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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시설재배에서 UV-B 램프와 멀칭 종류에 따른 흰가루병과 
점박이응애 억제

Suppression of Powdery Mildew and Two-Spotted Spider Mite by 
UV-B Radiation and Mulching Type of Strawberry Cultivation in the 
Green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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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Myeong Hyeon Nam*, Hyun Sook Kim, InHa Lee, Jeong Hak Seo, and Byung Joo Lee

Strawberry Research Institute, Chungnam ARES, Nonsan 32914, Korea

Powdery mildew and two-spotted spider mite are detrimental to strawberry plants and are controlled with 
traditional pesticides. To accommodate consumer demand, eco-friendly methods of pest control are re-
quired. Strawberries were cultivated (in soil and in a hydroponic system) for two years, and ultraviolet B (UV-B) 
irradiation was used as an alternative pest control during the harvesting season. Three varieties were grown 
(Seolhyang, Kingsberry, and Durihyang), and four UV-B lamp/mulch (black, green, and light reflection sheet 
[LRS]) combinations were used during harvesting: UV-B+black or green mulch, UV-B+black or green+LRS, 
no UV-B+black or green, and no UV-B+black or green+LRS. In all varieties, powdery mildew was 65% more 
controlled when UV-B irradiation was used. The adult two-spotted spider mite density was lowest in the UV-B 
lamp+black or green+LRS treatments. Therefore, UV-B irradiation during the strawberry harvesting season 
could effectively control powdery mildew and two-spotted spider mite with little side effect on the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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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딸기 수확기에 문제되는 주요 병해충은 흰가루병(Podos-

phaera aphanis)과 점박이응애(Tetranychus urticae)이다. 이들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살포는 소비자들의 안전성 우려가 지

속적으로 제기되어 친환경으로 방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자외선(ultraviolet, UV)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 방법이 여

러 작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그중 UV-B (파장 280‒340 nm)

를 이용한 흰가루병 방제는 포도(Willocquet 등, 1996), 오이

(Suthaparan 등, 2012, 2014), 장미(Kobayashi 등, 2014), 딸기

(Kanto 등, 2014; Suthaparan 등, 2016), 파슬리(Nishimura 등, 

2017), 토마토 유묘(Kobayashi 등, 2019)에서 효과가 확인되

었다. 또한 딸기의 잿빛곰팡이병 방제는 UV-B 조사와 길항균

인 Clonostachys rosea를 같이 처리했을 때 효과적이라 한다

(Costa 등, 2016).

UV-B를 이용한 해충 방제는 대부분 점박이응애에 국한되어 

있다(Murata와 Osakabe, 2013, 2014; Suzuki 등, 2014; Tan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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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6; Yoshioka 등, 2018). UV-B 조사에 의한 점박이응애의 

DNA손상에 의한 탈피 억제는 특히 제1정지기부터 제1약충기

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Murata와 Osakabe, 2017a). 딸기의 점

박이응애 방제를 위한 UV-B 적용은 직접적인 살충 효과 이외 

해충종합방제에 적용 가능성이 높으며(Nakai 등, 2018) 특히 사

막이리응애와 같은 천적을 병행하여 처리 시 점박이응애 방제

에 효과적이었다(Yuan과 Osakabe, 2020). 따라서 딸기의 흰가

루병과 점박이응애 방제에 UV-B 램프 이용은 병해충종합방제 

적용에 효과적일 것이다(Osakabe, 2021).

