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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al Prevention of Phytophthora Blight Using Specific
Microorganisms-Containing Food without Chemical Transition

전민지, 조서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담당교사: 김학진

본 실험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발효식품 내 미생물의 현탁액적 분리 및 화학적 변화과정 없이 식
품 자체의 희석농도에 따른 고추역병 방제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통발효식품은 길항미생
물, 고초균, 젖산균, 효모를 포함하고 있다. 실험에 사용된 식품은 국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별도의 화학처리 없
이 식품자체를 방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생물은 웰빙 시대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자재로 높이 평가되며 이중에서도 화학적 변화를 가하지 않은 발
효식품의 방제효과를 검증하게 된다면, 향후 활용방향은 다양하게 확장 가능할 것이다.
2012년 8월 두 지역(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에서 고추 역병균에 의해 고추역병에 감염된 고춧
잎 샘플을 채취, 고추역병균 초대배양을 진행하였다. 고춧잎에서 암녹색 병반이 생긴 감염 부위를 차아염소산나트륨
0.5% 수용액에서 잡균 제거 후 PDA감자한천배지에 처리한 잎들을 6~8개씩 원형으로 배치했고 1주일간 25℃(±5℃),
암조건 상태에서 배양하였다. 배양된 균을 다시 계대배양한 이후 11개의 PDA배지에서 각 배지 당 4개의 살균된 디스
크를 상, 하, 좌, 우로 배치했다. Cork borer를 이용하여 고추역병균을 배지의 중심부에 원형으로 일정량 옮겨 배치한
다.
실험에 사용한 식품은 ‘샘표 한식간장’, ‘하선정 까나리액젓’, ‘국순당 생막걸리’, ‘청정원 순창 재래식 안심생된장’,
‘찬마루 생 청국장’, ‘청정원 순창 우리쌀로 만든 찰고추장’, ‘매일유업 마시는 퓨어’, ‘오뚜기 골드마요네스’등 총 11가
지이다. 식품제재를 원액, 10배, 100배, 1000배순으로 희석하여 각 배지의 디스크위에 해당 농도의 제재를 도포한 이후
1주일간 25℃(±5℃), 암조건 상태에서 배양, 고추역병균과 식품제재들의 희석농도별 억제거리를 측정하였다.
발효식품 디스크의 고추역병균에 대한 영향범위는 청국장 10배 희석액 (1.5cm), 막걸리 1000배 희석액 (1.3cm), 간
장 100배 희석액 (1.1cm), 황토유황합제 원액(1.0cm), 고추장원액(1.0cm), 된장 원액 (0.5cm)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향
범위가 클수록 효과가 좋았다. 대체적으로 청국장, 된장, 간장, 고추장, 막걸리와 같은 장류 및 발효주가 효과가 좋음을
알 수 있으며, 식품제재의 농도에 따른 고추역병균 억제정도의 차이는 실험을 통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In vitro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시판되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중 장류 및 막걸리는 고추 역병을 방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방
제제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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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illus subtilis가 분비하는 Keratinase의 제모제로서의 개발 가능성 연구

허지원, 김소연, 이미겸, 이정윤
하나고등학교

지도교사: 정보현

비병원성 미생물인 Bacillus subtilis는 케라틴을 분해하는 효소인 케라티네이즈(keratinase)를 분비한다. 선행 연구
조사 단계에서 keratinase를 이용해 가축의 깃털이나 털을 분해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80%이상이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간의 털을 분해할 수 있는지 연구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LB배지에 카제인을 첨가한 배양액에 Bacillus subtilis를 배양한 뒤 원심 분리하여 keratinase를
얻었다. 그러나 분리 한 상청액(supernatant)과 대조군에 머리카락과 쥐가죽을 각각 1시간, 2시간, 3시간 담갔을 경우,
분해 결과에서 차이점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카제인 등의 영양분을 첨가하여도 다른 영양분이 풍부할 경우
keratinase를 잘 분비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털의 분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머리카락은 추를 달아 머리카락
이 끊어지는 최소의 추 무게를 기록하여 강도를 측정하고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Bacillus subtilis를 선행연구논문의 방법대로 영양분이 적은 배지(최소배지)에 앞 실험에서
keratinase 분비를 유도하는 영양분으로 사용하였던 카제인 대신 머리카락 가루를 첨가하여 배양했다. 머리카락 첨가
여부 등 총 5가지의 상청액을 만들어 머리카락과 쥐가죽을 담가 반응시켰다. 그 결과 머리카락 가루를 첨가하지 않은
배지에서는 머리카락 분해 정도가 미미했으나, 머리카락 가루를 첨가한 배지에서는 모두 머리카락의 강도가 약해진 것
이 확인되었다. 또한 분해 시작 후 pH가 중성에 가까워 pH에 의한 피부손상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쥐가죽은 미생
물을 LB 액체 배지에 먼저 접종시키고 머리카락을 첨가한 배지의 상청액에서 털이 가장 잘 빠지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정확한 피부 손상정도를 현미경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 연구는 미생물이 분비하는 keratinase를 산업적 목적이 아닌 인간의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배지의
조성에 따라 Bacillus Subtilis의 효과적인 keratinase 분비 환경을 확인하여 인간의 모발을 분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keratinase를 농축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의 강도를 2일 만에 133 g에서 63 g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보
아, 앞으로 Bacillus subtilis가 keratinase를 더 많이 분비할 조건을 찾거나 효소를 농축시킨다면 제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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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체를 이용한 토양 박테리아의 활성화를 통한
유기농 작물의 유해 세균 오염 방지 방안

