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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잿빛곰팡이병균 Botrytis cinerea의 균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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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total of 29 Botrytis were isolated from ginseng gray mold at 8 locations in Korea from June to July, 2004
and 2005. The causative agent of them was identified as Botrytis cinerea based on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nidia and RPB2 gene sequence analysis. In inoculation experiments with sclerotia, one isolate was pathogenic to gin-
seng plant whereas two isolates were non-pathogenic.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revealed that the sclerotia of patho-
genic isolate has rough surface and that of non-pathogenic isolate very smooth surface. Optimum temperature and culture
conditions for sclerotia production were 5~20oC and darkness, respectively. The number of sclerotia was increased ten-
fold on media added with 0.5% old stem fragment of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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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갈피과(Araliaceae) 식물에 속하는 인삼(Panax ginseng

C. A. Meyer)은 한 장소에서 4~6년 동안 재배되므로 생육

기간동안 여러 가지 병해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매년 결주

율이 증가하게 되어 고년생 수량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게 된다. 1998년 유 등1)의 보고에 의하면 고년생 결주율이

40~50%나 되었다.

고년생 결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잿빛곰팡이병은 출아

기와 6, 7월 지제부(soil surface) 줄기 및 뇌두 썩음 피해를

일으키는 토양병해로서 전국 각지의 인삼포지에서 쉽게 관찰

할 수 있다. 4~6년생 포지에서 잿빛곰팡이병 누적 발병율은

13%이고 천풍에 비해 연풍이 병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2)

국내에서 인삼 잿빛곰팡이병원균은 1976년 처음으로

Botrytis cinerea로 보고되었는데3) 이 균은 기주범위가 넓은

다범성균으로 각종 식물에 잿빛곰팡이병을 일으키며4,5) 2차적

으로 저장, 수송, 판매중의 과일 및 채소류에 발생하여 큰 피

해를 일으킨다.4) 또한 식물체가 죽거나 노쇠한 부위에서 발병

되기 시작하여 일단 발병되면 병원균의 생육적온이 아니더라

도 병이 진전된다.6) Paul7)은 잿빛곰팡이병원균을 형태적 특성

에 따라 3가지 표현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김 등8)은 이러한 표

현형 간의 병원성의 차이를 보고하였다. 또한 Derckel 등9)은

포도에서 분리한 B. cinerea 균주간의 병원성의 차이를 보고

한 바 있다. B. cinerea에 의한 병 방제를 위해서 주로 살

균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살균제

에 의한 저항성 균주의 발생으로 방제 효과가 감소하고 있으

며 살균제 잔류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인삼에서는 B. cinerea에 의한 잿빛곰팡이병의 발생소장만

보고되어 있을 뿐 병원균의 형태적, 배양적 특성, 병원성의

차이 등 균학적 특성에 관한 전반적인 세부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삼 고년생 결주의 주원인인 잿빛곰팡

이병의 경종적 방제법 및 살균제 잔류 문제 최소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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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약제 선발의 기초 자료로서 병원균의 균학적 특성을 구

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균 분리

2004년과 2005년 6월부터 7월까지 경기, 충남, 강원지역 8

개 포장의 인삼 줄기, 잎 및 고죽의 잿빛곰팡이병반을 수집하

였다. 수집한 병반은 1%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 용액에 1

분간 침지하여 표면소독한 후 Streptomycin 300 ppm이 첨

가된 potato dextrose agar(PDA) 배지에 치상하여 20oC 항

온기에서 3~4일 동안 배양하였다. 병반부에 형성된 균사와

포자를 멸균수에 현탁하여 PDA 배지에 도말한 후 단일 균총

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29개 균주(Table 1)는 PDA 사면배지

에 옮겨 배양한 후 4oC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공시균주로 사

용하였다.