UV-C (파장  100‒280 mm)의  경우는  딸기의  흰가루병

(Janisiewicz 등, 2016; Onofre 등, 2021)과 점박이응애(Short 등, 

2018)에서 방제 효과가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딸기 수확기 UV-B 램프 조사 유무와 

함께 베드의 멀칭 종류에 따른 흰가루병과 점박이응애 등의 병

해충 억제 효과를 조사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물체와 재배방법. 1년차 시험에서는 설향과 킹스베리 품

종을 시험품종으로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Nonsan, 

Korea) 내 비닐하우스에서 2018년 9월 10일 정식하여 토경재

배하였다. 토경재배는 딸기 표준재배법(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3)에 준하여 재배하였다. 2년 차 시험에서

는 킹스베리와 두리향 품종을 시험품종으로 딸기연구소내 비

닐하우스에서는 토경재배, 유리온실에서는 수경재배로 수행

하였다. 토경재배는 2019년 9월 18일 정식하였고, 수경재배

는 2019년 9월 6일 정식하였다. 수경재배 배지는 딸기전용상

토(Purumi, Seoul Bio, Emseong, Korea)를 이용하였으며 양액

조성은 N:P:K:Ca:Mg=12.8:4:5.8:7.4:3.7 me/l였고 공급 EC관리

는 생육초기(정식 후–10월) 0.8‒1 dS/m, 생육중기(11월–2월) 

0.9‒1.1 dS/m, 생육후기(3월 이후) 1.0‒1.2 dS/m였다. 공급 pH

는 전 기간 5.8–6.0으로 설정하였다.

UV-B 처리. 1년차 시험은 토경재배에서 실시하였으며 UV-B

램프+두둑 흑색 멀칭, UV-B 램프+두둑 빛반사시트(light re-

flection sheet [LRS], Tyvek, Dupont, Wilmington, DE, USA) 멀

칭, 두둑 흑색 멀칭으로 구분하였다. UV-B 램프(SPWFD24UB-

1PA, Panasonic, Osaka, Japan)는 딸기포기로부터 1.5 m 높이

에 3 m 간격으로 2줄 설치하였다. UV-B 램프 가동 시간은 23–2

시까지 1일 3시간 조사하였으며 처리기간은 2018년 9월 21

일부터 2019년 5월 27일까지였다. 식물체의 UV-B 조도는 9.5 

(7.2–11.5) μW/cm2였고 1일 평균 조사량은 1.026 kJ/m2였다.

2년차 시험은 토경과 수경재배에서 실시하였으며 UV-B 램프

+두둑 흑색 멀칭(수경재배 베드 녹색멀칭), UV-B 램프+두둑 흑

색 멀칭+LRS (수경재배 베드 녹색 멀칭+LRS), 두둑 흑색 멀칭

+LRS (수경재배 녹색 멀칭+LRS), 두둑 흑색 멀칭(수경재배 녹

색 멀칭)으로 수행하였다. UV-B 램프 설치는 토경재배의 경우 

1년차와 동일하며 수경재배의 경우 1 m 높이로 4 m 간격 3열

로 설치하였다. 평균 UV-B 조도는 토경재배의 경우 1년차와 동

일하고 수경재배는 16.8 (6.3‒29.9) μW/cm2였고, 1일 평균 조사

량은 1.814 kJ/m2였다. 토경재배의 처리 일자는 2019년 9월 25

일부터 2020년 4월 6일까지는 23–2시/일까지 3시간 조사하였

고 2020년 4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는 22‒2시/일까지 4시간이

었다. 수경재배는 2019년 10월 14일부터 2020년 4월 27일까지 

23‒2시/일, 2020년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22‒2시/일 조사

하였다. UV조도 측정은 UVX radiometer (UVX-31 310 nm sen-

sor, UVP, San Gabriel, CA, USA)를 이용하였다. 시험기간 동안 

처리한 약제는 Table 1과 같다.

병해충 발생률 조사. 흰가루병 이병률은 1년 차 이병주율, 2

년 차 이병과율을 조사하였으며 나방류는 피해주율을 조사하

였다. 흰가루병과 나방류의 조사주수는 1년차는 처리구당 66

주, 2년차는 54주씩 조사하였다. 점박이응애와 목화진딧물 밀

도는 완전히 펼쳐진 3위엽을 대상으로 잎당 성충수를 조사하

였으며 조사주수는 처리당 10주씩 조사하였다.

