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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조건에서 아인산염을 이용한

Phytophthora cactorum이 야기하는 인삼 역병의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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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otassium phosphonate inhibited less mycelial growth of Phytophthora cactorum in vitro than metalaxyl-M.
But the net protection rate in leaflet test and whole plant pot test was greater in potassium phosphonate than metalaxyl-M.
P. ginseng appeared to have an induced resistance against P. cactorum with phosphonate around 50~1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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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우리나라의 인삼 (Panax ginseng)에서 발생하는 병해

는 총 19 종이 보고되어 있다.1) 이 가운데 토양 전염성병에

의한 피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발병

포장에서의 방제가 매우 어렵다. 인삼 역병 (Phytophthora

blight)은 1 년생 유묘에서부터 고년근인 6 년생에 이르기까

지 전 생육단계에 발생하는 대표적 토양 전염성 병해 중의

하나이다. 또한 인삼의 뿌리를 포함하여 잎, 줄기 등 지상부

와 지하부에 모두 발생하며2) 일단 발병 시에는 방제가 매우

까다롭다. 우리나라에서는 1922년 中田 등에 의해 인삼 역병

이 최초 보고된 이후 1980년 오 등이 경기도 광릉에서 임간

재배지의 3 년근 인삼으로부터 Phytophthora sp.를 분리하였

으며 유는 이를 Phytophthora cactorum (Leb. and Cohn)

Schroeter로 동정하였다.3,4) 우리나라에서 아직 인삼 역병의

전국적 발생 상황과 이에 따른 피해규모에 대한 정확한 보고

가 없으며 주요 인삼재배지에서의 역병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의 정확한 보고 또한 없는 실정이다.

1915년 미국에서 역병에 의한 미주삼의 지상부피해가

25~3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5) 

 일반적으로 고랭지 및 산간지방과 과수원이 인접한 인삼

재배포에서 역병발생이 더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장마철 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병의 생리적 특성과 과

수와 수목 등 기주와 관련된 생태적 발병특성에 기인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지 등이 P. cactorum에 의한 과수피해로 사과,

배나무의 역병발병을 보고하였다.6,7)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P. cactorum에 의한 국내 역병 발생 기주로 복숭아 등 과수

를 포함하여 10 종을 보고하였으며8) 이후 모란, 팔손이나무

등 다른 기주식물에서 역병발병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9,10) 

유 등은 인삼 역병에 대한 방제약제로써 metalaxyl을 선발

하였으며 침투성살균제의 연용에 따른 내성균 유발의 문제점

을 제시하였다.3) Phytophthora 속균의 metalaxyl 저항성에

대한 연구로 국내에 분포하는 감자역병균인 P. infestans의 저

항성균 검출빈도가 2001년 17%에서 2004년 84.2%로 증가

한 반면 감수성 균주의 빈도는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고11)

국내에서 수집한 고추역병균 P. capsici의 28.5%가 저항성임

을 보고하였다.12) 미국에서는 위스콘신과 미시건에 위치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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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fenoxam (metalaxyl)에 대한 저항성 검정결과 82%가 저

항성균 이었음을 보고하였다.13) 국내에서는 아직 인삼 역병균

에 대한 약제저항성 연구보고는 없으나 이상의 연구보고들과

현재 우리나라의 인삼재배지에서 metalaxyl이 관행적으로 사

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 저항성균주의 출현 가능성이

높다.

환경 친화적인 인삼역병 방제기술 연구의 일환으로 유용미

생물을 이용한 역병방제기술이 보고되고 있다. 상 등이 미생

물을 이용한 역병 방제효과를 보고하였으며14) 배 등은 인삼

의 병 저항성 발현을 유도하는 미생물을 처리하여 인삼의 역

병 발병을 억제 하였다.15)

아인산은 환경친화성으로 국내에서도 상추, 토마토, 고추,

감자 등에 대해 보고되고 실용화하고 있으나8,16,17) 인삼 역병

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아인산을 이용한

인삼역병의 방제효과를 구명하는 한편 인삼포에서의 환경 친

화적 인삼 역병 방제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자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 인삼 역병균의 분리 동정