형태적 특성

분리 균주 중 포자 및 균핵 형성이 양호한 3개 공시균주

(BC0407, BC0544, BC0555)를 PDA 배지에 접종하여 20oC

에서 10일간 배양한 후 포자의 크기, 모양, 색깔 등 형태적

특징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으며, 균주간의 포자 및 균핵

의 표면 구조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사전자

현미경(SEM)으로 관찰하였다. 조직 절편을 0.8~1cm 크기로

채취하여 2.5% glutaraldehyde에 넣어 4oC에서 90분간 1차

고정한 후 0.1 M phosphate buffer(pH 7.2)로 15분 간격으로

4~5회 세척하였다. 2차 고정으로는 1% osmium tetroxide로

4oC에서 90분간 처리, 0.1 M phosphate buffer(pH 7.2)로

20분 간격으로 4~5회 세척한 후 마지막 phosphate buffer에

서 하룻밤 처리하였다. 이어서 탈수는 ethanol 희석 단계별

(40%, 60%, 80%, 90%, 95% ethanol)로 각각 20분씩 그리

고 100% ethanol로 45분간 2회 탈수하였다. 탈수 후에는

iso-amylacetate로 40분간 2회 치환하여 CPD (Critical Point

Dryer)로 건조시켜 시료대에 고정, Ion-Sputter로 도금한 후

SEM (Hitachi 2460, Japan)으로 검경하였다. 

Genomic DNA 분리

공시균주(BC0407, BC0544, BC0555)는 PDA 배지에 접

종하여 25oC에서 5일간 배양한 후 균사 소량을 PD broth에

접종, 25oC에서 5일간 진탕 배양하여 균사체를 얻었다. 균사

체는 동결건조 후 50~100 mg을 1.5 ml tube에 넣고 마쇄한

뒤 400 µl의 extraction buffer[200 mM Tris-HCl(pH 8.0),

200 mM NaCl, 30 mM EDTA, 0.5% SDS]에 현탁하고

proteinase K 50 µg을 첨가,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여기에 400 µl의 2×CTAB(Cetyltrimethylammonium bromide)

solution[2% CTAB(w/v), 100 mM Tris-HCl(pH 8.0), 200

mM EDTA(pH 8.0), 1.4 M NaCl, 1% PVP(polyvinyl-

pyrrolidone) Mr 40,000]을 첨가하여 섞어준 뒤 chloroform :

isoamylalcohol(24:1)로 추출하고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등액에

0.7 volume의 isopropanol을 첨가하여 DNA를 얻었다. TE

buffer[Tris-HCl(pH 8.0) 10 mM, EDTA(pH 8.0) 1 mM]에

DNA를 녹이고 RNase를 첨가하여 37oC에서 1시간 반응한 뒤

정량하여 4oC에 보관하였다.