시험구 배치 및 통계분석. 1년차 시험에서는 설향 품종은 

난괴법 3반복, 킹스베리 품종은 난괴법 2반복으로 시험을 수행

하였고 2년차 시험에서는 킹스베리와 두리향 품종 모두 난괴

법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처리 간 비교는 Costat 통계프로그램

(COSTAT, Monterey, CA, USA)을 이용하여 던칸다중검정(Dun-

can multiple range test, P<0.05)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흰가루병 방제 효과. UV-B 램프 처리에 의한 흰가루병 발생

은 1년차 시험에서 설향과 킹스베리 품종 모두 5월부터 시작되

었으며, 방제 효과는 설향 품종은 무처리 대비 88% 이상이었

고, 킹스베리 품종도 63% 이상을 보였다(Fig. 1A, B). 2년차 시험

에서도 UV-B 램프+흑색(수경재배 녹색)+LRS 멀칭 처리에 의한 

흰가루병 이병과율은 토경과 수경재배에서 킹스베리 품종은 

0.5–0.8%와 0.8% 이내(무처리 대비 98%), 두리향 품종은 2.9%

와 0.6% 이내(무처리 대비 92–96%)로 가장 낮은 발생률을 보였

다(Fig. 1C‒F). 특히 2년차 토경재배의 UV-B 램프 무처리구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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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list and spray date of pesticides used in this study

Culture type Treatment Disease and pest Spray date Pesticide and natural enemy

Soil culture
(first trial)

All treatments Anthracnose 2018 Sep 12 Prochloraz manganese WPa (50.0b)

Cotton aphid 2018 Oct 10 Chlorantraniliprole WG (5)

2018 Oct 25 Spinetoram WG (5)

2019 Jan 11 Flunicamid WG (10)

2019 Jan 15 Spirotetramat SC (22)

Soil culture
(second trial)

w/o UV-B lamp Powdery mildew 2019 Nov 22 Pydiflumetofen SC (18.35)

2019 Nov 29 Pydiflumetofen SC (18.35)

2019 Dec 6 Pyraziflumid SC (15)

2019 Dec 16 Pyraziflumid SC (15)

2020 Jan 3 Cyflufenamid+hexaconazole SC (3.5+1)

2020 Jan 7 Penthiopyrad EC (20)

2020 Jan 9 Penthiopyrad EC (20)

2020 Jan 14 Cyflufenamid+hexaconazole SC (3.5+1)

2020 Jan 21 Fluopyram+trifloxystrobin SC (21.3+21.3)

2020 Feb 11 Cyflufenamid+hexaconazole SC (3.5+1)

All treatments Two-spotted spider mite 2019 Nov 13 Phytoseiulus persimilis+Neoseiulus californicus

2019 Nov 20 Phytoseiulus persimilis+Neoseiulus californicus

2020 Jan 9 Neem oil EC (50)

2020 Jan 17 Pyflubumide SC (10)

2020 Jan 21 Cyenopyrafen SC (25)

2020 Feb 11 Neem oil EC (50)

Cotton aphid 2020 Apr 20 Spirotetramat SC (22)+Flunicamid WG (10)

2020 Apr 27 Spirotetramat SC (22)+Flunicamid WG (10)

Hydroponic 
culture

w/o UV-B lamp Powdery mildew 2019 Oct 10 Penthiopyrad EC (20)

2020 Mar 10 Cyflufenamid+hexaconazole SC (3.5+1)

2020 Mar 13 Cyflufenamid+hexaconazole SC (3.5+1)

All treatments Two-spotted spider mite 2019 Nov 13 Phytoseiulus persimilis+Neoseiulus californicus

2019 Nov 20 Phytoseiulus persimilis+Neoseiulus californicus

2020 Jan 29 Pyflubumide SC (10)

2020 Mar 11 Cyenopyrafen SC (25)

2020 Mar 13 Cyenopyrafen SC (25)

2020 Mar 27 Pyflubumide SC (10)+organic material

Cotton aphid 2020 Jan 10 Spirotetramat SC (22)+Flunicamid WG (10)

