
라니(Fusarium solani), 피시움 속(Pythium sp.), 보트리티스 시네레아(Botrytis cinerea), 라이족토니아 솔라니
(Rhizoctonia solani), 파이토프쏘라 칵토름(Phytophthora cactorum)등 식물병원균들의 포자현탁액(108 spore/
ml)을 만들어 각각의 KBA 표면에 분무 접종하였다. 분무후 24기간 동안 병원균 포자가 발아하여 생육하면서 KBA
에 형성되어 있는 세균 콜로니에 의해 저지원 형성여부를 조사하였다. 퇴비부숙 효과 및 항진균활성을 나타내는 균
주들의 콜로니는 순수분리하여 동결건조한 후 -65℃로 보관하였다.

(1-1) 유용미생물의 부숙촉진 활성을 조사하기 위한 효소활성 검정

 균주번호  효소 활성  10분 동안 80℃에서 온도에 대한 내성
 셀루라제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BS-J1 ++ +++ ++ ++ 있음
 BS-J2  +  -  +  ++  -
 BS-J3  ++  +  +  -  있음
 BS-J4  +  ++  +  +  -
 BS-J5  -  ++  ++  +  -
 BS-U1  ++  ++  +++  ++  있음
 BS-U2  -  +  ++  +  -
 BS-U3  +  ++  +  ++  -
 BS-U4  ++  +  -  +  -
 BS-U5  ++  +  ++  -  있음

※ + : 약간, ++ : 우수, +++ : 매우 우수, - : 활성 없음

(1-2) 유용미생물의 식물 병원균에 대한 길성 활성 검정

균주

번호

 식물병원균
파이토프

쏘라
보트리티스
시네레아

라이족토니아
솔라니 피시움 속

후사리움
솔라니

BS-J1 +++ ++ +++ ++ +++
 BS-J2  ++  -  +  +  ++
 BS-J3  +  +  +  ++  +
 BS-J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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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J5  ++  -  +  +  +
 BS-U1  ++  +++  +++  ++  ++
 BS-U2  ++  +  -  ++  +
 BS-U3  +  ++  -  +  ++
 BS-U4  ++  +++  +  -  +
 BS-U5  +  +  +  -  +

※ 길항 활성

- : 활성 없음, + : 약간, ++ : 우수, +++ : 매우 우수

실험예 2 : 본 발명 미생물 BS-J1의 동정

Bergey의 시스테믹 박테리올로지 메뉴얼을 이용해 생리화학적 분석과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형태적 관찰로 동정하
였고, 또한 이들에 대한 정확한 동정을 위해 16S rDNA 영역에 대한 부분 염기서열(700~800bp) 분석을 실시하여
염기서열을 결정하였다. DDBJ/EMBL 진벵크 데이터베이스(GenBank database)에서 이들의 염기서열과 상동성을
검색한 결과 선발된 본 발명 유용미생물(BS-J1)은 브레비바실러스 라테로스포러스와 97% 이상의 높은 상동성이
나타나 동일 종으로 동정하였다.

(1-3) 본 발명 미생물 브레비바실러스 라테로스포러스(Brevibacillus laterosporus)의 생리·생화학적 특성과 형태
학적 특성

 특성 유용미생물
BS-J1

 그람반응(Gram reaction)  +
 액체배지에서 운동성  +
 NA, YDC or NBY에서 노란 균총 형성  -
 형광 색소  -
 젤라틴 분해  +
 혐기 배양  -
 가지(rod) 형성  -
 60℃ 또는 고열에서 생장  +
 배양 초기 Rod 형태  +
 내생포자 형성  +

(1-4) 본 발명 미생물 브레비바실러스 라테로스포러스(Brevibacillus laterosporus)의 16s rDNA염기서열 일부

5'-

GACGAACGCTGGCGGCGTGCCTAATACATGCAAGTCGAGCGAGGGTCTTCGGACCCTAGCGGCGGACGGGTGAGTAACACGTAGGCAACCTGCCTGTGAGACTGGATAACATAGGGAAACTTATGCTAATACOGGATAGGGTTTTGCTTCGCCTGAAGCGGAAAGATGGCGCAAGCTAFCACTTACAGATGGGCOTCGGGCGCATTAGCTAGTTGGYGAGGTAACGGCTCACCAAGGCGACGATGCGTAGCCGACCTGAGAGGGTGACCGGCCACACTGGGACTGAGACACGGCCCAGACTCCTACGGGAGGCAGCACTAGGGAATTTTCCACAATGGACGAAAGTCTGATGGAGCAACGCCGCGTGAACGATGAAGGCTTTCGGGTCGTAAAGTTCTGTTGTTAGGGAAGAAACAGTGCTATTTAAATAAGGTAGCACCTTGACGGTACCTAACGAGAAAGCCACGGCTAACTACGTCGCAGCAGCCGCGGTAATACGTAGGTGGCAAGCGTTGTCCGGAATTATTGGGCGTAAAGCGCGCGCAGGTGGCTATGTAAGTCTGATGTTAAAGCCCGAGGCTCAACCTCGGTTCGCATTGGAAACTGTGTANCTTGAGTGCAGGAGAGGAAAGTGGTATTCCACGTGTAGCGGTGAAATGCGTAGAGATGTGGGGAAACACCAGTGGCAAAGGCGACTTTCTGGCCTGTAACTGACC
3'