김남중
명덕고등학교

지도교사: 이세연

김치와 유산균음료에서 유산균을 분리 배양하여 유해세균과 토양박테리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김치유산균은 일반적인 토양조건에서 3종의 유해세균(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대장균)을 억제하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토양박테리아의 증식을 도와주고, 토양에 유입된 유해세균이 식물을 감염시키는 것도 막아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유산균 음료에서 분리 배양된 유산균은 김치 유산균과 같은 효과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즉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체가 유해세균의 억제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해세균에 오염된 시간이 길어지면 식
물의 성장과 발육이 억제되는 것을 애기장대를 이용한 유전자 분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유해
세균(살모넬라, 대장균, 포도상구균)이 식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유해세균이 투입되면 식물들이 말
라죽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김치 유산균을 투여한 경우에는 식물이 정상적인 상태로 살아남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인데, 유해세균을 투여한 식물(애기장대)은 광합성 관련 유전자인 cab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되며 식물이 정상적으로 광합성을 수행하지 못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발현되는
유전자인 tps1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김치유산균을 투여한 경우 정상적으로 cab 유전자의 발현이 유지되며
스트레스 유전자인 tps1유전자의 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유해세균과 김치유산균이 투여된 식물의 경우 개화 유
전자가 약 8일 정도 먼저 높은 수치로 발현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꽃이 먼저 피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개화가 촉진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식물이 생물학적 스트레스를 감지하고 꽃피우는 시기
를 앞당긴 것으로 판명된다. 김치 유산균을 투여한다고 해서 식물이 완벽하게 유해세균에 대한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
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었으나, 김치에서 추출한 유산균체를 투여하면 토양에서 유해세균의 번식으로 인한 식물의
성장 억제 및 식물의 오염에 대한 방지법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살아있는 유산균체는 보관과 유지 면
에서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며,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양하여 건강한 유산균을 얻어내야 하는 비효율적인 측
면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치 유산균을 대량으로 배양한 후 가열하여 유산균을 사멸시키고 멸균건조기에서 건
조시켜 분말 형태의 유산균 파쇄물을 만들었으며, 이를 투입한 결과 유산균을 투여 했을 때와 차이가 없는 유해세균 억
제 효과 및 유해세균에 의한 식물의 오염 방지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덧붙여 중금속과 농약으로 오염된 토양과 산
성화된 토양에서 정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식물(상추)이 김치 유산균 파쇄물을 멸균된 증류수와 90g/1L
로 혼합한 용액을 투여한 결과, 식물의 성장과 발아가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치유산균체의 투여가 오염된 토
양의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결과이다.
Keywords: 유산균. 토양박테리아, 애기장대, 광합성, 김치유산균, 멸균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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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룩곰팡이를 이용한 무좀의 치료

신종한, 김영진
경기과학고등학교

지도교사: 김은해

누룩곰팡이의 피부 미용 관련 효능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미, 주근깨 제거에 대한 효능이
아닌, 무좀 치료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Aspergillus oryzae의 무좀발생의 대표적인 원인인
Trichophyton rubrum에 대한 항진균 효과를 중점으로 탐구하였다. 항진균 효과를 보기 위해 먼저 누룩 가루의 유효성
분 추출조건을 최적화 하고, paper disc를 이용하였다. 누룩추출물이 Trichophyton rubrum에 대한 항진균성에 있어서
특이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부에 대한 알러지 테스트와 각질제거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되면, 천연 유효성 물
질을 이용한 항진균제와 각질제거제로의 활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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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강술’ 재현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양륜호, 한수종, 김도훈, 정유준
남주고등학교

지도교사: 강영철

강술은 세계유일의 반고체 술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가정에서 술 빚는 것을 불법화한 주세제도로 인하여 강술
의 맥락은 거의 단절되어 지금은 강술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조차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강술은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다. 우리는 이 강술을 만들어보고 그 중에서도 최적의 강술을 찾고자 한다.
우리는 최적의 강술을 알아보고자 재료를 달리하여 관능평가로 맛을 객관화시켜 비교하였고, 그 후 재료와 누룩의
비율을 달리하여 맛, 알코올 농도, 발효 정도를 측정하고 당과 염을 첨가하여 발효정도를 알아보았다. 이 실험을 통해
최적의 강술을 찾아 더욱 경제적이고 맛있는 강술을 양조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강술을 산화시켜 알코올을 제거함
으로써 남녀노소가 마실 수 있는 음료가 되었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술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로 사용해도 상품가
치가 있어 그 발전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연구가 강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강술이 제주도의 특산물, 한국
의 술, 음료로써 우리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세계 속의 브랜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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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방부제[파라하이드록시벤조산에스터(p-hydroxybenzoate/parabenes)]가
토양 세균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탐구

최재혁, 손지현
민족사관고등학교

지도교사: 나종욱

Parabenes를 농도별(0.1-1%)로 희석하여 살모넬라균을 배양한 결과, 0.1%의 농도에서 살모넬라의 증식이 억제되는
방부제의 활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식물에게 적용시킨 결과 식물의 성장에는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토
양에 존재하는 토양 세균의 경우는 parabenes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성장이 저해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parabenes를 지속적으로 투입한 토양에서 성장하는 식물(애기장대)의 성장이 억제 되었다. 논, 하천, 하수도, 밭, 식당
주변의 토양에 존재하는 토양 세균도 parabenes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이 억제되는 공통적이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parabenes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살모넬라의 경우 항생제에 저항성을 획득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이
살모넬라가 토양 세균과 같이 배양될 경우 일반적인 토양 세균은 토양에서 살모넬라를 억제하며 성장하지만 parabenes
에 장시간 노출된 살모넬라는 오히려 토양 세균을 억제하며 성장하였다. 식물이 parabenes가 투여된 토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토양물질 흡수량이 높은 갈대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했을 때, parabenes가 식
물체에 직접 흡수되어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토양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그 결과 식물의 성장이 억제된 다는 결
론을 도출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parabenes에 저항하는 토양 세균을 선별하고 이를 식물체가 살고 있는 토양에 접종
한 후 parabenes를 투여한 결과, 식물체 성장의 개선 효과는 가져왔으나 효과가 지속되지 못했으며 토양 유기물 함량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Parabenes에 저항성을 가지는 토양 세균이 parabenes로 인한 식물 생산량 저하의 해결방안으
로 추정되지만, 장기적으로 parabenes에 대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다음 과제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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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enthes에서 분리한 미생물을 이용한 유기물 분해에 대한 탐구