2020 Jan 17 Spirotetramat SC (22)+Flunicamid WG (10)

2020 Jan 29 Spirotetramat SC (22)

w/o, without; UV-B, ultraviolet B.
aWP, wettable powder; WG, water dispersible granule; SC, suspension concentrate; EC, emulsifiable concentrate.
bPercentage of active in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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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집중적인 방제로 발생률이 감소하였다가 4월부터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수경재배는 수확기 동안 지속적인 

발생률을 보여 흰가루병은 한번 발생이 되면 살균제 처리로도 

완전 방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딸기의 흰가루병 방제를 위해 매일 야간에 UV-B 

램프 조사 시 84%의 방제효과를 보였으나 1주일에 4일 처리는 

54%의 낮은 방제효과를 보여 UV-B 램프는 매일 처리해야 방

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Iwasaki 등, 2019; Sugeno 등, 

2018). UV-B에 의한 흰가루병 방제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

으로 야간 처리와 UV-B의 일일 조사량이 있다(Suthaparan 등, 

2016). 딸기 흰가루병은 UV-B의 일일 조사량이 2‒7 kJ/m2에서 

100% 방제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으며(Kanto 등, 2014) 본 시

험에서의 일일 조사량은 1‒1.8 kJ/m2로 흰가루병을 방제하기 

충분한 조사량이며 추후 품종별 딸기 식물체에 장해가 발생하

는 조사량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UV-B 램프 처리에 의한 딸기 흰가루병 방제 기작으로 흰가

Fig. 1. Incidence of powdery mildew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ultraviolet B (UV-B) lamp and mulching type on soil (A‒D) and hydro-
ponic (E, F) culture of strawberry plants in 2018‒2019 (A, B) and 2019‒2020 (C‒F). The vertical lines represent standard errors. LRS, light re-
flection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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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병에 대한 유도저항성 물질(phenyalanine ammonia lyase, 

chalcone synthase, chalcone isomerase, β-1,3-glucanase와 

osmotin-like protein) 발현이 보고되어 있다(Kanto 등, 2014; 

Meyer 등, 2021). 그중 PR-3와 PR-5 단백질은 딸기 흰가루병 방

제를 위한 유도저항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Ota 등, 2021). 따

라서 UV-B 램프에 의한 흰가루병 방제는 약제 저항성 문제를 

줄이며 수확기 친환경으로 방제할 수 있는 유용한 방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결과와 같이 UV-B 램프 처리는 흰가루병 발생 전에 예방

적으로 처리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UV-B 램프 처리 시작 전이

나 수확기 흰가루병 발생 밀도가 증가하면 적용 약제나 유기농

업자재의 방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UV-B 램프를 이용

한 딸기 흰가루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적용 약제의 처리시

기 등 처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점박이응애 방제 효과. UV-B 램프 처리에 의한 점박이응애 

Fig. 2. Density of adult two-spotted spider mites (TSSM) on strawberry leaf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ultraviolet B (UV-B) lamp and 
mulching type on soil (A‒D) and hydroponic (E, F) culture of strawberry plants in 2018-2019 (A, B) and 2019-2020 (C‒F). The vertical lines 
represent standard errors. LRS, light reflection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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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 효과는 1년 차 설향 품종에서 무처리보다 성충 밀도는 낮

았으며, UV-B+두둑 LRS 멀칭 처리가 UV-B 램프+두둑 흑색 멀

칭 처리보다 낮은 성충 밀도를 보였고, 킹스베리 품종도 5월 초

순 점박이응애 발생 시 UV-B 램프 처리에서 설향과 비슷한 방

제 효과를 보였다(Fig. 2A, B). 2년차 시험에서도 UV-B 램프+두

둑 흑색(수경재배 녹색)+LRS 멀칭 처리에 의한 토경과 수경재

배에서 점박이응애의 잎당 성충수는 킹스베리 품종에서 2와 

0.85마리, 두리향 품종은 2.1와 9.05마리로 3월까지 다른 처리

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Fig. 2C‒F).