RPB2, G3PDH, HSP60 유전자의 PCR 증폭

RPB2 유전자의 증폭을 위해서는 RPB2for(5'-GATGATC-

GTGATCATTTCGG-3')와 RPB2rev(5'-CCCATAGCTTGCT-

TACCCAT-3'), G3PDH 유전자의 증폭에는 G3PDHfor(5'-

ATTGACATCGTCGCTGTCAACGA-3')와 G3PDHrev(5'-A-

CCCCACTCGTTGTCGTACCA-3') primer 그리고 HSP60

Table 1. Isolates of Botrytis cinerea used in this study

Code Isolates No. Isolated
plant part Age Location

1 BC0407 Stem 4 Suwon
2 BC0542 Stem 6 Suwon
3 BC0543 Stem 4 Yeoju
4 BC0544 Stem 4 Yeoju
5 BC0545 Stem 4 Yeoju
6 BC0550 Stem 5 Suwon
7 BC0552 Stem 4 Suwon
8 BC0555 Stem 6 Suwon
9 BC0556 Stem 3 Nonsan
10 BC0557 Stem 3 Nonsan
11 BC0558 Stem 6 Paju
12 BC0559 Stem 6 Paju
13 BC0561 Stem 4 Hwaseong
14 BC0562 Stem 4 Hwaseong
15 BC0563 Stem 5 Hwaseong
16 BC0564 Stem 4 Eumseong
17 BC0565 Stem 4 Eumseong
18 BC0567 Stem 6 Eumseong
19 BC0568 Stem 5 Gongju
20 BC0569 Stem 5 Gongju
21 BC0570 Stem 4 Hongcheon
22 BC0572 Stem 4 Hongcheon
23 BC0573 Leaf 4 Eumseong
24 BC0575 Leaf 6 Eumseong
25 BC0576 Leaf 4 Gongju
26 BC0577 Stem 4 Suwon
27 BC0578 Old stem 4 Suwon
28 BC0582 Old stem 3 Suwon
29 BC0584 Old stem 5 Suwon



28 조혜선·전용호·도경란·조대휘·유연현 고려인삼학회지

유전자를 증폭하기 위해서 HSP60for(5'-CAACAATTGA-

GATTTGCCCACAAG-3')와 HSP60rev(5'-GATGGATCCA-

GTGGTACCGAGCAT-3')를 이용하였다.10)

각 유전자의 증폭을 위하여 15 ng의 genomic DNA, 각

0.5 pmol의 primer, 200 µM dNTP's, 2.5 unit의 Taq DNA

Polymerase, 10 mM Tris-HCl, 50 mM KCl, 1.5 mM MgCl2

에 H2O를 첨가하여 최종 volume을 50 µl로 하였다.

HSP60과 RPB2 유전자의 증폭은 initial denaturation을

94oC에서 5분간 실시한 후 denaturation 94oC 30초, annealing

55oC 30초, extension 72oC 90초로 35 cycles을 실시하고

final extension을 72oC 10분 실시하였다. G3PDH 유전자의

증폭은 annealing 94oC 30초를 제외하고 HSP60과 RPB2 유

전자의 증폭 조건과 동일하였다.

염기서열 분석

PCR 증폭 산물은 PCR prep kit(iNtRon Biotechnology)

으로 정제하고, BigDye teminator cycle sequencing kit

(Applied Biosystems, Forster City, CA, U.S.A)를 이용,

template 40 ng, primer 3.2 pmol, teminator ready reaction

mixture 8 µl에 물을 첨가하여 20 µl volume으로 조절한 뒤

96oC 10초, 50oC 5초, 60oC 4분으로 25cycle의 PCR 반응을

수행한 후 ABI prismTM 3700 Genetic Analyzer (PE Applied

Biosystems)를 이용하여 sequencing을 실시하였다. 염기서열

은 PHYDIT program version 3.111)을 이용하여 정렬하였고,

phylogenetic dendrogram은 Kimura's 2-parameter distance

model을 이용하여 Neighbor-joining method에 의해 작성되

었다. 또한 종 동정을 위하여 GenBank (http://www.ncbi.nlm.

nih.gov/)에 공개된 Botrytis database를 이용하였다.

병원성 검정

공시균주(BC0407, BC0544, BC0555)를 PDA배지에 접종하

여 25oC에서 14일 동안 배양한 후 형성된 직경 3~4 mm 균

핵을 접종원으로 사용하였다. 포지시험은 지상부 출아 직전인

2006년 4월 18일 5년생 지하부 뇌두와 줄기가 접한 부위에 각

균주별 균핵을 1개씩, 12개체에 접종하였으며, 병 발생율은 발

병초기부터 접종 후 43일까지 조사하였다. 실내시험은 묘삼을

6개씩 3반복으로 포트에 이식하고 뇌두부위에 균핵을 1개씩 접

종한 후 1일 12시간 광조건(광량 28 µmole/secm2), 15oC 항

온기에서 재배하면서 접종 47일 후 발병율을 조사하였다.