(1-5) 16s r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본 발명 미생물 브레비바실러스 라테로스포러스(Brevibacillus
laterosporus)의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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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 : 본 발명 미생물 BS-J1의 대량배양 및 제제화(C 타입, G 타입)

유용미생물이 자연 환경생태계 또는 퇴비화 과정중에서 생존을 유지하면서 왕성한 유기물 분해 촉진력 및 식물병원
균에 대한 길항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분공급(단기적, 중장기간 이용가능한 영양분), 길항세균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요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부형제들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타입의 제형을 개발하였
다.

C 타입의 성분 : 톱밥, 쌀겨, 어분, 제올라이트, 마슘, 인슘, 분당, 미생물균체 및 그 배양액.

G 타입의 성분 : 톱밥, 쌀겨, 어분, 제올라이트, 마슘, 인슘, 쑈디카본, 분당, 미물균체 및 그 배양액.

위에서 나열한 각각의 배양합성 타입 제형들은 일정 성분의 부형제를 일정비율로 조합한 후에 유용미생물에 적합한
[BS-J1: PYG 액체배지(펩톤(Peptone) 5g , 이스트 엑스트라(Yeast extract) 5g, 글루코스(Glucose) 10g,
K2HP04 1g, 비프 엑스트렉트(Beef extract) 1g, D.W 1ℓ, pH 7.2]에서 108~109농도로 배양된 유용미생물을 섞어
준 후에 1주일간 교반기 내에서 교반시켜주면서 충분히 배양한다. 1주일간 배양된 제형에 어분 등의 영양원을 넣어
준 다음, 교반기 내에서 교반시켜주면서 2주일간 배양하여 제형을 완성하였다. 최종 산물을 107 CFU/g(유용미생물
농도)의 제형이 완성된다.

실시예 3 : 본 발명 미생물 제제(C 타입, G 타입)의 퇴비부숙 효과

본 발명은 퇴비화를 촉진시키는 미생물을 제제화하여 퇴비화 과정중에 일어나는 부숙 유기물의 완숙한 과정에 대한
적합성을 규명하고, 각종 유기 및 무기성분의 구성비율을 조사하여 물리화학적 변화를 살펴보았고, 이와 동시에 부
숙화 과정중에 발생되는 암모니아가스, 휘발성 유기산성분 등 악취성분의 발생특성에 대하여 상대 비교 분석하여
평가함으로써 악취발생량이 적은 고품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 제제를 완성하였다.

처리구별 미생물 및 담체처리양은 처리구별 무게중량에 대비하여 처리하였으며, 미생물은 1%, 미생물 제제는 무게
중량대비 4.5%로 처리하였다. 각각의 처리내용은 대조구(C), 미생물 단독 처리구(M), C처리구(C+M), G처리구
(G+M)등 4개의 처리구를 두고 실험을 실시하였다.

퇴비화 과정중 각종 유기 및 무기성분 등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퇴비화의 반응기간 동안 pH 변화는 발효초기엔 별 영향이 없었으며, 기질의 분해로 인한 암모니아 등의 영향에
의해 상승 후 기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pH가 8.5~9.0 정도를 유지하였다.

2. 퇴비화 과정중 온도의 변화는 모든 처리구에서 실험 개시 후 2~3일까지 온도의 급격한 상승으로 60℃정도까지
도달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감소하여 25일에는 37~39℃까지 감소하였다.