Sakai와 Osakabe (2010)는 점박이응애가 식물체의 하엽 부

분에서 생장하는 주요 요인은 햇빛의 UV-B 파장을 회피하기 위

해서라고 한다. 햇빛의 UV-B에 영향을 받은 점박이응애 알의 

부화율은 UV-B 조도량보다는 축적된 UV-B 조사량에 부의 상

관이 있다고 한다(Sakai 등, 2012). 점박이응애의 알과 유충은 

성충보다 UV-B에 더 취약하며, 실험실의 UV-B 램프에서 점박

이응애의 알, 유충, 암컷 성충의 LD50값은 각각 0.58, 1.19, 26.12 

kJ/m2라고 하였다(Murata와 Osakabe, 2013). 그러나 태양광

의 UV-B는 점박이응애 알의 LD50값이 50 kJ/m2로 UV-B 램프

를 사용할 때보다 상당히 높다. 이런 이유는 태양광 상태에서

는 UV-B에 의한 DNA 피해가 UV-A부터 녹색광 파장에 의해 광

수복되기 떄문이다(Essen과 Klar, 2006; Murata와 Osakabe, 

2014, 2017b). 또한 UV-B 처리 후 점박이응애의 광수복을 위한 

시간은 4시간 이하라고 하였다(Murata와 Osakabe, 2014). 따

라서 점박이응애 방제를 위한 UV-B 램프 처리는 비록 흰가루

병 방제를 위해 9시부터 15시까지 처리하기도 하지만(Kanto 등, 

2014), 야간에 해가 뜨기 4시간 전까지 처리를 마쳐야 점박이응

애 방제에 효과적이다.

UV-B 램프 처리에 의한 점박이응애 방제 효과는 LRS를 멀칭

하였을 때 더 효과적이며 LRS가 점박이응애 방제에 필수적인 

요소라 하였다(Tanaka 등, 2016). 또한 점박이응애 밀도를 효과

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UV-B 램프 처리와 칠레이리응애

(Phytoseiulus persimilis), 사막이리응애(Neoseiulus californicus) 

등과 같은 천적 투입을 병행할 경우 효과적이다(Katayama 등, 

2020; Yuan과 Osakabe, 2020). UV-B에 대한 응애류 천적의 영

향은 칠레이리응애가 다른 천적보다 강하고, 사막이리응애는 

회피하는 능력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Tachi와 Osakabe, 

2012). 특히 차, 복숭아, 딸기 등의 꽃가루는 사막이리응애의 먹

이로 UV-B 피해를 감소시키는 항산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천

적의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Sugioka 등, 2018; Yuan 

등, 2021). 본 시험에서도 2년차 시험에서(Fig. 2C, D) 칠레이리응

애와 사막이리응애 투입을 병행한 결과 토경재배의 경우 수확 

후기까지 낮은 밀도를 유지하였다. 반면, 천적 투입 후 점박이

응애 밀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천적에 해가 적은 살비제와 유

기농업자재를 처리하여 밀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

한 UV-B 조사에 의한 점박이응애 방제 효과는 25oC보다 20oC

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Nakai 등, 2018) 온도가 높은 시기에는 

점박이응애의 발생 억제 효과가 낮아져 적용 약제 처리와 병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병해충 방제 효과. UV-B 램프 처리에 의한 꽃곰팡이

병, 목화진딧물, 나방류의 발생 억제효과는 처리 간 차이가 없

었다(data not shown).