배양적 특성

균핵 형성에 미치는 광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배양

한 29개 공시균주를 PDA 배지에 접종하여 20oC, 24시간

암 상태와 1일 12시간 광암 교호조건(광량 28 µmole/secm2)

에서 각각 30일간 배양한 후 각 조건별 균핵 수를 조사하였

다. 또한 균핵 형성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 연생 및 인삼식물체 기관별로 분리된 6개 균주

(BC0407, BC0544, BC0555, BC0557, BC0573, BC0578)

를 대표균주로 선발하여 PDA 배지에 접종하고 25oC 항온기

에서 6일간 전배양한 후 5 mm cork borer로 균사 선단을

채취하여 PDA 배지에 접종하였다. 배양온도를 5oC, 10oC,

15oC, 20oC, 25oC, 30oC로 각각 조절한 항온기에서 암 상태

로 25일간 배양한 후 온도별 균핵 수를 조사하였다. 균핵 형

성에 미치는 배지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4년생 인삼 포

지의 전년도 고죽을 2월 15일경 채취하여 고죽 미세절편, 고

죽 열수 추출물(121oC, 10분) 및 인삼 분말을 0.25%, 0.5%,

1% 첨가한 PDA 배지를 제조하였다. 각각의 배지에 전배양한

3개 공시균주(BC0407, BC0544, BC0555)를 접종하여 20oC

에서 25일간 배양한 후 배지별 균핵 수를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분리 균주의 동정

 분리 균주의 분생자경은 무색 원통형으로 선단은 분지되어

많은 분생포자가 형성되었다(Fig. 1-A, B). 분생포자는 원형

또는 난형으로, 무색, 투명하였으며 크기는 평균 12±1×8±1

µm였다(Fig. 1-A). 또한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한 결

과 분생자경과 분생포자 모두 표면이 매끈하였다(Fig. 1-B,

C). 이와 같은 특징은 Ellis와 Waller5)가 보고한 Botrytis

cinerea의 형태적 특징의 범주에 포함되었으나 Røed12)가 보

고한 B. pelargonii와도 유사하여 정확한 종 동정은 어려웠다

(Table 2). 최근 식물병원균류의 분류, 동정에는 형태적 분류

Table 2. Comparison of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nidia isolated in this study with other Botrytis species

Conidia Present isolate B. cinereaa) B. pelargoniib)

Shape Ellipsoid-ovoid Ellipsoid-ovoid ovoid
Size 12±1×8±1 µm 6-18×4-11 µm 8.5-16×5-11.5 µm

Color colorless colorless or pale brown -
a)Described by Ellis and Waller(1972)
b)Described by Røed(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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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려움을 보완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

석을 이용한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13,14,15)

Botrytis속 균의 경우 RPB2, G3PDH, HSP60 3개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을 이용하여 종간 유연관계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시균주의 종 동정을 위하여

Staats 등10)이 실험에 사용한 RPB2, G3PDH, HSP60 유전

자의 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RPB2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결과 3개 균주는 GenBank에 등록된 B. cinerea와

100%의 상동성으로 염기서열이 일치하여 정확한 종 동정이

가능하였다(Fig. 2-A). 그러나 G3PDH와 HSP60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에서는(Fig. 2-B, C), 실험에 사용한 3개 공시

균주가 Botrytis cinerea, B. pelargonii와 같은 그룹을 형성

하여 종 동정이 불확실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 결과 Botrytis

속의 종 동정에는 RPB2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이 가장 유

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성 검정

공시균주의 병원성 검정을 실시하였던 바, Fig. 3에서와 같

이 묘삼을 이용한 실내시험과 5년생 포지시험에서 동일하게

3개 공시균주 중 1개 균주만 병원성을 나타내었으며 2개 균

주는 비병원성을 나타내어 균주 간에 병원성의 차이를 확일

할 수 있었다. 묘삼에서는 접종 17일 후부터 뇌두 썩음으로

인한 미출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31일 후에는 지제부

줄기가 완전히 쓰러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5년생의

Fig. 1. Conidia and conidiophores of Botrytis cinerea under light (A)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B and C) (Bar=20 µm).