3. 총탄소의 함량은 다소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각 처리구마다 탄소의 차이는 온도변화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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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질소는 천연 C처리구와 G처리구는 퇴비화 25일 이후에 1.71~1.77%로 타 처리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5. C/N율은 부숙이 진행됨에 따라 퇴비화 초기에 약간 증가하다가 감소하여 25일쯤 C/N율이 21.4~30.0으로 감소
하였다. C처리구와 G처리구의 최종 C/N율이 대조구와 미생물 단독 처리구의 최종 C/N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탄소함량이 감소와 질소함량의 증가가 다른 대조구와 미생물 단독 처리구보다 크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6. 퇴비화 과정중 모든 처리구의 인산함량 변화추이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7. 가리의 성분함량 변화는 퇴비화가 진행될수록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8. N03--N은 96~106mg/kg정도이었으나 퇴비화가 진행될수록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고 C처리구 G처리구가 다른
처리구보다 질산태질소의 함량이 높았으며, NH4+ -N 함량은 퇴비화가 진행될수록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9. 퇴비화 주발효 기간 후 완료단계에서 퇴비의 분석결과 비료공정 규격의 중금속의 함량 모두 농림부 고시 제
2002-7호의 부산물비료 규격이하로 검출되었다.

돈분의 퇴비화 과정중 악취물질로서 중요한 공정제어 인자로 이용되는 염기성가스인 암모니아 가스(Ammonia gas)
와 강산성가스인 유기산(Volitie organicacid)의 발생 특성에 대하여 상대비교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퇴비화 2일후부터 암모니아가스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C와 G처리구에서 암
모니아 가스의 발생 농도가 대조구 및 미생물 단독처리구와 비교하여 최고 3배이상 크게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2. 퇴비화 과정중 휘발성 유기산 성분인 부틸릭 산(butyric acid), 이소-부틸릭 발레릭 산(iso-butyric valeric
acid), 이소-발레릭 산(iso-valeric acid), 프로피오닉 산(propionic acid), 아세틱 산(acetic acid)의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부숙화 정도를 평가한 결과 프로피오닉산(propionic acid)이 퇴비화 과정중 발생한 휘발성 유기산 중에 서
가장 많은 함량이 검출되었고, 전체적으로 대구조>미생물 단독 처리구>C처리구>G처리구 순으로 퇴비화 과정중 휘
발성 유기산의 감소 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예 4 : 본 발명 미생물 BS-J1의 배출 모잘록병에 대한 병방제 효과

본 발명 유용미생물들의 식물병방제 효과를 알아보기 PDB에서 3일간 25℃에서 배양한 다음, 이들을 8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균체를 회수하였다. 이어서 K2HP04 7H20 1% 용액으로 다시 세척 후 균체를 회수하여 1.5%

메칠 셀루로스(Methyl Cellulouse) 용액과 섞고 배추유모에 처리하였다. 배추유묘에 병을 일으키는 라이족토니아
솔라니(Rhizoctonia solani)를 이용한 방제 효과를 실내에서 포트 검정 후 이 병율 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
시하였다.

(a×1)+(b×2)+(c×3)+(d×4)

* 이병지수(%)= -------------------------- x 100

개체수 × 4

뿌리에 나타난 병반의 크기에 따라 이병지수를 계산하였으며 0.1%~20%를 a, 10.1%~40%를 b, 30.1%~50%를 c
그리고 50% 이상을 d로 이병지수로 하여 발병율을 계산하였다.

유용미생물의 배추 모잘록병에 대한 병방제 효과

 유용미생물 처리*

(BS-J1)
무처리구

 유묘수  20  20
 모잘록병  9  19
 건강한 유모 비율(%)  55  5
 방제가(%)**  90.9  -

* 유묘를 5주씩 이식하고, 실험은 4반복실시. 포트당 50㎖씩 미생물 현탁액(BS-J1 : 2.4 x 106cell/㎖)을 처리.

** 방제가(%)= [1- (처리구/무처리구] x 100.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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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실시예와 실험예를 통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토양에서 선발 분리한 본 발명 미생물 브레비바실러스 라테로스
포러스(Brevibacillus laterosporus)는 퇴비부숙 촉진 및 축분을 비롯한 폐기물성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할 뿐만아니라, 식물병에 대하여 방제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농업에도 매우 유용한 발명이라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퇴비부숙 촉진 및 식물병원균에 길항력이 있는 미생물 브레비바실러스 라테로포러스(Brevibacillus
laterosporus)(기탁번호 KCTC 10478BP).

청구항 2.

제 1항의 상기 미생물 또는 이들 혼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양개량, 퇴비부숙촉진 및
식물병원성 진균 방제용 미생물 제제.

청구항 3.

제 1항의 상기 미생물을 배양하여 수득한 세균 세포, 또는 이들 세포가 생산한 유용물질들을 통상의 부형제에 혼합
하여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퇴비부숙 및 식물 병원성 진균 방제용 미생물 제제의 제조 방법.

등록특허 10-047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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