3종의 총채벌레(파총채벌레, 꽃노랑총채벌레, 대만총채벌레)

는 UV-B처리에 의해 생장을 억제할 수 있으며(Qian 등, 2016), 

유리온실에서 고추에 발생하는 복숭아혹진딧물은 UV-B 처리

로 발생을 억제할 수 없었으나 UV-B와 UV–A의 비율에 따라 복

숭아혹진딧물의 정착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Dáder 

등, 2017). 또한 1 kJ/m2의 낮은 UV-B 조사를 5일간 애기장대

(Arabidopsis thaliana)에 처리 시 파밤나방과 복숭아혹진딧물

에 대해 저항성을 유도한다고 한다(Meyer 등, 2021). 따라서 본 

결과에서는 딸기에 발생하는 진딧물, 나방 등에 방제 효과는 보

이지 않았으나 해충 방제를 위한 UV-B 램프의 파장 비율, 저항

성유도물질 탐색 등이 추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UV-B 램프 처리에 딸기 수량과 조사 시간에 따른 과실

의 품질의 변화 등도 추후 자세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딸기에 발생하는 흰가루병과 점박이응애는 수확기 문제되는 

주요 병해충이다. 딸기 수확기 병해충방제를 위해 적용 약제를 

처리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친환경적 병해충 방

제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딸기 정식 후 자외선 램프(ultraviolet B, 

UV-B)를 이용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수확

기 토경과 수경재배로 2년 동안 시험을 수행하였다. 설향, 킹스베

리, 두리향 품종을 정식하였으며 UV-B 램프+멀칭 종류(흑색, 녹

색, 빛반사시트[light reflection sheet, LRS])별 4처리로 시험을 수

행하였다. 처리는 UV-B+흑색 또는 녹색 멀칭, UV-B+흑색 또는 

녹색+LRS, 무처리로 하였다. UV-B 램프 처리에 의한 흰가루병은 

모든 품종에서 65% 이상의 방제효과를 보였다. 점박이응애 성충 

밀도는 UV-B+흑색 또는 녹색+LRS 멀칭 처리가 다른 처리보다 

가장 낮았다. 따라서 딸기 수확기에 UV-B 램프 처리는 식물체에 

미치는 영향도 적으며 흰가루병과 점박이응애 밀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방제 방법이 될 수 있다.



Research in Plant Disease  Vol. 28  No. 2 67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References

Costa, L. B., Morandi, M. A. B., Stricker, S. M. and Bettiol, W. 2016. 
UV-B radiation reduces biocontrol ability of Clonostachys rosea 
against Botrytis cinerea. Biocontrol Sci. Technol. 26: 1736-1749.

Dáder, B., Moreno, A., Gwynn-Jones, D., Winters, A. and Fereres, A. 
2017. Aphid orientation and performance in glasshouses under 
different UV-A/UV-B radiation regimes. Entomol. Exp. Appl. 163: 
344-353.

Essen, L. O. and Klar, T. 2006. Light-driven DNA repair by photoly-
ases. Cell. Mol. Life Sci. 63: 1266-1277.

Iwasaki, Y., Sugeno, W., Goto, N., Honnma, Y., Yusa, M., Yamane, H. et 
al. 2019. Reconstruction support for the greenhouse strawberry 
production area in Miyagi Prefecture damaged by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Hortic. J. 88: 13-20.

Janisiewicz, W. J., Takeda, F., Nichols, B., Glenn, M., Jurick II, W. M. and 
Camp, M. J. 2016. Use of low-dose UV-C irradiation to control 
powdery mildew caused by Podosphaera aphanis on straw-
berry plants. Can. J. Plant Pathol. 38: 430-439.

Kanto, T., Matsuura, K., Ogawa, T., Yamada, M., Ishiwata, M., Usami, T. 
et al. 2014. A new UV-B lighting system controls powdery mil-
dew of strawberry. Acta Hortic. 1049: 655-660.