윤지현, 김연수
민족사관고등학교

지도교사: 나종욱

미생물을 분석하여 지도를 만드는 microbiome이 농업 분야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는 산성화된 토양의 유기
물 분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생물들을 네펜데스 소화액에서 찾아 microbiome 지도를 만들고자 진행되었다. 먼저 네
펜데스 소화액에서 자라는 미생물들을 배양하는 실험에서는 다양한 영양소에 대해 다양한 미생물들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5가지의 영양소를 네펜데스의 각기 다른 pitcher에 넣어서 그 소화액을 이용해 미생물을 배양하였
다. 배지에 자란 균들을 육안으로 grouping을 하였다. 그 다음 균주들을 동정하였다. 동정 실험은 정확성을 위해 Biolog
와 16S rRNA sequence와 효소 배지 실험으로 총 세 번 진행하였다. 세 번의 동정 과정을 통해 균주의 종류를 52가지로
추릴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52가지의 균주들로 종자 발아 실험을 하였다. 세 종류의 종자의 발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공통적으
로 발아율이 높은 균주들이 산성 토양에서 식물의 생장을 돕는 미생물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탐구를 통해 네펜데스 소
화액의 미생물 중 산성 토양에서 식물이 잘 자라도록 도와줄 미생물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 미생물들을 이용해 토양
microbiome을 완성한다면 향후 농업이나 수목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02

| 2013 International Meeting of the Microbiological Society of Korea

구두발표

HS-8

한국 전통 발효식품(메주)의 곰팡이 분리 및 동정과 생화학적 특성 분석

김건일1, 서희원2, 유현정3
1

2

3

군산중앙고등학교 , 전주제일고등학교 , 전북과학고등학교
지도교수: 김대혁

메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서 젖산균이나 효모와 같은 미생물의 발효 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대두 발효식품인 메주는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 이유는 독특한 맛과 풍미, 그리고 건강
에 이롭기 때문일 것이다. 메주는 항암효과, 비만, 당뇨 등 성인병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혈관강화와 노화방지 효과까
지 겸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메주에는 어떤 미생물이 서식하여 이러한 효능을 갖는 것일까 하는 의문점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메주(시료 2종) 시료를 채집하고 발효 곰팡이 미생물 분리를 위해서 Potato
dextrose agar 배지에 ‘spread plate method' 방법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곰팡이 균주를 분리하고 시료에 따라 세균의
개체 빈도가 높아 곰팡이 성장이 어려운 경우 세균의 성장만을 특이적으로 저해시키는 chloramphenicol 항생제를 첨
가하여 세균의 성장 가능성을 최소화시킨 후 균주 분리를 진행하였다. 배양 후 형태학적 특성에 따라 곰팡이 8 개체를
선별, 순수분리 하였다. 발효미생물의 분자생물학적인 동정을 위해 18S rRNA 유전자의 internal transcribed
spacer(ITS) PCR을 통해 580bp ~ 620bp band 근처 8개의 증폭된 DNA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그
sequence를 기존에 보고된 미생물의 18S rRNA 염기서열과 homology search한 결과 총 6종류의 곰팡이 (Gibberella
intermedia, Pichia burtonii, Absidia corymbifera, Rhizomucor pusillus, Scopulariopsis brevicaulis, Eupenicillium
sp.)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 곰팡이들의 생화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리된 균주에 대한 protease, amylase
세포외효소 분비능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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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 유기산을 이용한 딸기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연구

권현송, 오인혁
대전관저고등학교

지도교사: 이미영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딸기는 시간이 지나며 물러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딸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유
산균, 유기산 등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물러진 딸기의 해부형태학적 특징은 표면의 조직세포이 단단한 느낌이 없고, 내
부 조직이 흰색으로 탈색되어 있었으며, 세포가 뭉그러져 있었다.
시판되는 4개 제조사별 농축 발효 요구르트를 우유와 함께 발효시켜 상온에서 딸기에 도포한 실험에서는 최대 24시
간 물러짐이 지연되어 효과가 적었고 공기 중의 곰팡이 등으로 1주일 이상 실험을 지속하지 못하였지만 요구르트에 딸
기를 침전시켜 냉장고에 보관한 실험에서는 딸기의 신선도와 색상 등이 30일 이상 지속되었다. 한국미생물보존센터
(KCCM)에서 분양받은 L. delbrueckii subsp. bulgaricus와 S. thermophlus를 발효시켜 딸기에 도포 후 관찰한 결과 시
판 중인 요구르트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분양받은 유산균의 유기산 함량분석에서는 citric acid, lactic acid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발효 요구르
트의 주요 유기산으로 확인되었고 이외 acetic acid, propionic acid 등이 소량 관찰되었다. 우유와 쌀가루를 함께 발효
시킨 다른 연구 논문의 isobutyric acid, tartaric acid는 분석되지 않아 발효과정 중 유기산의 종류는 발효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Citric acid, lactic acid, acetic acid, isobutyric acid, tartaric acid를 딸기에 도포한 실험에서 증류수를 사용한 대조군
에 비해 유기산을 도포한 실험에서 acetic acid, isobutyric acid는 72시간까지 딸기의 물러짐이 없었으며, 숙성도 진행
되지 않았고 곰팡이 오염도 없었지만 다른 종류의 유기산에서는 곰팡이 때문에 더 이상 실험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
러나 발효요구르트의 침전, 저온 보관 실험의 결과로 미루어 보면 Citric acid, lactic acid 의 침전, 저온 보관할 경우 1개
월 이상 딸기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본 연구자 가정에서는 3월, 4월의 노지 재배용 딸기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발효요구르트에 침전시켜 보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온에서 2개월 이상까지도 신선한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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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f Hydrogen Production by Hydrogenase in Algae

Jeon Woo Jeong , Yi Han Sol, Lee Sun Yung, Kim Min Sun
Taejang High School
Adviser: Jung Sun Mo

