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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생물의 제어에 있어서, 좋은 질의 종균을 생산하는 것은 산업화를 위해 필수적

인 요소이다. 생산된 종균은 원하는 제제화 및 응용기술과의 적합성과 함께 일정한 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포자의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최적화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

였다.

서론) 이전에 Deuteromycotina로 분류된 유성포자를 생산하는 곰팡이들은 다양한 잡초,

식물병원균, 그리고 절족동물 해충등을 제어하기 위한 제제로서 상당한 잠재력이 있어

점차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곰팡이들의 포자에 기초를 두고 많은 생산물

들이 Koppert, Mycotech, Natural Plant Protection, Agricura, EcoScience와 같은 회사들

에 의해 성공적으로 개발, 생산되어 상업적으로 팔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들은

생물농약 생산물의 개발 초기단계에는 많은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다. 종종 작은 규모의

field 실험단계에서의 기초연구와 개발이 공공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곰팡이살충제 개발에서 초기단계는 곰팡이 분리수집과 목표해충에 대한 살충성 검색으

로 시작된다. 곰팡이살충제 제품의 개발에 있어서 초기에는 실험실이나 field 실험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곰팡이가 필요하다. 생산방법은 연구프로젝트 안에서 실험설계와

개발단계에 따라 다양하다.

생물분석과 일반적인 곰팡이 검색에 있어서는 병안의 한천배지에서의 보존과 생산으로

충분하다. 프로젝트에서 연구가 개발되고 한두 종의 곰팡이가 다음 단계의 개발을 위해

선택되었다면, 좀 더 많은 양의 곰팡이가 필요하고 대규모 생산의 용이성이 검증되어야

만 한다. 이것은 생산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데, 실험용도를 위해 충분한 양의 포자를 생

산해야할 뿐 아니라 포자의 질이 일정하고 선택된 제제화 방법 및 응용장비에 대한 적합

성이 있어야만 한다. 생산공정에서 엄격한 질의 제어가 이루어져야 하고 생산물의 변화

나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량생산 공정을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중의 하나는 생산물이 제제화 및 응용기술

과 적합성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예를들면 아주 적은 용적률에 적용하기 위해 기름제제

화의 사용은 기름에 쉽게 현탁되는 친유성 포자에 필요하다. 액침발효의 장점과 액침배

양에서 많은 유성포자를 생산하는 곰팡이로 부터 포자생산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액침

배양에서 생산되는 포자는 친수성이고 기름에 쉽게 제제화 되지 않는다. 사출포자들도

액침발효에서 비슷하게 생산되지만, 역시 친수성이고 저장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빨리 생

존능을 잃는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극복되겠지만, 지금까지 많은 곰팡이살충제 제품생산

을 위해 액침배양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고체배양이 발전함에 따라 액침발효와 비슷하게 자동제어 시스템이 부착된 생물

반응기가 특별히 고안되어 산업적으로 곤충병원균을 대량생산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노동비를 감소시키고 생산공정을 제어하고 표준화시켰다. 노동비가 상

대적으로 값싼 개발도상국에서 다른 경제제약이 존재하고 이러한 자동제어공정의 자본비

때문에 시스템의 확립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곰팡이살충제를 생산하고 있

는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중국에서는 충분한 양의 생산품을 공급

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시스템들은 기본적인 것이나 종종 노동력이 많이 든다; 그러나 이

러한 많은 나라에서는 노동비가 싸고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품들이 경쟁

력이 있다.



최근에 Swanson(1997)이 노동력이 많이 드는 모델인 LUBILOSA 프로그램과

Mycotech Corp.에 의해 개발된 자본비가 많이 드는 독점시스템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

자에 의하면 자본비가 많이 드는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경제적 규모를 예증하였지만,

경쟁력이 있으려면 적어도 년간 80,000헥타에서 제품이 필요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에 반해서, 노동력이 많이 드는 시스템에서는 20,000헥타 정도이면 경제성이 있다. 그래

서 주어진 제품의 수요에 의존해서 노동력이 많이 드는 시스템은 특히 소규모의 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응용이 적합하다. 그러한 경우에 해충문제를 지역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은 상업적인 제품에 대한 요구가 감소할 지도 모르나 상당한 외환지출을 아낄 수 있

다.