Katayama, H., Doi, M., Furuki, T. and Mannen, J. 2020. Effect of 
ultraviolet-B irradiation used in combination with phytoseiid 
mites on the control of the two-spotted spider mite Tetranychus 
urticae Koch in high-bench strawberry cultivation. Annu. Rep. 
Kansai Plant Prot. 62: 101-106. (In Japanese)

Kobayashi, M., Kanto, T., Fujikawa, T., Yamada, M., Ishiwata, M., Sa-
tou, M. et al. 2014. Supplemental UV radiation controls rose 
powdery mildew disease under the greenhouse conditions. 
Environ. Control Biol. 51: 157-163.

Kobayashi, T., Ito, K., Yokoda, Y., Sato, T. and Yamada, M. 2019. Con-
trol of powdery mildew disease in cucumber and tomato seed-
lings by supplemental UV-B irradiation. Hort. Res. 18: 65-71. (In 
Japanese)

Meyer, P., Van de Poel, B. and De Coninck, B. 2021. UV-B light and its 
application potential to reduce disease and pest incidence in 
crops. Hortic. Res. 8: 194.

Murata, Y. and Osakabe, M. 2013. The Bunsen-Roscoe reciprocity 
law in ultraviolet-B-induced mortality of the two-spotted spider 
mite Tetranychus urticae. J. Insect Physiol. 59: 241-247.

Murata, Y. and Osakabe, M. 2014. Factors affecting photoreactiva-
tion in UVB-irradiated herbivorous spider mite (Tetranychus 
urticae). Exp. Appl. Acarol. 63: 253-265.

Murata, Y. and Osakabe, M. 2017a. Development phase-specific 

mortality after ultraviolet-B radiation exposure in the two-
spotted spider mite. Environ. Entomol. 46: 1448-1455.

Murata, Y. and Osakabe, M. 2017b. Photo-enzymatic repair of UVB-
induced DNA damage in the two-spotted spider mite Tetrany-
chus urticae. Exp. Appl. Acarol. 71: 15-34.

Nakai, K., Murata, Y. and Osakabe, M. 2018. Effects of low tempera-
ture on spider mite control by intermittent ultraviolet-B irradia-
tion for practical use in greenhouse strawberries. Environ. Ento-
mol. 47: 140-147.

Nishimura, F., Mori, M. and Satou, M. 2017. Control of powdery mil-
dew of parsley by UV-B radiation. Annu. Rep. Kansai Plant Prot. 
59: 15-20. (In Japanese)

Onofre, R. B., Gadoury, D. M., Stensvand, A., Bierman, A., Rea, M. and 
Peres, N. A. 2021. Use of ultraviolet light to suppress powdery 
mildew in strawberry fruit production fields. Plant Dis. 105: 
2402-2409.

Osakabe, M. 2021. Biological impact of ultraviolet-B radiation on 
spider mites and its application in integrated pest manage-
ment. Appl. Entomol. Zool. 56: 139-155.

Ota, E., Nishimura, F., Mori, M., Tanaka, M., Kanto, T., Hosokawa, M. 
et al. 2021. Up-regulation of pathogenesis-related genes in 
strawberry leaves treated with powdery mildew-suppressing 
ultraviolet irradiation. Plant Pathol. 70: 1378-1387.

Qian, C. C., Aoki, S., Yamada, M. and Nakao, S. 2016. Influence of ul-
traviolet B rays on growth and reproduction of four pest thrips 
species (Thysanoptera: Thripidae) in a greenhouse and a natu-
ral enemy （Thysanoptera: Phlaeothripidae） of them. Jpn J. Appl. 
Entomol. Zool. 60: 179-188. (In Japanes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3. Manual for Strawberry 
Cultivation. 4th ed.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won, 
Korea. 225 pp. (In Korean)

Sakai, T. and Osakabe, M. 2010. Spectrum-specific damage and 
solar ultraviolet radiation avoidance in the two-spotted spider 
mite. Phytochem. Photobiol. 86: 925-932.