Recently, algal blooms are generally considered as indica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However, with a
research about 'Hydroganase' which helps hydrogen production in anaerobic circumstances, we have conducted
several experiments on optimal conditions of hydrogen production.
As a result, we have found that source of nutrition(Agar base) and light have significant impact on algae
reproduction. In terms of hydrogen-producing efficiency, algae with intense light emitted more hydrogen gas
compared to one exposed to normal range of light. Additionally, algae seems to be unsusceptible to temperature
variation. With introduction of hydrogen gas sensor, we have found that green and blue-green algae have high
hydrogen gas producing efficiency.
However, during a research, 3 premises-Hydrogen production of blue-green algae is based on hydrogen ion, which
is output of light reaction, electron and ATP; Aerobic environment hinders activities of enzymes related to hydrogen
production; Oxygen is also an output of light reaction-collided with each other, and consequently, hydrogen
producing efficiency has lowered.
Although hydrogen gas production on algae is known to be inefficient, we expect that green algae mutant which
don't need anaerobic condition so that commercial level of hydrogen production is enabled, is expected to be
environmental friendly energy source in foreseeabl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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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notus obliquus, Phellinus linteus, Auricularia auricula-judae
에테르 추출물이 식중독 세균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탐구

유현정, 이수진, 김영범, 윤현승
전북과학고등학교

지도교사: 윤대현

여름에는 음식물의 부패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식중독균의 증식 또한 활발히 이루어진다. 이때 음식물의 부패와
식중독균의 접근을 막기 위해 화학적 방부제나 항균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화학물질들은 자주 사용할 경우 우리 인
체에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화학제품보다 인체와 환경에 피해를 덜 가하는 천연 방부제 및
항균제 고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항암 작용 등 여러 약리 작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버섯 균사체의 추출물을 이용하면 음식물 부패 과정에
서 미생물의 생장을 막을 수 있고 화학적, 인공적으로 제작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방부제나 항균제의 제작과 사용에
있어 안전성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목이버섯, 상황버섯, 차가버섯 각각의 균사체를 추출하여 미생물 생장 억제 효과를 확인 후 항균성을
검증해 보고 기존 화학적 방부제 및 항균제의 성분과의 비교를 통해 효능을 검증하는 등의 탐구 과정을 통하여 버섯을
통한 천연 방부제 혹은 항균제 제작 및 상용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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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monella enteritidis, Pseudomonas aeruginosa, Escherichia coli에 대한
박테리오파지와 항생제의 시너지효과
문원경, 이효정, 김경혜, 최혜성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지도교사: 최지영

배경: 항생제는 일반적으로 병원균을 제어하고 감염을 막는데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항생제를 남용했을 경우
슈퍼 박테리아와 같은 내성균을 만들어내고, 비특이적인 작용기전으로 인해 인체에 부작용을 나타내는 등 몇 가지 단
점이 있다. 최근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파지요법(Phage Therapy; PT)이 항생제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
는데 특정한 박테리오파지와 항생제를 함께 사용했을 때, 파지-항생제시너지 (Phage-Antibiotic Synergy; PAS) 효과를
낸다는 보고가 있다.
방법: Escherichia coli K-12, Escherichia coli, Salmonella enteritidis, Pseudomonas aeruginosa를 대상으로 PAS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항생제는 Ampicillin과 Kanamycin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하였다.
1) 파지 Plaque 관찰 실험에서 박테리아에 박테리오파지를 처방한 것을 대조군으로, 항생제도 함께 처방한 것을 실
험군으로 설정해 LB배지에 배양한 후 파지의 titration 변화와 plaque 지름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항생제의 농도에 따
른 PAS 효과의 차이도 관찰하였다.
2) 흡광도 측정 실험은 박테리아만을 넣은 negative control과 박테리오파지, 항생제만을 각각 넣은 positive
control, 박테리아, 박테리오파지, 항생제를 함께 넣은 실험군의 시간에 따른 검체의 흡광도를 비교하였다. 각각의 검체
를 1시간 간격으로 흡광도 측정기를 이용해 박테리아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파지 Plaque 관찰 실험에서 박테리아와 박테리오파지만을 혼합한 것을 대조군으로, 항생제도 함께 처방한 것
을 실험군으로 하여 실험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plaque 개수와 평균 지름이 증가하였다.
흡광도 측정실험은 박테리아만을 넣은 negative control과 박테리오파지, 항생제만을 각각 넣은 positive control, 박
테리아, 박테리오파지, 항생제를 함께 넣은 실험군의 흡광도 측정 결과 박테리오파지와 항생제를 같이 넣은 실험군의
박테리아 농도가 양성과 음성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론: Escherichia coli K-12에 λ 파지와 Ampicillin, λ 파지와 Kanamycin, T7 파지와 Ampicillin, T7 파지와
Kanamycin을 처방했을 때 모두 PAS 효과가 있다.
Escherichia coli에 EC28 파지와 Ampicillin, EC60 파지와 Ampicillin을 처방했을 때 PAS 효과가 있으며 각각의 파지
와 Kanamycin을 처방했을 때 PAS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Salmonella enteritidis에 SE15파지와 Ampicillin, SE15파지와 Kanamycin, SE33파지와 Ampicillin, SE33파지와
Kanamycin을 처방했을 때 모두 PAS 효과가 있다.
Pseudomonas aeruginosa에 PA1 파지와 Ampicillin, PA16 파지와 Ampicillin을 처방했을 때 PAS 효과가 있으며 각각
의 파지와 Kanamycin을 처방했을 때 PAS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Escherichia coli K-12, Escherichia coli, Salmonella enteritidis, Pseudomonas aeruginosa와 항생제
Ampicillin과 Kanamycin 과 박테리오파지를 함께 사용하였을 때 PAS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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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표면에서 잿빛 곰팡이, Botrytis cinerea에 대한
길항균 분리 및 생물학적 방제효과