그러나 적절한 생산시스템의 응용은 위의 시나리오에 제한을 받을 필요는 없다. 대부

분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특징은 산업적 규모의 설계 및 건설을 할만큼 자본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간단하고 믿을만한 생산시스템으로서의 미생물살충제 프로그램

성공에 주요한 장애로서 간주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연구과정의 일부라도 생산을 위한

매개변수를 결정하는데 매우 가치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한 생산과정의 개발과 최적

화는 실험실이나 field 효능에 대해 믿을만한 자료를 공급하는데 가치가 있을뿐 아니라,

제품이 제제화 및 응용시스템에 적합성이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최종적으로 상업적 개발 및 생산에 앞서 생산특성, 안정도, 장기간 보존 등에 대한 확립

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자료는 포자생산을 위한 간단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최적화에 관계된 개발단계에 대

해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포자의 대량생산에 대한 최근의 정보

대부분의 연구논문들이 실험실 규모에서 주어진 기질을 이용하여 선별된 곰팡이에 의

한 포자생산 최적화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생산시스템들 사이의 비교는 보고된 수율이

나 생산 매개변수들의 산출방법이 다르므로 종종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것은 비슷한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과 용량을 가능한 정도에서 비교한다. 다른 생산시스템에 관한 연구논문

들로 부터 최대값을 얻기위하여 수율, 최종 생산물에서 포자의 농도, 기질운용농도, 년

생산량, field 응용속도 등의 매개변수들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서의 주어진 정보로부터 많은 생산시스템의 효율성과 용량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

할 것이다. 이 때 이 시스템들의 최종 생산물이 흙에 응용하기 위한 포자가 생성된 기질

이던, 제제화와 분무기에 응용하기 위해 성장기질로부터 분리된 포자파우더이던 상관없

다.

미생물살충제 개발에서 곰팡이의 보존

미생물살충제로서 개발하기 위해 병원성 미생물이 선별되었을 때, 보존을 위한 필수적

인 단계는 원래의 다포자 분리균주로부터 단일포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유성

포자를 생산하는 곰팡이가 한 개이상의 근원으로부터 유전정보를 포함하는 것 같기 때문

에 병원성과 형태학적 균질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량생산에 있어서 다포자 분

리균주의 사용은 조합된 배지의 기질들에서 성장에 가장 적합한 균주를 선별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 병원성을 잃게된다. 단일포자를 선별하는 기술은 Johnston & Booth(1983)



가 언급하였다. 많은 분리된 단일포자들은 각각의 다포자 균주로부터 얻을 수 있고, 각

각의 단일포자는 목적해충에 대한 병원성을 조사할 수 있다. 한개의 단일포자는 앞으로

의 일을 위해 선별되어야 하고, 적절하고 사용가능한 장기간 보존기술을 통하여 단일 및

다포자들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 지금까지 가장 안전한 보존방법은 흥미있는 균주

를 CABI BIOSCIENCE UK Center(Egham), ARSEF(USA), CBS(Netherlands)와 같은

공인된 균주보존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균주들을 승인없이는 균주를 분양할 수 없는 안

전한기탁법하에 이러한 기관들에 맡길 수 있다.

사용할 균주와 단기간 저장을 위한 균주는 한천배지에서 유지할 수 있다. PCA(Potato

carrot agar) 배지는 대부분의 유성포자를 생산하는 곰팡이에 적합하다. 10OC, PCA배지

에서 유지된 균주는 균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년까지 활성이 유지될 수 있다. 사용할

균주는 SDA(Sabouraud dextrose agar)배지나 MEA(malt extract agar)배지와 같은 표준

균용 한천배지에서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영양이 풍부한 배지에서, 균주는 대량생산

에 사용되기전 6주이내까지 유지할 수 있다. 계대배양은 최소로 유지해야 하고, 균주는

대량생산에 사용되기전에 4회이상 계대배양되지 않게한다. 유성포자를 생산하는 많은 곰

팡이는 계속적인 계대배양동안 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결과적으로 병원성

을 잃고 포자생산특성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대량생산을 위한 균주의 정기적인 유지

는 목적 해충 또는 그와 유사한 종들을 통해 병원성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생산시스템 개발의 실험적 면

다른 곰팡이 속들과 같은 곰팡이 종들안의 다른 균주들 조차도 요구하는 영양분, pH,

기질의 수분활성도(수분함유량), 균사체 성장과 포자생산을 위한 최적온도, 빛, 통기와 배

양기간등이 매우 다르다. 이러한 모든 매개변수들은 철저히 연구되어야 하고, 대량생산공

정이 효율적일 뿐아니라 높은 질과 신뢰성을 갖는 포자를 생산할수 있도록 최적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매개변수들의 최적화를 보고한 많은 논문들은 작은 규모에서 수행된 실험

들에 관한 것들이다. 삼각플라스크와 같은 작은 규모에서 수행된 결과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정량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포자생산을 위한 일반적인 요구성들을 확인하는데 유

용하지만, 종종 생산규모에서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어렵다. 이에 대한 한가지 이유

는 기질의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통기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통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어떤 매개변수들의 최적화도 생산규모에서 수행되어야만 한다.