Sakai, Y., Sudo, M. and Osakabe, M. 2012. Seasonal changes in the 
deleterious effects of solar ultraviolet-B radiation on eggs of the 
twospotted spider mite, Tetranychus urticae (Acari: Tetranychi-
dae). Appl. Entomol. Zool. 47: 67-73.

Short, B. D., Janisiewicz, W., Takeda, F. and Leskey, T. C. 2018. UV-C 
irradiation as a management tool for Tetranychus urticae on 
strawberries. Pest Manag. Sci. 74: 2419-2423.

Sugeno, W., Iwasaki, Y. and Hachiya, Y. 2018. Irradiation with UV-B 
fluorescent bulbs suppresses strawberry powdery mildew. Acta 
Hortic. 1227: 549-554.

Sugioka, N., Kawakami, M., Hirai, N. and Osakabe, M. 2018. A pollen 
diet confers ultraviolet-B resistance in phytoseiid mites by pro-
viding antioxidants. Front. Ecol. Evol. 6: 133.

Suthaparan, A., Solhaug, K. A., Bjugstad, N., Gislerød, H. R., Gadoury, 
D. M. and Stensvand, A. 2016. Suppression of powdery mildews 
by UV-B: application frequency and timing, dose, reflectance, 
and automation. Plant Dis. 100: 1643-1650.

Suthaparan, A., Stensvand, A., Solhaug, K. A., Torre, S., Telfer, K. H., 



Research in Plant Disease  Vol. 28  No. 268

Ruud, A. K. et al. 2014. Suppression of cucumber powdery mil-
dew by supplemental UV-B radiation in greenhouses can be 
augmented or reduced by background radiation quality. Plant 
Dis. 98: 1349-1357.

Suthaparan, A., Torre, S., Mortensen, L. M., Gislerød, H. R., Stensvand, 
A., Solhaug, K. A. et al. 2012. Interruption of the night period by 
UV-B suppresses powdery mildew of rose and cucumber. Acta 
Hortic. 956: 617-620.

Suzuki, T., Yoshioka, Y., Tsarsitalidou, O., Ntalia, V., Ohno, S., Ohyama, 
K. et al. 2014. An LED-based UV-B irradiation system for tiny 
organisms: system description and demonstration experiment 
to determine the hatchability of eggs from four Tetranychus 
spider mite species from Okinawa. J. Insect Physiol. 62: 1-10.

Tachi, F. and Osakabe, M. 2012. Vulnerability and behavioral re-
sponse to ultraviolet radiation in the components of a foliar 
mite prey-predator system. Naturwissenschaften 99: 1031-1038.

Tanaka, M., Yase, J., Aoki, S., Sakurai, T., Kanto, T. and Osakabe, M. 
2016. Physical control of spider mites using ultraviolet-B with 

light reflection sheets in greenhouse strawberries. J. Econ. Ento-
mol. 109: 1758-1765.

Willocquet, L., Colombet, D., Rougier, M., Fargues, J. and Clerjeau, 
M. 1996. Effects of radiation, especially ultraviolet B, on conidial 
germination and mycelial growth of grape powdery mildew. 
Eur. J. Plant Pathol. 102: 441-449.

Yoshioka, Y., Gotoh, T. and Suzuki, T. 2018. UV-B susceptibility and 
photoreactivation in embryonic development of the two-spot-
ted spider mite, Tetranychus urticae. Exp. Appl. Acarol. 75: 155-
166.

Yuan, L., Mori, S., Haruyama, N., Hirai, N. and Osakabe, M. 2021. 
Strawberry pollen as a source of UV-B protection ingredients for 
the phytoseiid mite Neoseiulus californicus (Acari: Phytoseiidae). 
Pest Manag. Sci. 77: 851-859.

Yuan, L. and Osakabe, M. 2020. Dose-response and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mortality of spider mite and predatory mite 
eggs caused by daily nighttime ultraviolet-B irradiation. Photo-
chem. Photobiol. 96: 877-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