2008년 11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의 인삼포에서 채굴한

뿌리에 연부증상을 보이는 6 년생 인삼으로부터 역병균을 분

리하였다. 분리된 역병균은 지 등8), 류 등18) 및 김 등9)의

분류기준과 비교하였으며 병원균의 배양 및 형태적 특성 등

을 토대로 P. cactorum으로 동정하였다. 분리 동정된 P.

cactorum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야채쥬스 (당근즙 48.3%, 사

과즙 25%)를 이용하여 조제한 Vegetable and Fruit juice

agar (이하 VF juice agar) (야채쥬스 100 ml, CaCO3 1.0 g,

Bacto agar 17 g, D.W. 1 L)에 7 일간 배양 후 균사절편

을 잘라 멸균수가 담긴 시험관에 넣은 다음 빛이 없는 10oC

항온기에 보존하면서 시험에 사용하였다.

2. 아인산염 처리가 인삼 역병균의 균사생장에 미치는 영향

아인산염의 조제를 위해 아인산 (H3PO3, 97.5%, Kanto

Chemical)과 수산화칼륨 (KOH, 85%, Duksan Pure

Chemicals)을 사용하여 조제용액의 pH를 6.0으로 조정하였다.

대조농약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metalaxyl-M (a.i. 12%)

수화제를 사용하였다. VF juice agar를 멸균 후 아인산염 용

액을 주입하여 0, 50, 100, 200, 500 ppm 아인산염 배지를

조제하였으며 metalaxyl-M 수화제는 권장사용농도 (a.i. 40.2

ppm)로 배지를 조제하였다. VF juice agar에 P. cactorum을

배양 후 살균된 cork borer (직경 6 mm)를 이용하여 균사

절편을 만든 다음 조제한 각각의 배지 중앙에 치상하였으며

각 처리별 5 반복으로 실시하였다. 접종된 배지는 25oC 항온

기에서 배양하면서 24 시간 간격으로 균사의 생장 상황을 조

사하였다. 균사생장 억제율 (%)은 100×(무처리구 생장량-처리

구 생장량)÷무처리구 생장량 으로 계산하였다.

3. 인삼잎을 이용한 아인산염의 농도별 인삼 역병 방제

효과 검정

병원균 접종원 조제를 위해 P. cactorum을 VF juice agar

에 접종하여 23oC 항온기에서 배양 후 균사조각을 멸균수에

담가 23oC 항온기에서 형광등을 조사하여 유주자낭형성을 유

도하였다. 다량의 유주자낭이 형성된 후 균사조각을 30분간

10oC에서 저온처리 (chilling) 후 23oC 항온기로 옮겨 1 시

간 뒤 유주자의 유출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4 겹의 멸균

cheesecloth를 이용하여 유주자만을 걸러내어 현탁액을 조제

하였다.

인삼잎을 이용하여 아인산염의 농도별 분무 효과 및

metalaxyl-M과의 방제효과를 비교하였다. 건전한 3 년생에서

절제한 소엽을 흐르는 수돗물에 세척 후 물기를 제거하여 사

용하였다. 유주자 현탁액에 농도별로 아인산염 용액을 첨가하

여 0, 50, 100, 200, 500, 1000 ppm의 분무 접종원을 조

제하였다. 대조약제로 metalaxyl-M은 권장사용농도 (a.i. 40.2

ppm)로 첨가하였다. 분무를 위한 접종원의 유주자 밀도는

4×104zoospores/ml이었다. 조제된 접종원을 1 개 처리당 3반

복으로 인삼잎에 분무하였다. 접종된 인삼잎은 습실 처리한

플라스틱 밀폐상자 (27×20×8 cm)에 넣고 23℃ 항온기에서

7 일간 이병상황을 이병면적의 비율로 달관 조사하였다. 순보

호율 (Net Protection Rate)은 100(%)-무처리구 보호율(%)-

처리구 이병면적율 (%)로 계산하였다.

4. 아인산염의 인삼 역병 방제 포트 시험

포트시험을 위한 인삼재배를 위해 플라스틱 포트 (10×14

cm)에 멸균토양 (원야토 3 : 약토 1 의 비율로 섞은 양직묘

포 토양)을 채우고 포트 당 1주씩 1년생 묘삼을 이식하여 전

엽이 완료된 것을 시험에 사용하였다.