대규모화(scale-up)에 있어서 물리적인 문제점들과 더불어, 조업의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 예를들면 멸균기술은 작은 병이나 플라스크를 취급할 때 쉽게 적용할 수 있으나,

kg단위의 고체기질과 많은 부피의 물을 취급할 때는 종종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어

떤 기술이 큰 규모에서 수행될 수 있어야만 실행가능성을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규모에 대한 타당성을 가정하기 전에 소규모에서 평가된 모든 매개변수들에 대한 대

규모화 결과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발효 매개변수들의 최적화동안 통계학적으로 신뢰성있는 데이터를 얻으려면 노력이 많

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홀리스틱 분석기술을 사용하면 이 과정을 단축시

킬 수 있다. 예를들면 Silman등(1991)은 Colletotrichum truncatum(Schwein)을 위한 배

양방법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부분요인실험설계법을 이용하였다. 이 설계는 많은 변수조

합으로부터 데이터를 얻기위해 필요한 실험의 수를 감소시킬수 있다.



고체기질의 접종을 위한 액체배양 단계의 사용

많은 적절한 기술시스템들과 대부분의 곰팡이 생산시스템들은 이단계 시스템을 이용한

다. 여기에서 균사 또는 균사체의 접종액은 삼각플라스크 또는 발효조에서 액체배양에

의해 생산된고, 포자생산을 위해 고체기질에 접종된다. 접종액으로서 잘 성장한 액체배양

액을 이용하는 이단계 생산시스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곰팡이의 경쟁성을 증가시켜 다른 미생물들에 의해 오염되어 기질이 이용되는 위

험을 감소시킨다.

(2) 콜로니 생성과 포자생산이 더 빨라서 배양시간을 감소시키고 활용공간을 경제적으

로 이용할 수 있다.

(3) 액체배양 단계에서는 원래의 보존사면배양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오염을 찾아낼

수 있다.

(4) 고체기질 입자들에 골고루 접종함으로서 기질전체에 균체가 균일하게 성장할 수

있다.

액체성장 배지의 최적화

일반적으로 유성포자를 생산하는 곰팡이는 배지에서 균사 또는 균사체(또한 사출포자

로서 언급되기도 함)로 빨리 성장한다. 주어진 균체의 빠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액체

배양의 최적화는 대량생산 과정의 개발에서 가장 간단한 단계들중의 하나이다. 모든 곰

팡이 배지와 마찬가지로, 액체상에는 탄소원, 질소원, 미량원소, 그리고 성장인자들이 포

함되어야만 한다. 대부분의 유성포자를 생산하는 곰팡이는 매우 간단한 배지에서 잘 성

장한다; 예를들면 Metarhizium flavoviride는 수돗물에 발효효모와 sucrose로 구성된 배

지에서 잘 성장한다. 이 배지에서 탄소원과 질소원의 비는 최대균사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적화 되었다. 총질소원의 최적농도는 수돗물 1 liter에 20g의 sucrose와 함께

1.5 g/l(liter당 20 g의 granule에 상응함)이었다. 그리고 미량원소는 필수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액체배지에서 곰팡이 성장의 한 특징은 분리된 균사체 펠레트(소형응집체)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고르게 성장하지 못하므로 고체기질의 접종액으로 사용

하는데 적합치 못하다. 펠레트 형성을 제한하거나 균사체 성장 또는 균사단편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Inch & Trinci(1987), 그리고 Humphrey 등(1989)은

PEG(polyethylene glycol) 2000의 첨가는 많은 곤충병원성 곰팡이의 액체배양에서 펠레

트의 형성을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 Kleespies & Zimmermann(1992)은 또한 PEG 2000,

Tween 80, 그리고 균체에 따른 pH의 조절을 이용하였을때 Metarhizium anisopliae의

사출포자 생산을 증가시키고 펠레트 형성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적절한 액체배지가 선택된 후, 대수성장 기간을 결정하기 위해 간단한 성장곡선을 그

려야 한다. 이것은 균사체 성장을 위한 최적온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잘 성장한 액체

접종액은 대수성장기동안 고체기질에 접종되어야 한다.

균사체 접종액의 희석

균사체 접종액을 고체기질에 첨가하기 전에 희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은 특히 진

탕배양기 또는 발효조의 공간이 부족할 때 이용할 수 있다. M. flavoviride 에 대한 연구

에서 균사체 접종액을 15배까지 희석하더라도 고체기질을 기초로 한 포자수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규모에서는 이 정도의 희석은 실용적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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