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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ay mold caused by Botrytis cinerea on strawberry plants is an economically significant 
disease in Korea. The rates for diseased fruits are high during the strawberry harvesting 
period from December to February, especially in hydroponic cultivation. This study assessed 
the effect of the nitrogen type in the soil culture and the electrical conductivity (EC) of 
the nutrient solution in a hydroponic culture on the gray mold incidence in ‘Seolhyang’ 
strawberry plants. The nitrogen sources assayed included calcium nitrate tetrahydrate (CN4), 
calcium nitrate decahydrate (CN10), ammonium sulfate (AS), and commercial fertilizer 213 
(213). The effect of the EC was tested at 0.5, 0.8, 1.0, and 1.5 dS · m-1. The occurrence of gray 
mold varied according to the nitrogen type. The disease incidence and nitrogen content for 
the main nitrogen type were higher compared to the non-treated control. The AS treatment 
showed the highest occurrence of tipburn and gray mold. The incidence of gray mold as well 
as the nitrogen and phosphorus content of the leaves increased as the EC level was increase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cidence of gray mold in strawberry plants is related to the 
nitrogen content of the leaf and the EC of the nutrient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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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국내 재배되는 딸기는 1조 3천억원의 생산액을 가진 과채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겨울

철 대표 작물이다(KOSIS, 2017). 국내 딸기의 재배면적은 2017년 5,907 ha이며 이중 고설재배 면적
이 1,575 ha로 전체면적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딸기재배는 이전의 토경재배에서 작업이 편
리하고 수량이 높은 고설재배로 재배형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딸기 잿빛곰팡이병은 Botrytis cinerea에 의해 발생하는 병해로 딸기 꽃, 과실, 지재부 등에 피해를 
주고 있는 수확기 대표적인 병해이다(Mass, 1998). 잿빛곰팡이병은 저온, 다습한 환경조건에서 발
생이 높으며, 특히 식물체를 밀식하거나 과 번무한 경우 발생이 높다(Legard et al., 2000). 따라서 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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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습도를 낮추는 환경조절(Strand, 1994), 이병체 제거 등 포장위생(Mertely et al., 2000), 개화기나 냉
해 발생 전 예방적으로 살균제나 미생물제 처리 등이 효과적이다(Mertely et al., 2002; Nam et al., 2011).

식물 병과 영양원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Datnoff et al., 2007). 딸기의 경우 Colletotrichum 
sp.에 의한 탄저병(Nam et al., 2006; Smith, 2009), B. cinerea에 의한 잿빛곰팡이병(Walter et al., 2008), Sphaerotheca aphanis var. 
aphanis에 의한 흰가루병(Xu et al., 2013)은 질소농도가 증가할수록 병 발생도 증가하였으며, Fusarium oxysporum f. sp. 
fragariae에 의한 시들음병 발생은 수경재배에서 electrical conductivity (EC)농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고 하였다(Nam et al., 
2018). 또한 B. cinerea에 의한 포도(Mundy and Beresford, 2007; Lecompte et al., 2010; Abro et al., 2013), sweet basil (Yermiyahu 
et al., 2006), begonia와 New Guinea impatiens (Pitchay et al., 2007)의 병 발생도 질소함량이 높을 경우 증가한다고 한다. 반면 
토마토에 발생하는 잿빛곰팡이병은 토양의 질소농도 증가에 따라 병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Verhoeff, 1968; 
Hoffland et al., 1999). 이런 질소비료가 작물에 따라 잿빛곰팡이병 발생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작물의 종류, 질소 형태와 농
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딸기 ‘설향’ 품종을 대상으로 토양재배에서 질소형태와 수경재배에서 EC농도에 따른 잿빛곰팡
이병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토경재배에서 질소비료별 잿빛곰팡이병 발생율 조사

