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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hytophthora blight occurrence is caused by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progress can be regularly 
predicted so that several predictive models have been developed. The models predict the timing of the disease occurrence, 
but they do not include the methods of the disease control. Effective fungicide control, control threshold, prediction models 
were investigated in the study to reflect on customized control modules for the model forecasting the occurrence of 
Phytophthora blight on hot pe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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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추는 조미채소로서 2012년 현재 노지 재배의 경우 전

국적으로 45,459ha의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연간 

104,146톤이 생산되고 있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채소 작물

이다(MAFRA, 2013). 현재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고추에서 

발생하는 34종의 식물병 가운데 고추 역병(Phytophthora 

capsici)은 탄저병과 함께 재배과정에서 가장 큰 수량감소

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SPP, 2009). 이 병은 

묘상부터 전 생육기간에 걸쳐 발생하며 특히 비가 많이 오

는 6월 하순부터 8월 말까지 뿌리, 줄기, 잎 및 과실에 발생

하여 이어짓기를 하는 밭이나 시설재배에서 고추의 작황을 

좌우한다(Lee et al., 2010). 역병의 피해는 고추를 이어짓

기함으로써 토양전염되는 역병균의 전염원, 그리고 여름철

의 장마에 의한 침수로인해 증가한다(Hwang, 2002). 고추

는 농가에 있어 고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비옥한 

경작지에 연작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산간경사지에까지 고

추재배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양 병원균의 증

가가 고추재배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Hwang, 

2002). 고추역병균의 토양전염원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고추재배지역에서 역병

발생이 자주 일어났으며, 연평균 병발생수율(disease incidence)

은 주요 고추재배지역에서 8-25%이었으며 역병발생이 심

했던 1986년에는 별발생수율이 60%를 초과한 지역이 조사

한 지역의 1/3에 달하였다(Yang et al., 1991). 

그러나, 역병은 환경조건에 의해 발생 및 진전이 규칙적

으로 이루어져 역병의 발생 예측이 가능하다. 현재 여러 

역병 예측 모델들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관행

적인 약제살포에 비하여 약제살포회수의 경감에 의한 경제

적 이득뿐만 아니라 농생태계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

다. 고추 예측 모델에 적합한 역병 예측 및 방제에 관한 

맞춤통보용 방제모듈을 제시하기 위해 고추역병의 효율적 

살균제 방제, 요방제 발병수준, 예측모형 등에 관한 연구들

을 조사하고 이후에 관련 내용들을 개발중인 맞춤통보용 

방제모듈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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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고추역병의 효율적 살균제 방제 

고추역병균은 토양에서 서식하는 병원균으로 토양과 토

양의 관개수를 통해서 전반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포장에서는 토양을 통한 전반뿐만 아

니라 빗물이나 관개수가 토양에서 튀면서 고추의 지상부로

도 병원균이 전반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Hwang, 

2002). 난균문에 속하는 고추역병이 고추의 뿌리와 지제부

를 통하여 침입하고, 유관속 부위를 감염시키기 때문에 식

물이 전체적으로 시들게 된다(Shin et al., 2010). 역병이 

포장에서 발생할 때에는 초기에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병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관개수로 전반되어 가기 때문에, 

고추밭에서는 이랑을 타고서 역병이 급속도로 전반되는 특

징을 보인다(Yeon, 2008). 이러한 역병의 방제로서는 적절

한 경종 방법, 재배 작물의 윤작, 저항성 품종 및 접목묘의 

사용, 적절한 살균제의 사용 등을 들 수 있지만, 일반 포장

에서 농민들이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제 방법이 살균제를 

사용하는 화학적 방제 방법이다(Kim et al., 2007). 