유주자 현탁액에 농도별로 아인산염 용액을 첨가하여 0,

500, 1000, 2000 ppm의 분무 접종원을 조제하였다. Metal-

axyl-M은 권장 처리농도 (a.i. 40.2 ppm)로 조제하였다. 최종

분무접종원의 유주자 밀도는 4×104zoospores/ml이었다. 포트

에 재배된 인삼의 지상부에 1 개 처리 당 5 반복으로 분무

접종한 후 23oC 습실상에서 24 시간동안 발병유도 후 생육

실로 옮겨 두고 이병상황을 이병소엽의 숫자 백분율로 조사

하였다. 순보호율 (NPR)은 100 (%)-무처리구 보호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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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이병엽수율 (%)로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아인산염의 농도별 처리가 P. cactorum의 생장에 미치

는 영향

아인산염의 농도별로 인삼 역병균의 균사생장을 metalaxyl-

M을 대조약제로 하여 조사하였다 (Table 1). 균사의 생장은

아인산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Fig. 1) 24 시간까

지는 500 ppm에서 100%균사생장을 억제시켜 metalaxyl-M

효과와 같다. 이 결과는 지 등이 실험한 아인산 처리농도별

Phytophthora spp.의 균사생장억제결과와 일치하는 경향 이었

다16). 그러나 48 시간 후에는 아인산 500 ppm과 metal-

axyl-M 처리구에서도 균사가 서서히 자라기 시작하였다. 48

시간 후에 균사의 생육억제는 아인산이 metalaxyl-M 보다

약하며 96시간 후에는 10%의 차이로 커졌다.

2. 인삼 절제엽에서 P. cactorum의 방제효과

인삼잎에 아인산염을 농도별로 분무 처리하고 대조약제인

metalaxyl-M 및 농도처리별 발병억제효과를 비교하였다. 아인

산염이 첨가되지 않은 처리구 (0 ppm)에서 73.3%의 이병율

을 보인 반면 아인산염이 처리된 인삼잎 처리구는 0~1.67%의

이병율을 보였으며 50 ppm의 비교적 낮은 농도에서도 역병

발병을 억제하였다 (Table 2). Metalaxyl-M 처리구는 16%의

이병율로 아인산염 처리구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Fig. 2)

아인산염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Table 1. Effect of phosphonate on mycelial growth of P. cactorum in vitro

Concentration
(ppm)

Hours cultured
24 48 72 96

Gr.(mm) In(%) Gr.(mm) In(%) Gr.(mm) In(%) Gr.(mm) In(%)
PHA 0 4.13±0.39 - 11.78±0.68 - 19.73±0.41 - 27.70±1.17 -

50 2.15±0.29 47.9 4.88±0.31 58.6 8.20±0.47 58.5 12.02±0.36 56.6
100 1.41±0.14 65.8 4.40±0.46 62.6 7.63±0.61 61.3 11.30±0.61 59.2
200 0.87±0.11 78.9 3.13±0.24 73.4 5.44±0.35 72.5 7.56±0.91 72.7
500 0.0 100 0.85±0.19 92.8 2.00±0.44 89.9 3.81±0.72 86.2

MTL 40.2 0.0 100 0.72±0.15 93.9 0.86±0.08 95.6 1.09±0.24 96.1

PHA; phosphonate, MTL; metalaxyl-M, Gr; growth, In; growth inhibition.

Table 2. Spray effect of phosphonate (PHA) -pathogen mixture on the infected leaf area (ILA) and net protection rate (NPR) of P. ginseng
against P. cactorum in leaflet experiment

Pesticide
(ppm)

4 DAT 8 DAT
ILA (%) NPR (%) ILA (%) DMRT (0.01) NPR (%)

PHA 0 58.3±46.5 41.7 73.3±46.2 a 26.7
50 0.0 58.3 0.0 b 73.3
100 0.0 58.3 0.0 b 73.3
200 0.0 58.3 0.33±0.58 b 73.0
500 0.0 58.3 0.33±0.58 b 73.0

1,000 0.0 58.3 1.67±0.58 b 71.7
2,000 0.0 58.3 0.67±0.58 b 72.7

MTL 40.2 1.67±2.89 56.7 16.0±20.8 b 57.3

DAT; days after treatment (spray), MTL; metalaxyl-M, DMRT; Duncan multiple range test, 
NPR; 100 (%)-control protection rate (%)-ILA (%) of treatment.