딸기 재배포장에서의 질소비료 종류별 잿빛곰팡이병 발생 조사는 논산딸기시험장 토경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실시하였
다. 시험품종은 ‘설향’으로 논산딸기시험장에서 육묘한 자묘를 2015년과 2018년 9월 10일경 정식하였다. 질소비료 종류는 
질산칼슘 4수염(NO3 : NH4 = 12 : 0, DOF Ltd., Pyeongtaek, Korea), 질산칼슘 10수염(NO3 : NH4 = 14.4 : 1.1, YaraLiva, Yara, 
Norway), 황산암모늄(NO3 : NH4 = 0 : 20, Namhae Chemical, Yeosu, Korea), 퍼티케어213(NO3 : NH4 = 11 : 4, Ferticare, Yara, 
Norway)을 시험에 이용하였다(Table 1). 각각의 비료는 1차 시험에서 2015년 12월 11일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 2 - 5일 간
격으로 500 - 1,000배, 2차 시험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5일 간격으로 11월 16일까지 1,000배로 희석하여 주당 100 mL씩 관
주 처리하였다. 시험구 배치는 완전임의배치 2 - 3반복으로 처리당 24주를 이용하였다. 잿빛곰팡이병 이병과율은 2016년 
2월 12일과 2018년 11월 22일에 조사하였으며, tipburn 발생율은 2016년 2월 12일과 2월 22일에 조사하였다. 토양분석은 2
차 시험 전인 2018년 10월 16일과 시험 중인 2018년 11월 1일에 토양을 채취하여 실시하였다. 시험토양의 토성은 사양토
로 토양은 표토 15 cm 깊이까지 채취한 후 풍건하여 2 mm체를 통과시켜 분석시료로 이용하였다. 또한 식물체 잎의 무기
함량 분석은 1차 시험에서 2016년 1월 18일, 2차 시험은 2018년 11월 1일에 식물체의 3번째 잎을 채취하여 건조 시킨 후 완
전히 분쇄하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의 토양과 식물체 분석법에 준하여 분석하였다(NIAST, 2000). 식물체 무기성

Table 1. Composition of nutrient solution applied to strawberry plants.

Fertilizer Macro-element concentration (%)
T-N P K Mg Ca

Calcium nitrate tetrahydrate 12 - - - 23
Calcium nitrate decahydrate   15.5 - - - 26
Ammonium sulfate 20 - - - -
Commercial fertilizer 213 16 8 24 2 -
NHRS   16.8   7.0   27.6   5.9   16.9
NHRS,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Stat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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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유도결합 플라즈마분광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scopy, GBC Integra, XL, Braeside, Australi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처리간 비교는 Tukey’s HSD test (0.05)로 실시하였다.

수경재배에서 배양액의 EC농도에 의한 잿빛곰팡이병 발생

배양액의 EC농도에 따른 잿빛곰팡이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설향’을 시험품종으로 이용하였다. 1차 
시험의 자묘는 딸기전용상토(코코피트 : 피트모스 : 펄라이트 = 65 : 17 : 10, Purumi, Eumseong, Korea)가 충진된 플라워 박
스(57 cm × 18 cm, Cheongun, Korea)에 박스당 5주씩 2016년 10월 4일 정식하였다. 시험구 배치는 완전임의배치 3반복으
로 처리당 45주를 시험에 이용하였다. 2차 시험의 자묘는 딸기전용상토(피트모스 : 펄라이트, BM 6, Berger, Canada)가 충
진된 멀티컵베드(C형, 680 cm × 215 cm × 135 cm, Hwasung, Okcheon, Korea)에 베드당 8주씩 2018년 9월 6일에 정식하였
다. 시험구 배치는 완전임의배치 3반복으로 처리당 32주를 시험에 이용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배양액은 일본원시 조성액
(Table 1)으로 EC는 0.5, 0.8, 1.0, 1.5 ds · m-1로 설정하였으며 배양액 공급은 1차 시험에서 2016년 10월 10일부터 4분/2회/1
일 공급하였으며, 2차 시험은 2018년 9월 14일부터 3분/1회/1일 공급하였다. 처리간 식물체 생육은 2차 시험에 서 조사하
였으며 농촌진흥청의 딸기 신품종 육성을 위한 특성조사 표준매뉴얼에 따라 조사하였다. 잿빛곰팡이병 이병과율 조사는 
1차 시험에서 2017년 1월 4일과 20일, 2차시험은 2018년 11월 22일였으며, 식물체 분석은 1차 시험에서 2017년 1월 18일, 2
차 시험은 2018년 11월 2일에 처리 별 잎을 채취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토경재배에서 질소비료별 잿빛곰팡이병 발생율 조사