이진형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지도교사: 배인호

잿빛 곰팡이는 공기를 통해 다른 과일들에게 전염이 된다. 하지만 잿빛 곰팡이가 발병시 그 과수원에 있는 모든 과일
들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기에 과일 그 자체에 잿빛 곰팡이에 대항하는 생물학적 방제균이 있다고 추측,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 실험을 시작하였다. 먼저 사과와 오렌지의 표면에서 곰팡이를 추출했고 그것들이 잿빛 곰팡이에 대해 가지
는 향균성을 확인해 보고자 잿빛 곰팡이와 공배양을 하였다. 또한 과일 표면의 곰팡이가 살아있을 때 분비한 화학물질
로 인해서 잿빛 곰팡이의 증식이 억제될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해보았고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과일 표면에서 추
출한 곰팡이를 멸균 후 잿빛 곰팡이와 공배양을 하였다. 이 두 실험의 결과로는 첫 번째 실험인 잿빛 곰팡이와 과일 표
면 곰팡이의 공배양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번째 실험인 멸균 배지와 잿빛 곰팡이와의 곰팡이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 이유는 과일 표면 곰팡이가 잿빛 곰팡이에 대해 가지는 방제성이 화학물질이 없었거나 열에 의
해 변성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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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에 의한 구강내 혐기성 그람 음성균의 양적인 변화 및
세균증식 억제 효과

이유민
잠신고등학교

지도교사: 김수연

구취의 원인은 구강 내 혐기성 그람 음성균이 음식의 단백질을 분해시켜 만드는 휘발성 황화합물이다. 우리가 마시
는 녹차에 포함된 폴리페놀은 정균작용이나 살균작용이 있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휘발성 물질을 없애 준다고 한다.
그러나 녹차의 구취 제거 효과와 관련된 미생물학적 실험 결과나 문헌은 찾아보기 힘들어 이번 탐구에서는 녹차에 의
한 직접적인 세균 억제 효과를 실험하였다.
생수 200 ml과 생수에 녹차 10g, 20g이 포함된 시험관에 구취 유발의 대표적인 혐기성균인 Fusobacterium
nucleatum을 무산소 배양한 결과, 평균 균수가 생수=64,000/ml인 반면 녹차 10 g= 5,867/ml, 녹차 20 g= 1,227/ml 로
서 각각 90.8%와 98.1%의 세균 감소 결과를 보였다. 또한 생체 내 실험으로 녹차를 마시기 전후의 구강 검체에서 혐기
성 그람 음성균의 양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배양 결과 혐기성 세균 외에 일반세균도 우세하게 자라 평가가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녹차의 직접적인 세균 억제능 실험에서 혐기성 세균이 90% 이상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강내 생
체 실험은 변수가 많아 어려웠지만 생체 외 실험을 통하여 녹차의 혐기성 세균 억제 효과가 입증되어 구취 제거 효과에
대한 미생물학적 근거가 제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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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의 주파수가 E. coli의 증식 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조규상, 임도윤, 최지훈
하나고등학교

지도교사: 정보현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내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세균인 대장균(이하 E. coli)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E. coli
의 경우, 증식 가능한 온도가 10℃~50℃로 중온성 세균이고, 생장 가능한 pH 범위는 4.4~8.5이다. 또한 E. coli는 통성
혐기성균으로서, 산소의 유무에 상관없이 증식되지만 산소가 존재하면 더욱 증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생각해볼 수 있고, 접해볼 수 있는 음파라는 환경 조건이 세균 증식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
점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음파와 세균 증식속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파의 주파수로 저(55Hz), 중(8000Hz), 고(17740Hz)를 기준으로 삼아 해당 음파가 각각 주어졌을 때의
sample의 OD를 재서 생장곡선으로 나타내었다. 다양한 반복 실험을 하지 못하여 실험의 결과가 오차의 범위 내에 있
다는 한계점을 안은 채 연구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음파의 주파수가 대장균의 증식 속도에 크게 영향
을 주지는 못한다고 판단이 되었지만, 더 많은 반복 실험과 음파의 영역을 넓혀서 반복 실험을 해본다면 과학적인 의미
를 찾을 수 있는 실험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본 연구는 음파와 미생물의 증식속도 사이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음파의 이용범위는 현재 개발된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제거
할 수 없는 병원성 미생물이나 세균 등을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특정 진동수를 가해서 인간
에게 유익한 미생물의 경우는 생장을 촉진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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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허브 추출물의 손 세균에 대한 항균성 연구

류재은, 최수연
하나고등학교

지도교사: 정보현

본 실험은 천연 허브 추출물의 항균성이 손 세균에 얼마나 작용하는지에 대한 탐구이다. 많은 질병의 원인은 손에 있
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손은 가장 질병에 노출되어있는 부위이다. 또한, 허브의 항균성은 여러 연구된 사례를 통해 증
명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허브 중에서도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로즈마리와 페퍼민트를 추출하여 그 항균성을
알아보았으며, 더 나아가 두 가지 허브 추출물 중에서는 어떤 것의 항균성이 더 뛰어난지와 그 이유에 대해 탐구해 보
았다. 탐구 방법은 먼저 LB배지를 만들고 그 배지에 손 세균을 배양한 다음,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과 마이크
로피펫으로 로즈마리, 페퍼민트 추출액을 뿌린 실험군 1,2를 각각 제작해 24시간 후 관찰하였다. 탐구 결과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것과 허브 추출물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천연 허브 추출물이 확실히 항균 효과가 높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페퍼민트 추출물보다는 로즈마리 추출물의 항균성이 더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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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장’의 성분 탐구와 실질적 이용을 위한 연구

김대윤, 김승범, 김정훈, 오태규
남주고등학교

지도교사: 강영철

된장은 우리 현대인들이 즐겨먹는 우리 전통음식이다. 그러한 된장은 재료, 주변 환경에 따라 맛이 달라질 뿐만 아니
라 미생물의 수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 조피된장은 예부터 전해진 제주도의 전통 강된장이다. 하지만 현재에는 이
에 대해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피된장을 직접 담가 최적의 된장 재료, 발효기간, 조피 잎의 양을
연구함으로써 최적의 조피된장을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우리가 만든 조피된장의 맛을 평가하기 위해 관능평가를 이용하였고, 이를 통해 최적의 조피된장을 찾았다. 우리는
이 최적의 조피된장을 추출하여 항균·항산화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을 하였다.
또한 조피된장에 제주도 토속 음식을 넣어보며 영양가 높은 제주특산물로의 상품화의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이 연구
를 통해서 사라져가는 조피된장이 다시금 제주도의 전통 된장으로서 개량식 된장을 뛰어넘는 현대인들의 발효건강식
품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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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적 방법에 의한 부산시내 산 토양내 종속영양 미생물 군집구조분석