Fig. 1. Effect of phosphonate and metalaxyl-M on mycelial growth
of P. cactorum on VF juice agar at 25oC for 96 hours after
cultivation. (A) phosphonate 0, (B) phosphonate 50, (C)
phosphonate 100, (D) phosphonate 200, (E) phosphonate
500 ppm, (F) metalaxyl-M 40.2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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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인산염의 인삼 역병방제 포트시험

포트에 재배된 인삼을 이용하여 아인산염을 지상부에 분무

처리 하였으며 역시 metalaxyl-M을 대조약제로 비교하였다

(Table 3). 아인산염이 처리된 모든 포트에서 역병이 발병되지

않았으며 아인산염 무처리구의 모든 포트에서 역병이 심하게

발병되어 지상부가 완전히 고사하였다 (Fig. 3). Metalaxyl-M

처리구는 60%의 병방제율을 보여 아인산염 처리에 의한 방

제효과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삼잎을 이용한 처리 결

과 (Table 2)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아인산의 균사생

장억제력이 metalaxyl-M 보다 약한데도 불구하고 (Table 2)

절제엽이나 전체 식물체에서 metalaxyl-M 보다 억제효과가

좋았던 것은 아인산과 인삼의 상호작용 즉 아인산이 인삼의

P. cactorum에 대한 저항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rabidopsis thaliana에서 아인산은 식물체 자체의 방어기작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9,20) 아인산처리에 의한 인삼에

서의 유도저항성은 50~100 ppm의 적은 농도에서 효과가

높을 가능성도 있다 (Table 2). 본 시험결과는 50~100 ppm

에서 500 ppm보다 효과가 높게 나왔으므로 포장조건에서도

50~100 ppm으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보인다. 

요 약

아인산의 농도별 (50~2,000 ppm) 인삼 역병 방제효과를

metalaxyl-M (a.i. 40.2 ppm)과 비교하여 역병균의 균사생장

에 대한 영향, 인삼 절제엽과 포트시험으로 검토하였다. 아인

산은 균사생장억제력이 metalaxyl-M 보다 낮았으나 절제엽이

나 식물전체 실험에서는 metalaxyl-M 보다 방제효과가 우수

하여 인삼에서 병저항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Fig. 2. Spray effect of phosphonate-pathogen mixture on the
control of Phytophthora blight caused by P. cactorum in
leaflet experiment at 8 days after treatment. (A) metalaxyl-
M 40.2 ppm, (B) phosphonate 50 ppm, (C) phosphonate
0 ppm.

Table 3. Spray effect of phosphonate (PHA)-pathogen mixture on the infected leaflet number (ILN) and net protection rate (NPR) of P.
ginseng against P. cactorum on pot experiment

Pesticide
(ppm)

4 DAT 5 DAT 6 DAT 7 DAT
ILN (%) ILN (%) ILN (%) DMRT (0.01) ILN (%) NPR (%)

PHA 0 100±0 100±0 100±0 a 100±0 0.0
500 0.0 0.0 0.0 c 0.0 100

1,000 0.0 0.0 0.0 c 0.0 100
2,000 0.0 0.0 0.0 c 0.0 100

MTL 40.2 0.0 30±44.7 40±54.8 b 40±54.8 60

DAT; days after treatment(spray), DMRT; Duncan multiple range test, MTL; metalaxyl-M.
NPR; 100 (%)-control protection rate (%)-ILN (%) of treatment.

Fig. 3. Spray effect of phosphonate-pathogen mixture on the
control of Phytophthora blight caused by P. cactorum in
pot experiment at 7 days after treatment. (A) metalaxyl-
M 40.2 ppm, (B) phosphonate 0 ppm, (C) phosphonate
5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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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 ppm의 아인산이 병저항성을 유도하는 적정농도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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