딸기 토경재배에서 질소비료별 잿빛곰팡이병 발생율과 식물체 질소함량은 1차 시험에서 질산칼슘 4수염이 다른 질소
비료보다 낮은 이병과율과 식물체 질소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황산암모늄 처리는 다른 처리보다 이병과율과 식물체 질소
함량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Fig. 1A). 2차 시험에서 질소형태별 잿빛곰팡이병 발생율과 식물체 질소함량은 질소형태별 큰 

Table 2. Nutrient status of strawberry leaves grown in nitrogen types of ‘Seolhyang’ strawberry plants in soil 
culturez.

Treatment P K Ca Mg B Fe
% mg/kg

1st Trial
  Calcium nitrate tetrahydrate 0.32 2.06 1.90 0.61 27 168
  Calcium nitrate decahydrate 0.38 2.23 1.83 0.61 35 168
  Ammonium sulfate 0.52 1.79 1.58 0.56 29 106
  Commercial fertilizer 213 0.52 1.85 1.44 0.52 31   96
  Non-treated control 0.37 2.05 1.57 0.56 33   85
2nd Trial
  Calcium nitrate tetrahydrate     0.54ns     2.02ns     1.03ns     0.53ns     32ns     128ns
  Calcium nitrate decahydrate 0.56 2.54 1.14 0.64 37 120
  Ammonium sulfate 0.49 2.49 1.01 0.52 27   93
  Commercial fertilizer 213 0.56 2.75 1.17 0.65 37 117
  Non-treated control 0.55 2.10 1.00 0.53 38 124
ns, not significant. 
zSampling date: 18 Jan. 2016 (1st trial), 1 Nov. 2018 (2nd trial).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6(1) March 2019 106

Effect of nitrogen types and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a nutrient solution on gray mold caused Botrytis cinerea on strawberry plants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무처리보다는 높은 이병과율과 질소함량을 보였다(Fig. 1B). 질소형태별 처리간 식물체의 무기
성분 함량은 1차와 2차 시험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또한 시험 전과 시험 중 토양분석에서 인산, 칼슘 등 무기
성분 함량도 처리간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Data not shown).

위의 결과로 잿빛곰팡이병 발생은 식물체내 질소함량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B. cinerea에 의한 포도 
bunch rot (Mundy and Beresford, 2007; Mundy, 2008; Lecompte et al., 2010; Abro et al., 2013; Thomidis et al., 2016)과 딸기의 잿
빛곰팡이병(Cooley et al., 1996; Daugaard, 1999)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Walter et al. (2008)에 의하면 질소종류에 따른 
딸기 잿빛곰팡이병 병반은 질산암모늄 > 황산암모늄 > 질산칼슘 순으로 증가하므로 암모늄비료가 병 발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높은 질소농도는 B. cinerea에 대한 토마토의 감수성을 감소시킨다고 하여(Verhoeff, 1968; 
Hoffland et al., 1999) B. cinerea는 작물에 따라 체내질소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위의 결과에
서 토양 내 무기성분 함량은 처리간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토양의 완충력 및 식물체의 양분 흡수 등에 의한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토양의 무기성분 함량보다도 잎의 질소함량에서는 처리간 차이를 보여 토양시험에서 식물체 분석이 처리간 
비교를 하는데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토경재배에서 질소비료별 tipburn에 미치는 영향

딸기 토경재배에서 질소비료별 tipburn 발생은 황산암모늄 처리구가 다른 처리보다 높았으며 213비료와 질산칼슘 10수
염도 높은 발생율을 보였으나 질산칼슘 4수염처리는 무처리와 비슷하게 낮은 발생율을 보였다(Fig. 2).