이지영, 김정희, 서지현, 이지윤
덕문여자고등학교

지도교사: 정봉균

도시 내 많은 부분은 건물 및 도로 등으로 인해 아스팔트화 되어 토양이 그대로 생활가운데 노출된 곳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녹지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지속되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도시 내 이런 녹
지는 주로 공원이나 산과 같은 지역에 형성되어 있다. 제한된 녹지면적이 유지되고 있는 현대의 도시인에게는 질 좋은
토양의 유지가 필요하다. 한편, 토양은 생태계 내에서 분해자의 역할을 주로 감당하는데, 이것은 주로 단위부피당 높은
미생물함량에 의해 진행된다. 그러나 최근 중국으로부터 빈번한 황사유입, 자동차 연료와 같은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
산화탄소의 배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토양의 산성화 및 건성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토양 내 미생물에도 상당
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산시내 산 토양 내 미생물상 및 바이오매스 양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빈약한데, 이에 본 연구팀은 부산시내 네 곳(어린이대공원, 황령산, 장산, 금정산)의 산토양의 시료를 채취
하여 pH와 배양적 방법에 의한 미생물 상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의 토양의 pH는 4.7~7.8의 범위
에 있었고, 특히 주변에 교통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황령산 토양에서의 pH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으며, 지리산토양의
경우에도 거의 pH 5.3과 5.2로 상대적으로 조사지역내에서 낮은 편에 해당하였는데 이는 토양의 pH가 외부적인 환경
영향의 산성화이외에도 기반암석 및 유기물과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배양적 방법에 의한 미생물
군집 분석에서는 독립 영양균의 배양상의 까다로움과 인공 환경에서의 배양이 어려운 대다수의 환경 내 미생물의 특성
을 고려할 때 향후 비배양적 방법에 의한 미생물군집과 비교분석 및 환경인자와의 상관성 등을 조사하여 향후 도시 내
토양의 건강도 향상을 꾀하거나 토지의 이용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초자료로 이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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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영동을 이용한 미생물의 분류 연구

이하윤, 최재혁
청심국제고등학교

지도교사: 김은경

미생물 채취법과 배양법 등이 발달하면서 미생물을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미생물을 이용한
연구와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기 때문에, 미생물의 특성을 다양하게 응용하여 미생물 관련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중, 미생물의 전기적 특성에 기인한 미생물의 반응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미생물을 전기에 대한 미생물
의 이동적 차별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새로운 분류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실험은 대표적인 그람 음성균과 양성균인 Eschericia coli와 Bacillus thuringiensis를 배양하여 0.5% 아가로스 겔에
로딩하여 전기영동을 시켰다. 그 후, UV trans-iluminator을 이용하여 미생물의 이동여부를 판단하였다.
미생물의 크기가 DNA나 단백질 동정에 주로 이용하는 아가로스 겔을 통과하기에 너무 컸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미
생물의 이동반응을 관찰할 수 없었으나, 미생물을 전기영동 시킬 수 있는 겔이 개발된다면, 충분히 실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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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소독제 노출로 인한 토양세균의 항생제 다제저항성 획득 및 전파가능성

박예지
민족사관고등학교

지도교사: 김연수

본 연구는 축사 등에 직접 뿌리는 토양소독제가 토양세균에 대해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하는지, 만약 그렇다
면 항생제 민감성 세균이 내성균과 접촉하였을 때 내성을 획득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다양한 토양 내 세균이 여러 항
생제에 다재내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 축사 예정지 토양과 생태공원 토양에서 여섯 종의 토양세균을
추출하여 토양소독제에 노출시킨 후 성장곡선을 관찰한 결과 대부분 내성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엠피실린과 카네마이
신에 민감성 세균이 토양 소독제 노출 후 새롭게 내성을 획득함을 확인하다. 이들 세균을 애기장대가 재배되는 토양에
접종한 후 식물의 유전자와 대사물질 분석을 통해 항생제 저항성 토양세균이 민감성 토양 세균과 접촉할 경우 일부 저
항성균이 우세하게 증식하면서 식물에게 영향을 주어 식물의 형질, 예를 들어 스트레스에 유전자 등의 발현에도 영향
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토양세균이 토양 소독제에 노출되었음에도 특정 항생제에 대해 저항성을 획득할
수 있고 동시에 식물에게 영향을 주는 다른 형질도 변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유추하였다. 결론적으로, 토양소독제를 남
용할 경우, 저항성을 획득한 토양세균이 민감성 토양세균에게 항생제 내성을 비롯한 여러 형질을 전파하므로 그 사용
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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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장이 미생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

고동균, 조수지, 이준협
민족사관고등학교

지도교사: 나종욱

본 연구는 미생물의 생장에 전자기장과 광대역 저주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실
험하기 위해 배양기를 제작하고 각 분변에서 채취한 균은 EMB배지에서 배양하고 효모 및 EM-1은 사과주스와 식혜로
배양액을 만들어 배양하였다. 조건을 달리하여 진행한 실험에서 분변에서 채취한 B균은 다른 미생물들과는 달리 자기
장이 약할 때는 활성이 커지고 자기장이 커짐에 따라 활성이 작아졌으며 연속적인 전기장과 선택적인 전기장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선택적인 전기장을 주는 경우 활성이 커지는 경우도 있었고 작아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광대역 저주파
실험에서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고주파음에 활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그에 비해 진핵 미생물의 경우는 자
기장과 전기장의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활성이 20%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광대역저주파의 음악의 경우에만
활성이 10%정도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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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염성균을 이용한 장류(醬類)의 단백질 분해 연구

