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생물 유전체 정보 활용 경제작물 미생물농약 개발 최종보고서
	요약문
	목차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가. 연구개발 목적
	나. 연구개발의 필요성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3.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
	1장 B. bassiana ERL836의 대량배양 및 생산 제조공정도 개발
	1절. 대량생산 제조공정도 개발
	2절. 대량생산 배양물의 최적 제형 확립
	3절. 원제 및 제품의 저장안정성 확립

	2장 B. bassiana ERL836의 미생물농약(유기농업자재) 등록
	1절. 포장 약효 시험
	2절. 안정성(독성) 시험
	3절. 유기농업자재 공시

	3장 B. bassiana ERL836의 현장적용 기술개발
	1장. 총채벌레류 발육단계별 총채싹의 약효 평가
	2절. 저항성 총채벌레 개체군의 선발
	3절. 저항성 총채벌레 개체군에 대한 총채싹 약효 평가
	4절. 총채벌레 발육단계별 총채싹 잔효성 평가

	4장 총채벌레 살충성 진균 B. bassiana의 유전체 분석 연구
	1절. 선정 균주의 유전체 서열 해독 및 정보 분석 
	1. 곤충병원성 미생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총채벌레 방제활성 평가
	2. 총채벌레 방제 활성이 높은 B. bassiana ERF(또는 JEF) 균주의 Whole Genome Sequencing 및 염기서열 분석


	5장 총채벌레 살충성 관련 기능성 유전자 분석 및 검증
	1절. 살충활성 관련 유전자군 분석을 위하여 
	1. Infected/Non-infected 총래벌레 샘플 확보 및 Total RNA 추출 및 quality check
	2. mRNA 분리 및 RNA sequencing
	3. Mapping/Annotation/DEG/KEEG 분석 수행

	2절. Comparative transcriptome 분석 및 up and down regulated 유전자군 분석
	1. DEG 분석을 통하여 목적하는 유전자 분석(FC based selection)
	2. 기존 연구내용 분석을 통한 선정 유전자의 특성 파악

	3절. Validation을 통한 살충활성 기능성 유전자 분석 및 검증
	1. RT-PCR/qRT-PCR을 위한 primer 검증
	2. RT-PCR/qRT-PCR을 통한 유전자의 발현 검증 

	4절. 총채벌레 살충성 진균의 작용기작 분석
	1. 실험 방법
	2. 실험 결과

	5절. Beauveria bassiana JEF-007 Whole genome sequencing 분석
	1. Identify 분석결과에 따른 실험 유전자 선발
	2. 선발된 유전자를 이용한 JEF-007과 ARSEF2860 간 유전자 서열 비교(DNA/RNA) 
	3. JEF-007과 ARSEF2860에서 100% Identify를 갖는 유전자 선발 및 qRT-PCR primer 제작 
	4. qRT-PCR을 통해 JEF-007과 ARSEF2860의 유전자 발현량 비교 
	5. JEF-007과 ARSEF2860에서 낮은 identify를 보인 유전자 선발 
	6. 실험실에서 보유중인 Beauveria bassiana isolates 중 JEF-007과 배양, 형태, 병원성 차이를 보이는 균주 선발 
	3. 선발된 균주 중 낮은 identify를 보인 유전자 염기서열 비교 분석

	6절. Beauveria bassiana ERL836 whole genome sequencing 분석
	1. Whole genome sequencing을 위한 균주 배양 및 샘플 preparation
	2. Sequencing 및 염기서열 분석
	3. Data filtering/Mapping/Annotation



	4.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 목표달성도
	2. 관련분야 기여도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8.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현황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10.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실적
	11. 기타사항 
	12.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