딸기에 발생하는 tipburn은 칼슘과 붕소가 결핍되어 발생하는 증상(Mason and Guttridge, 1974; Ku et al., 2017)으로 높은 질
소(Brumm and Schenk, 1993)와 칼륨시비(San Bautista et al., 2009), K/Ca, K/Mg의 비율이 높은 영양 불균형(Lieten, 2006; 
Palencia et al., 2010), 높은 양분(Bradfield and Guttridge, 1979), 낮은 야간 습도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Melis et al., 2014) 등에 
의해 발생된다. 특히 배추에 발생하는 tipburn은 암모늄태 질소 시비가 요소시비보다 높은 발생율을 보였으며 과도한 암
모늄태 질소시비는 tipburn발생을 증가시켜(Imai, 1990; Vavrina et al., 1993) 위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딸기
의 tipburn 발생 증가에 암모늄태 질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Fig. 1. Diseased fruit rate of gray mold in 1st trial (A) and 2nd trial (B) of ‘Seolhyang’ strawberry plants by 
nitrogen types in soil culture. CN4, calcium nitrate tetrahdrate; CN10, calcium nitrate decahydrate; AS, 
ammonium sulfate; 213, commercial fertilizer; NTC, non-treat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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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trient status of strawberry leaves grown in electrical conductivity (EC) of nutrition solution in 
hydroponic culture of ‘Seolhyang’ strawberry plantsz.

EC (dS · m-1) P K Ca Mg Na Mn B Fe Zn Cu
% mg/kg

1st Trial
  0.5 0.18b 1.30ns 0.45ns 0.20ab 103ns 103ns 18b 35b 57b 2ns
  0.8 0.20b 1.25 0.45 0.19ab   92 102 21ab 38b 58b 2
  1.0 0.23b 1.49 0.39 0.18b   97   74 20b 40b 61ab 2
  1.5 0.32a 1.21 0.42 0.21a 104   70 28a 59a 63a 3
2nd Trial
  0.5 0.33c 2.64ns 0.93ns 0.74ns 116a 247ns 44ns 244a 55ns 3ns
  0.8 0.44bc 3.29 0.89 0.70 106ab 210 46 115b 53 2
  1.0 0.54b 2.75 0.87 0.71   83b 200 42 65b 38 2
  1.5 0.74a 3.44 0.91 0.77   83b 203 39 148ab 40 3
ns, not significant. 
zSampling date: 18 Jun, 2017 (1st trial), 2 Nov. 2018 (2nd trial).
a - c: 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s HSD test (p = 0.05). 

Fig. 2. Tip-burn occurrence of ‘Seolhyang’ strawberry plants by nitrogen types in soil culture. CN4, calcium 
nitrate tetrahdrate; CN10, calcium nitrate decahydrate; AS, ammonium sulfate; 213, commercial fertilizer; 
NTC, non-treated control.

Fig. 3. The incidence of gray mold in 1st trial (A) and 2nd trial (B) by electrical conductivity (EC) levels of 
nutrition solution in hydroponic culture of ‘Seolhyang’ strawberry.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6(1) March 2019 108

Effect of nitrogen types and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a nutrient solution on gray mold caused Botrytis cinerea on strawberry plants

수경재배에서 배양액 EC농도별 딸기 잿빛곰팡이병 발생

EC농도에 따른 잿빛곰팡이병 발생은 1차와 2차 시험 모두 EC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식물체의 
질소함량도 EC농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Fig. 3). 또한 EC농도별 식물체분석 결과 1차와 2차 시험에서 EC농도 증가
에 따라 인산 함량도 높아졌으며 그 외 원소는 EC농도 증가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3). EC농도 별 식
물체 생육은 EC 1.0 dS · m-1 에서 0.5, 0.8, 1.5 dS · m-1 보다 초장, 엽장, 엽폭, 관부직경이 가장 우수하였다(Table 4).