박준석, 모소연, 박연희, 장윤수
초당고등학교

지도교사: 이현숙

본 연구는 호염성균인 Halomonas sp.의 protease를 이용하여 소금의 농도가 높은 장류 단백질을 초기에 분해시켜
정화하는 데 필요한 물의 소비량을 줄이고 단백질에 의한 바닷물의 오염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소금의 농
도(0M, 0.5M, 1M), 장류 단백질 종류에 따라 시간별로 trypsin과 비교하여 단백질 분해 능력을 측정한 결과
Halomonas sp.는 초기에 고추장의 경우 0.5M, 춘장은 0M, 된장은 1M에서 최상의 분해를 보였고 농도 증가에 따른 활
성감률을 조사해본 결과 trypsin에 비해 낮았다. 또한 염분의 종류(NaCl,MgCl2)에 따라 Halomonas sp.의 단백질 분해
정도를 인공 바다로 가정한 고체배지에서 실험한 결과 MgCl2가 NaCl 보다 단백질이 많이 분해되었고 이 결과를 토대
로 Halomonas sp. 의 protease는 소금의 농도가 높을수록 활성이 감소하지만 내염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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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제재(EM)를 이용한 도시농업 문제점의 개선

허선예
성지고등학교

지도교사: 한성민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채소류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먹거
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대도시 주변의 주말농장이나 옥상, 발코니,
텃밭 등을 이용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농업은 심신의 안정, 정서적 발달, 환경기후 개선 등의 장
점이 있는 반면, 발효가 덜 된 퇴비의 사용으로 인한 채소류의 생장저하와 악취 발생으로 인한 도시환경이 열악해지는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도시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토양과 퇴비를 사용해야
하나, 양질의 퇴비는 생산비를 높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작물의 생육을 활성화함으
로써 채소류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미생물제재(EM)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생물제재(20여종의 미생물)와 토양에서 분리하여 배양된 미생물제재(9종
의 미생물)를 각각 사용하여 고추를 재배하였고, 미생물제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식물의 생장량과 토양속 미생
물의 개체수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식물의 생장량은 미생물제재를 사용한 실험구2와 실험구3에서 각각 12%와 9%의 생장촉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양속 미생물의 총개체수는 2주일 경과시까지 개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3주 경과시점
에는 대조군에 비해 종속영양세균은 2.1∼198.3배, 빈영양세균은 3.1∼37.3배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토양에서 분리
하여 배양한 미생물제재가 대조군과 시판중인 미생물제재보다 계속하여 많은 개체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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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파장에 따른 유산균의 성장 관계에 관한 연구

김민지, 김효림, 송수현
부산장안고등학교

지도교사: 노영희

식물의 광합성과 굴광성이 빛의 파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해 본 후, 미생물의 성장에 빛의 파장
이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찾아본 결과 빛의 파장과 균의 성장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red, yellow, blue 파장과 3종의 유산균(Probiotics, Lactobacillus bifidus, cremoris)을 사용해 직접 연구를 시작
하였다. 빛의 파장이라는 변인 조작을 위해서 새로운 항온장치를 만들고, 균의 성장 비교를 위해서 고체배지에서는 군
체(colony)의 크기와 수, 액체배지에서는 protein assay, centrifuge, 뷰렛 반응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액체배지 실험에
서 protein assay, 뷰렛반응으로 특정 물질이 분비됨을 알 수 있었고 그 물질 중에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실
험을 통해 밝혔다. 실험 결과 probiotics는 고체배지 실험에서 red파장을 받았을 때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blue파장에서
는 성장률이 낮았다. 액체배지 실험에서도 red파장에서 잘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actobacillus bifidus는 다른
유산균에 비해 성장률이 현저히 높았다. 고체배지와 액체배지실험 모두 red, yellow파장에서 균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
났고, blue파장에서는 성장이 억제되었다. cremoris의 경우 control에서 잘 자랐지만, 다른 파장에서는 특별한 차이점
이 보이지 않는다. 이 실험을 통해 cremoris는 특정 파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빛의 파장은 3종의 유산균의 성장의 조작변인이 될 수 있고 화학적인 기법의 대체방안으로 사용될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유산균의 배양에서 분비되는 생리물질의 역할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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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알릴 성분을 이용한 바이오필름 생성억제 및 파괴

유성현, 조형준, 김형식, 윤설화
부산장안고등학교

지도교사: 정선락

바이오필름은 세균들이 생존을 위해 막을 형성하여 살아가는 곳을 말한다. 바이오필름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예를 들어 입안, 하수도관, 선박에 생긴다. 하지만 황화알릴은 바이오필름을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황
화알릴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았다.
첫 번째 실험으로 각 채소별 바이오필름 생성 억제정도를 비교하는 3단 배지․ Paper disc 실험을 했는데, 마늘> 부
추> 대파> 양파 순으로 효과가 좋았다. 억제정도가 다른 이유는 각 채소의 황화알릴의 양의 차이와 펩타이드 종류가 다
르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두 번째 실험은 마늘과 부추의 바이오필름 파괴 정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마늘이 부추보다 파괴정도가 높았는데, 황
화알릴의 양의 차이와 펩타이드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세 번째 실험은 생마늘과 삶은 마늘의 바이오필름 파괴 정도를 비교 했는데 생마늘이 삶은 마늘보다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났다. 파괴 정도가 다른 이유는 생마늘을 가열하면 안에 있던 펩타이드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
다.
네 번째 실험인 확산 실험을 통해서 채소의 황화알릴 성분이 확산을 통해 바이오필름을 파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장균들이 한 지점에서부터 파괴되어 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황화알릴이 바이오필름 다당체의 가
장 얇은 부분으로 침투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장균이 염색된 곳들이 전체적으로 퍼진 것을 보아 황
화알릴 성분이 대장균의 세포질을 파괴시켜 염색된 물질들이 흘러나왔다고 볼 수 있다.
바이오필름은 입체구조라서 확대할 때 마다 모두 상이 모두 다르다. 그 결과 생마늘/삶은 마늘 비교실험과 확산실험
에서 대장균 바이오필름의 형태가 다르게 나왔다. 학교 현미경으로는 최대 400배 까지 밖에 볼 수 없어서 더 자세하게
관찰하지 못하였다. 공초점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으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웠다.
우리는 채소 별 바이오필름을 억제, 파괴하는 정도를 알아내었고 황화알릴이 확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험결
과를 이용하여 황화알릴 추출물로 바이오필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고, 황화알릴의 확
산 성질을 이용하여 분사형의 제품을 만들어 실생활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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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타감작용(Allelopathy)를 이용한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의 생장 억제 효능에 대한 연구