고추역병은 토양살균제를 처리하여 쉽게 방제가 되지 않

을 뿐 아니라 병든 포기가 생기게 되면 병원균이 비바람에 

의하여 식물체 윗부분에 피해를 일으키게 된다(Hwang, 

2002). 그래서, 고추 역병 등록 약제들은 발병 후에는 약제

방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용 적기를 발병 직전, 장마 

직전, 또는 발병초 등 예방위주의 방제를 권장하고 있다

(Kang et al., 2011). 난균문에 속하는 고추역병균은 난균

문에 효과가 우수한 phenylamide계(metalaxyl 등), 

strobilurin계(kresoxim-methyl, trifloxystrobin 등), 그리

고 다양한 작용점을 갖는 살균제(copper 등) 등이 개발되

어 사용되고 있다(Shin et al., 2010). 고추역병의 방제를 

위해서 사용한 살균제들이 포장에서 과다하게 사용되면서 

저항성균의 발현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는

데, 국내에서도 metalaxyl에 대한 고추 역병균의 저항성 발

현에 대한 보고들이 있었다(Kim et al., 2007; Yeon et al., 

2008; Lee et al., 2009). 최근에는 국내에서 새로운 구조

를 갖는 carboxylic acid amide계(CAA계)의 살균제가 고

추 역병균의 방제를 위해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예

방과 치료효과뿐만 아니라 지속효과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고추 역병의 체계적인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초

기와 중기에 처리할 수 있는 살균제로 적합하다(Shin et 

al., 2010).

고추역병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 10일 간격으로 

6번 엽면살포가 현지 농부들에게 권장되었으나, 역병방제

를 위해 살균 살포가 효과 없을 때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Lee et al., 1991). 고추줄기 주변에 관주하여 살균제를 

살포하는 것이 엽면살포하는 것보다 역병방제효과가 더 컸

으며, 비가 오기 전에 살포하는 것이 비가 온 후 살포하는 

것보다 휠씬 더 방제효과 큰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1982). 그러나, 살균제의 토양관주는 비교적 가격이 비싸

서  농민들에게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살포

시기를 고려한 고추역병 방제가 더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

되었다. 고추품종의 역병에 대한 저항성 수준도 살균제 살

포효과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침투성 

살균제 metalaxyl은 역병의 직접 방제효과를 보일 뿐만 아

니라 phytoalexin인 capsidiol의 생성을 증진시켜 역병억

제에 간접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는 실험적 증거들이 발표

되었으며(Hwang and Sung, 1989; ; Hwang et al., 1990; 

Hwang, 1995), 1990년의 포장시험에서 감수성 품종에 6번 

metalaxyl을 살포하여도 단지 11% 방제효과를 보였으나 

중도저항성, 저항성품종에서는 각각 48%, 56%의 방제가

를 보여 감수성품종의 방제가보다 4-5배 더 방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Yeh and Kim 1991). Metalaxyl을 3번 

살포해서도 감수성과 중도저항성 품종에서 역병을 억제시

키지 못하였으나 저항성 품종에서는 효과적으로 역병을 방

제하였다. 그러므로, 저항성품종을 재배할 경우 살균제 살

포회수를 줄이고 metalaxyl 저항성 발생위험을 감소시켜

서 살균제 살포효과를 크게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Hwang, 

2002).

현재 개발중인 고추 예측 모델에 적합한 역병 예측 및 

방제에 관한 맞춤통보용 방제모듈을 제시하기 위해 난균문

에 속하는 고추역병균에 효과적인 살균제들에 대해 알아보

고, 효율적인 방제방법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조사하였

다.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적합한 살균제의 선택 

및 예방위주의 방제를 통해 농약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방제모듈의 구축이 필요하다.

III. 고추역병 요방제 발병수준 

유기합성 농약의 발달로 농작물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많은 식물병은 화학적 방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1997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정책적으로 화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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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유기합성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

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농약사용량을 2004년 대비 

2013년까지 40%를 절감하고자 하는 친환경농업의 정책목

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병해충 잡초 100종에 대

한 요방제 수준(방제가 필요한 발병 수준)을 설정하고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여종의 중요한 식물병에 

대한 요방제 수준 설정연구가 추진되었다(NAAS, 2010). 