B. cinerea에 의한 병발생과 EC농도는 작물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토마토에 발생하는 B. cinerea는 whey compost-tea의 
EC농도 증가와 높은 정의상관을 보인 반면(Pane et al., 2012) 오이에 발생하는 B. cinerea는 EC농도 증가와 부의 상관을 보
인다고 하였다(Segarra et al., 2007). Nam et al. (2018)은 딸기 수경재배에서 EC농도가 증가할수록 시들음병 발생과 식물체
내 질소함량이 증가하며, 오이에 발생하는 B. cinerea경우 인산농도가 증가할수록 병 발생도 높다고 하였다(Akutsu et al., 
1987). 따라서 EC농도에 따른 잿빛곰팡이병 발생은 작물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특히 딸기의 경우 식물체내 질소와 인산
이 잿빛곰팡이병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 추후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딸기 수경재배에서 배양액의 EC농도에 따라 생육에 영향을 보이는데 ‘설향’ 품종의 경우 배양액의 EC 1.0 dS · m-1 처리
구가 0.5나 2.0 dS · m-1 처리구보다 엽병장, 지상부 건물중 등 생육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여(Jun et al., 2011). 위의 결과와 비
슷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질소비료가 잿빛곰팡이병 발생을 증가시키는 원인은 포도에 발생하는 bunch rot의 경우 식물체 
생육이 왕성해 canopy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B. cinerea의 발달에 더 좋은 미 기상 조건이 되기 때문이라 한다(Gubler et al., 
1987; Mundy and Beresford, 2007; Williamson et al., 2007). 딸기의 경우에도 배양액의 EC가 높을수록 식물체의 생육도 왕성
해짐에 따라 처리간 미기상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Conclusion
Botrytis cinerea에 의해 발생하는 잿빛곰팡이병은 딸기재배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병해이다. 잿빛곰팡이병은 특히 수

경재배포장에서 12월부터 2월까지 수확기간 동안 발생이 높다. 이 연구는 ‘설향’ 품종에서 잿빛곰팡이병 발생에 대한 토
양재배에서 질소형태 시비와 수경재배에서 EC농도에 따른 효과를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 잿빛곰팡이병 발생에 대한 질
소형태는 질산칼슘 4수염(calcium nitrate tetrahydrate, CN4), 질산칼슘 10수염(calcium nitrate decahydrate, CN10), 황산암모늄
(ammonium sulfate, AS), 복합비료(commercial fertilizer 213, 213)를 처리하였고, EC효과는 0.5, 0.8, 1.0, 1.5 dS · m-1농도로 조
사하였다. 질소형태별 잿빛곰팡이병 발생율과 식물체내 질소농도는 무처리보다 높았다. AS처리는 tipburn과 잿빛곰팡이
병 발생이 가장 높았다. EC농도가 증가할수록 잿빛곰팡이병 발생과 잎의 질소와 인산 함량은 증가하였다. 이런 결과로 딸
기에 발생하는 잿빛곰팡이병은 식물체 잎의 질소와 배양액의 EC농도가 관련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Effect of electrical conductivity (EC) levels of nutrition solution in hydroponic culture on the growth 
of ‘Seolhyang’ strawberry plantlet.
EC (dS-m-1) Plant heightz (c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No. of leaves Diameter of crown (mm)
0.5 17.8c   7.8c 7.7c 5.9a 12.2b
0.8 21.6b   9.1b   8.5bc 6.2a   12.8ab
1.0 26.6a 10.4a 9.5a 6.3a 13.7a
1.5 25.1a 10.0a   9.2ab 6.3a   12.8ab
zSurvey date: 10 November, 2018.
a - c: 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s HS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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