Fig. 2. Neighbor-joining tree based on RPB2 (A), G3PDH (B) and HSP60 (C) sequences showing relationships among Botrytis spp. The
value above each branch indicate the percentage levels of bootstrap support(>50%) for the branch point based on 1000
resamplings. The bar represents 0.01 substitutions per nucleotid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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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균핵 접종 24일 후부터 병징을 보이기 시작하여 38일

후 줄기가 쓰러지면서 자연 발병한 병징과 동일한 현상을 관

찰할 수 있었다.

병원성에 차이를 보인 3개 균주의 접종원인 균핵을 주사전

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한 결과 병원성 균주의 균핵은 표면

이 거칠고 주름이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Fig. 4-B)

비병원성 균주의 경우 표면이 아주 매끈한 것을 알 수 있었

다(Fig. 4-C, D). 따라서 추후 균주 수를 추가하여 이러한

접종원의 형태적인 특징이 병원성, 비병원성 균주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배양적 특성

광이 균핵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29개 공시균

주는 Paul7)이 보고한 3가지 생장 형태, 즉 균핵형, 균사형,

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Fig. 5과 같이 24시간 연속 암

상태에서는 29개 공시균주 중 23개 균주가 균핵형에 포함되

었으며 균사형 4균주, 포자형이 1균주였다. 그러나 광을 12시

간 간격으로 조사했을 경우 단 6개 균주만 균핵형에 포함되었

으며 균사형 및 포자형의 균주 수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본 실험 결과 B. cinerea의 균핵 형성에는 암

상태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실제 포장 조건하에

서 광이 있는 지상부에는 포자가 많이 형성되고 광이 없는

지하부 토양에는 균핵 형성량이 많은 것과 일치한다. 균핵 형

성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5~20oC의 온도 범

위에서 균핵 형성이 양호하였으며 25oC이상의 고온에서는 균

핵 형성이 억제 되었다(Fig. 6). 10oC이하의 저온에서도 균핵

형성이 잘 되는 것으로 보아 인삼 재배 시 저온인 월동기에

도 전염원인 균핵이 토양 중에 존재하면서 이듬해 다시 전염

Fig. 3. Pathogenicity of B. cinerea isolates in two and five year-
old ginseng.

Fig. 4. The sclerotia surface of B. cinerea isolates under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 sclerotia on PDA media, (B)
pathogenic isolate (BC0407), (C and D) non-pathogenic
isolates (BC0544, BC0555)(×45). 

Fig. 5. Effect of light on sclerotia formation. The cultures were
incubated on potato dextrose agar for 30 days at 20oC.
Light intensity was 28 µmole/secm2 with a 12 hr light/
dark cycle (Types S; sclerotia, M; mycelium, C; coni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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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균핵 형성에 미치는 고

죽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PDA 배지에 고죽 미세 절편, 고

죽 물추출물 및 인삼분말을 농도별로 첨가한 결과 Fig. 7과

같이 첨가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균핵 형성량이 많아지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특히 고죽 미세 절편을 0.5% 첨가

하였을 경우 대조구에 비해 약 10배정도 균핵 형성량이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고죽의 성분분석을 통

하여 균핵 형성 촉진 물질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요 약

인삼 고년생 결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잿빛곰팡이병 방

제을 위한 기초 연구로 병원균을 분리, 동정하고 이들의 균학

적 특성을 구명하였다. 잿빛곰팡이병반으로부터 균을 분리하

여 분생포자의 형태적 특징을 관찰하고 RPB2 유전자의 염기

서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리균은 Botrytis cinerea로 동정되

었다. 균핵을 이용한 병원성 검정 결과 공시한 3균주 중 1균

주는 병원성, 2 균주는 비병원성을 나타내었다. 주사전자현미

경으로 균핵을 관찰한 결과 병원성 균주는 표면이 주름지고

거친 반면 비병원성 균주는 매끈하였다. 균핵 형성은

5~20oC, 암 상태에서 양호하였으며, 0.5% 고죽을 첨가한 배

지에서 10배 정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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