해충의 방제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두 가지 방

제수준으로 경제적 방제수준(ET, economic threshold)과 

요방제 수준(CT, control threshold)이 있고, 경제적 방제

수준이 경제적 피해 수준(EIL, economic injury level)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 요방제수준은 피해허용밀도(TIL, tolerable 

injury level)로부터 산출된다(Iwa and Kiritani, 1973; 

Kiritani, 1980; Stern et al., 1959). 피해허용밀도는 수량 

손실이 전혀 없는 해충밀도나 피해 수준으로 결과적으로 

방제 적기 이전에 방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해충 밀도이

지만, 연구자 따라서는 TIL로서의 임의의 수량 감소를 허

용하는 수준의 밀도를 선택하기도 한다(Kiritani, 1980; 

NAAS, 2003). 이러한 개념을 식물병에까지 확장하여 오이 

흰가루병(Kim et al., 2006), 벼 키다리병(Yeh et al., 

2008)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작물에 발생하는 식물병에 대

하여 요방제수준 설정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고추

역병 발생과 수량 감소의 관계를 구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추역병 요방제 수준을 설정하고자 연구가 수행되었다

(Kang et al., 2011). 고추역병은 잎에 발생하는 식물병과 

달리 일단 발생할 경우 직접적으로 수량감소가 발생하며 

특히 저항성 품종이나 저항성 대목을 이용한 접목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작지나 상습 발생포장에서 화학적 

방제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전의 

연구(Kawamura and Izumi, 1998; Kiritani, 1980; NAAS, 

2003)에서 고추역병의 요방제 수준은 TIL의 정의를 이용

하여 5% 수량감소를 가져오는 고추 역병 이병주율(%)로 설

정하여 고추역병에 대한 CT를 설정하였으며, Kang et 

al.(2011) 등은 고추 역병 발생이 적었던 포장(이병주율 5%

이하)에서 수량감소 5%를 가져오는 고추 역병 요방제 수준

을 0.8%로 설정하였다. 

농약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 예

찰기술 개발과 함께 경제적 피해수준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제적 피해수준 설정은 병해충 종합관리에 있어서 

방제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교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Allen and Rajotte, 1990; Stern et al., 1959) 

세계적으로 많은 작물에서 그 기준들이 설정되어 해충방제

에 약제사용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Whalon and Croft, 

1984). 그러나 병방제의 경제적 방제수준의 개념은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으며(Kim et al., 2006; Yeh et al., 

2008), 고추역병과 같이 화학적 방제가 어렵고 요방제 발

병수준 설정이 필요한 사례 등에 관한 연구들도 부족한 형

편이다. 현재 개발중인 고추 예측 모델에 적합한 역병 예측 

및 방제에 관한 맞춤통보용 방제모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의 고추역병 요방제 수준을 반영하여 농약 사용량

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IV. 고추역병 예측모델

식물병의 예찰이 가능하다는 것은 학문적인 관심뿐만 아

니라, 특정 재배 작물병을 관리해야 하는 농업인들에게 농

약 살포시기를 결정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Hwang, 2000). 실물병 예찰체계는 구성하고 있는 정보의 

형태나 방법에 따라서 경험적인 접근방법(holistic approach, 

empirical modeling)과 체계분석적인 접근방법(system 

analytical approach, simulation modeling)으로 나눌 수

가 있다(Campbell and Madden, 1990; Shrum, 1978). 경

험적인 모형을 이용한 식물병 예찰체계는 감자 역병의 발

생 예찰을 위한 BLITECAST(Krause et al., 1975), 잎도열

병의 발생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BLASTAM (Hayashi and 

Koshimizu, 1988) 등이 있으며, 기상자료와 병 발생량 또

는 병원균의 생태에 관한 실험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Hwang, 2000). 기상정보에 의한 주요 식물병 예찰이 꾸

준히 연구되어 왔으며, 그 결과 발병을 예측할 수 있는 회귀 

모형과 기주와 병해충과 환경의 3요인의 복잡한 상호관계

를 체계화하고 세부단계별로 컴퓨터로 simulation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Kim et al., 1996; Kim, 1995). 

국내에서 식물병의 컴퓨터 simulation에 대한 연구에는 벼

의 도열병 예찰모델 LEAFBLST (Choi et al., 1988), 감자

역병(Ahn et al., 1998), 고추탄저병(Kim and Park, 1998), 

벼 잎집무늬마름병(Do, 1997) 등이 보고되었다.