김민정, 김수연, 정혜령
부산장안고등학교

지도교사: 노영희

식물이 다른 식물의 발아․생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타감작용(Allelopathy)이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용된 식물은 소나무(Pinus densiflora)이며
균은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을 사용하였다.
먼저 청경채(Brassica campestris var. chinensis)와 시금치(Spinach oleracea)의 종자에 솔잎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발아를 억제하는 효능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에 적용하려 하였으나 휘발성
타감물질의 활용을 위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새로운 방법을 구안하였다. 밀폐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스티로폼
을 이용하였고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핫팩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안에 솔잎과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을 도말한 배지를 뚜껑을 연 뒤 핫팩 위에 올린 뒤 일정시간 후에 개봉하였다. 그 결과 솔잎의 타감물질은 황색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의 생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에 나뭇가지의 타감물질(Allelochemicals)을 처리해 본 결과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의 생장
억제효능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나뭇가지의 속(pith)보다는 껍질(coat)에서 더 큰 효과가 타났다. 이에 나뭇가지
의 추출물은 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여 솔잎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 나뭇가
지의 타감물질(Allelochemicals)에 의한 식물의 발아 억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솔잎의 타감물질(Allelochemicals)은 식물의 발아 억제효능을 나타내고, 나뭇가지의 껍질(coat)은 황색포도
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의 생장 억제효능이 나타난 것을 보고 소나무(Pinus densiflora)의 타감물질
(Allelochemicals)은 잎과 나뭇가지 모두에서 분비되나 그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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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피온산의 친환경적 제조를 위한 Propionibacterium acidipropionici의
최적 발효 조건에 관한 연구

이수봉, 이경규, 정상훈
인천과학고등학교

지도교사: 이승희

Propionibacterium acidipropionici를 이용하여 전분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프로피온산의 친환경적 제조를 위한
발효 최적 조건을 연구하였다.
α-아밀라아제와 아밀로글루코시다아제를 이용하여 전분을 글루코오스로 분해하고, 효소반응물과 멸균수를 대조군
A, 멸균수와 박테리아 배양액을 대조군B, 효소반응물과 박테리아 배양액을 실험군으로 하여 37℃에서 Propionibacterium
acidipropionici의 작용을 확인하였으며, Propionibacterium acidipropionici의 최적의 생변환 조건이 30℃, 글루코오
스의 농도가 10%일 때임을 확인하였다.
Propionibacterium acidipropionici의 최적의 생변환 조건에 관한 연구는 전분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자원화는 물론
프로피온산과 같은 고부가가치성 상품을 석유 화학 공정이 아닌 미생물을 이용한 저탄소 생산 방법으로 제조하는데 크
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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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화농균) 치료제의 성능비교

장은혜, 강채원, 연응철, 권순길
양영디지털고등학교

지도교사: 전민정

본 실험은 피부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작되었다. 실험을 위해 여드름피부를 가진 친구들
에게 여드름 균을 얻어 배양을 하였다. 순수한 3차 증류수에 균을 희석해 두었던 것을 Tryptic Soy Agar(이하 TSA배
지)를 제조하여 이 배지에 배양시킨다. 첫 번째엔 평판도말을 하여 배양하고,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순수배양을 하여 균
을 확보 하였다. 균을 배양 하고 나서 더 좋은 여드름 치료제를 찾기 위해서 치료제를 직접적으로 접종하였다. 이 결과
로 가장 인기있는 제품인 ‘톡 클리어’ 라는 제품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 또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깨끗한 세안을 위
해 쓰이는 ‘폼클렌징’과 ‘여드름 전용 천연비누’는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실험을 통해서 대다수의 여드름피부에 적용되는 치료제를 발견하여 외적자신감을 잃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이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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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유해세균에 대한 식물 정유 및 길항세균의 항균기작 탐구

유재근, 이지용
개포고등학교

지도교사: 양기중

최근 신선한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추세가 되면서 열 조리 등의 가공 과정이 없는 농산물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주
로 보고가 된다. 가공 식품과 달리 신선채소의 식중독 균이나 부패균의 오염은 농약이나 항생제로는 방제가 불가능하
고 사람이 먹어도 되는 물질만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가 매우 제한적이다. 본 실험에서는 식물정유의 기체처리
가 가능한 지 알아 보았으며 그램 음성 균을 제어할 수 있는 길항세균을 선별하여 그 기작을 알아보아 식물정유와 길항
균 추출물을 동시에 처리하여 그램 음성과 양성 균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진행하였다. 결과 식물
정유는 기체 처리가 가능하였으나 효과는 좋지 않았다. 길항 균의 경우 Pseudomonas fluorescens와 Pantoea
agglomerans균의 효과가 탁월하였으며 두 균의 길항 작용 선별 방법에서 길항 효과 검증이 완전히 상반되게 나와 두
균의 길항 작용 기작이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식물정유의 경우 칼륨이 빠져 나오는 것으로 보아 세포막이 완전히 깨지
는 것으로 생각되고 P. agglomerans 배양액의 경우 칼륨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수용체에 의한 길항작용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측은 돌연변이 선별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다. 식물정유에서는 어떠한 돌연변이도 살
아남지 못하였으나 P. agglomerans 배양액에서는 다수의 돌연변이가 살아남아 수용체에 변이가 생겨 저항성이 된 것
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작용 기작이 다른 여러 물질을 함께 사용하면 안전한 신선농산물을 공급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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