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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육묘에 의한 지치 유묘썩음 증상 회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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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 지치(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 Zucc.) 유묘에 발생하여 썩음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균을 동정하고 원인균의 온도별 병원성 검정을 통해 병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함

재료 및 방법

<시험 1> 유묘 썩음 증상 원인균 동정

○ 공시재료 : 종자 분리균 및 이병부 분리균

○ 동정방법 : 현미경 검경, Fusarium속 종 특이적 분자마커(ITS EF gene) 염기서열

<시험 2> 지치 종자 온도별 발아율 검정

○ 공시재료 : 지치 종자(2010년 인삼특작부 시험포장 채종)

○ 처리내용 : 온도(15, 20, 25, 30℃)

○ 조사내용 : 종자 치상 후 종자 발아율

<시험 3> 지치 유묘썩음 증상 병원성 검정

○ 공시재료 : 지치 종자(2010년 인삼특작부 시험포장 채종)

○ 처리내용 : 이병부 분리 오염균 온도별(15, 20, 25, 30℃) 상토 접종

○ 조사내용 : 생존 개체 주수

주요 실험결과

○ 지치종자 분리균과 유묘썩음 증상으로부터 분리한 균을 ITS EFgene 마커로 분석한

결과 Gibberella fujikuroi로 동정하였음

○ 종자 발아율은 15, 20, 25, 30℃ 에서 각각 88, 75, 61, 41%로 15℃의 발아율이 가장

높았음

○ 종자 상토 파종 및 병원균 접종 후 지치 유묘의 생존율은 15, 20℃에서 각 65, 67%

로 25℃의 5%, 30℃의 39% 보다 높았음

○ 지치의 발아적온과 유묘썩음 증상을 일으키는 균의 생육 온도별 병원성을 고려하여

지치의 육묘시 육묘온도를 15～20℃사이를 유지시키면 지치종자로 전염되는 유묘썩

음 증상을 회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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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ne of the Maximum likelihood inferred from data sets of EF gene

Figure 2. Germination rate depending on seed incubation temperature

Figure 3. Survival individual rate of seedling depending on incubation temperature
and period. A: 15 days after sowing and fungal inoculation, B: 20 days after
sowing and fungal inocu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