고추역병에 대한 예측모델들도 여러 연구에 의해 개발되

어 소개되었다. Do et al.(2005)은 자기조직지도 분석법을 

사용하여 기상 환경 조건들(기온, 강우)에 따른 고추 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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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초기일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추 역병의 

발생 초기일을 추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고추 역병의 

초기 발생은 강우 요소들보다는 온도 요소들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상요소들 기준으로 이른 발병, 중

간 발병, 늦은 발병 등의 3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이후에 

Do(2009)는 역병 예측 모형에 온도 강우량 그리고 토성자

료를 이용하여 토양의 지온과 수분 존재량을 추정하고 역

병균의 유주포자 방출 시기를 예측하여, 초기 발생일을 예

측함으로써 역병방제 적기를 알려주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역병 발병 정도는 초기 발생일이 앞당겨질수록 발병이 심

해지므로, 이 모델에 미래 기후자료를 작용함으로써 발병 

변화를 예측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발병 증대, 재배지 변화 

등의 대책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Shin, 2011). 

Hwang(1999)은 고추역병의 경우 기상조건이 발병을 절대

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기상환경 자료를 이용한 발병 예

측모형을 경험적 접근방법에 의해 만들어 컴퓨터 시스템

(PERBLIGHT)을 구축하였으며, 이는 개인용 컴퓨터에 설

치할 수 있으면 무인기상관측기가 기록한 미기상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의 예상 발병률과 미래의 예상 발병률까지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wang and Lee, 

2001).

고추역병에 대한 여러 예측모델들이 소개되었는데, 이

들은 고추역병 발생일을 예측하여 방제시기를 제시하고 있

으나 구체적 방제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고추 예측 모델에 적합한 역병 예측 및 

방제에 관한 맞춤통보용 방제모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모

델에 의해 예측된 고추역병 발생일에 맞춰 적합한 방제방

법들의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V. 고 찰

역병은 환경조건에 의해 발생 및 진전이 규칙적으로 이

루어져 역병의 발생 예측이 가능하여 현재 여러 고추역병 

예측 모델들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고

추역병 발생일을 예측하여 방제시기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

체적 방제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추 예측 모델에 적합한 역병 예측 

및 방제에 관한 맞춤통보용 방제 모듈에 반영하기 위해 고

추역병의 효율적 살균제 방제, 요방제 발병수준, 예측모형 

등의 연구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난균문에 속하는 고추역병균에 효과적인 살균제들에 대

해 알아보고, 효율적인 방제방법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조

사하였다. 고추역병균은 난균문에 효과가 우수한 phenylamide

계(metalaxyl 등), strobilurin계(kresoxim-methyl, 

trifloxystrobin 등), 그리고 다양한 작용점을 갖는 살균제

(copper 등)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

내에서 새로운 구조를 갖는 carboxylic acid amide계(CAA

계)가 초기와 중기에 처리할 수 있는 살균제로 고추 역병균

의 방제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살균제의 방제방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 살균제의 토양관주가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비싸므로 살포시기를 고려한 고추역병 방제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추품종의 역병에 대한 저항성 수

준도 살균제 살포효과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

었는데, 저항성품종을 재배할 때 metalaxyl의 경우 살균제 

살포회수를 줄여도 방제효과가 우수했으며 저항성 발생위

험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사용으로 인한 부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 예찰기술 개발과 함께 병방

제의 경제적 방제수준의 개념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

고, 고추역병과 같이 화학적 방제가 어려운 경우는 요방제 

발병수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현재 개발중인 역병 예측 및 

방제에 관한 맞춤통보용 방제모듈에는 선행연구의 고추역

병 요방제 수준을 반영하여 농약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

고추역병에 대한 여러 예측모델들이 소개되었는데, 이

들은 고추역병 발생일을 예측하여 방제시기를 제시하고 있

으나 구체적 방제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고추역병 예측 및 방제에 관한 맞춤통보

용 방제모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예측된 고추역병 발생일

에 맞춰 위의 선행연구들의 적합한 방제방법들이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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