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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bilurin계 살균제에 대한 고추탄저병균의 교차저항성과 
Pyraclostrobin 저항성균에 대한 다른 기작 살균제의 억제 효과

Cross-resistance of Colletotrichum acutatum s. lat. to Strobilurin 
Fungicides and Inhibitory Effect of Fungicides with Other 
Mechanisms on C. acutatum s. lat. Resistant to Pyraclostr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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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in Park and Heung Ta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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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totrichum acutatum s. lat. 20JDS8 sensitive and 20CDJ6 resistant to pylaclostrobin were used to investi-
gate the cross-resistance with fungicides belonging to the strobiluri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fungicidal 
controlling activities with different mechanisms against the isolate resistant to the fungicide. The resistant 
isolate of 20CDJ6 also showed the resistance to azoxystrobin, trifloxystrobin, and kresoxim-methyl, suggest-
ing that there is a cross-resistance relationship. All fungicides with different action mechanisms inhibited my-
celial growth of both susceptible and resistant isolates of C. acutatum s. lat., but their disease control effects in 
fruit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fungicides. The disease control effect of isopyrazam against 20JDS8 and 
20CDJ6 was very low, and fluazinam showed a control effect of 91.9% and 88.1% against 20JDS8 and 20CDJ6 
only when it was treated before inoculation by spraying spore suspensions on pepper fruits without wounds. 
Tebuconazole and prochloraz effectively inhibited not only the mycelial growth of 20JDS8 and 20CDJ6 on po-
tato dextrose agar medium, but also disease incidence in red pepper fruits. As a result of this study, C. acuta-
tum s. lat. 20CDJ6 resistant to pyraclostrobin showed cross-resistance with other strobilurin fungicides. In ad-
dition, we think that fluazinam, tebuconazole, and prochloraz can be recommended as alternative fungicides 
for the control of red-pepper pyranthracnose pathogens resistant pyraclostrobin. However, fluazinam can be 
effective only if it is treated protectively before the occurrence of the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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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살균제란 식물병원균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식물체에 처리

하여, 병원균을 죽이거나 식물체에서 병 저항성을 유기하는 화

합물, 천연물 및 미생물을 말한다. 이 중 유기합성을 통해서 만

든 화학 살균제는 1900년대 이후에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에 개발된 살균제는 식물체로의 침투이행성과 

치료 효과, 그리고 병원균에 대한 특이적인 작용점을 갖는 특징

이 있다(Tudi 등, 2021). 살균제가 병원균에 대해서 특이적인 작

용점을 가지게 되면서 인축이나 환경에 대한 안전성은 높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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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살균제에 대한 병원균들의 저항성 발현이라는 다른 문제

가 발생하게 되었다.

Strobilurin계 살균제는 1996년에 개발된 azoxystrobin

을 비롯하여 2002년까지 6종의 살균제가 등록되어 사용되

기 시작하였다(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22). 

Azoxystrobin은 개발 초기부터 72개국에서 84종의 작물에

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약 400여종의 식물병원균의 방제

에 사용될 정도로 적용 범위가 넓었다(Bartlett 등, 2002). 고

추 탄저병의 방제를 위해서는 pyraclostrobin이 2002년에, 

trifloxystrobin과 azoxystrobin은 2003년과 2008년에 등록

되어 사용되고 있다. Strobilurin계 살균제는 식물 병원성 곰

팡이의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하는 cytochrome bc1 복

합체의 한 부분인 cytochrome b에 부착하여 미토콘드리아

의 호흡을 저해하는 특이한 작용기작을 갖는다(Bartlett 등, 

2002). 이런 strobilurin계 살균제는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

우 저항성균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실제 strobi-

lurin계 살균제에 대한 저항성균의 발생은 1998년 독일 북부

의 밀 재배 지역에서 흰가루병균인 Blumeria graminis f. sp. 

tritici에서 최초로 보고되었다(Heaney 등, 2000). 그 후 흰가

루병균, 노균병균, Alternaria spp., Pyricularia grisea, Ventu-

ria sp. 등 다양한 식물병원균에서 저항성균의 발생에 대한 보

고가 이어졌다(Collina 등, 2005; Ishii 등, 2001; Kim 등, 2003, 

2008; Ma 등, 2003; Sierotzki 등, 2000; Steinfeld 등, 2001). 이

런 strobilurin계 살균제 저항성은 cytochrome b 유전자의 

143번째 아미노산이 glycine (GGT)에서 alanine (GCT)으로 

치환되는 점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한다(Gisi 등, 2002).

국내에서 고추 탄저병 방제용 살균제는 381개 품목이 등록

되어 사용되고 있는데(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22), strobilurin계 살균제는 단제 78종, 합제 63종으로, 전체 

등록 품목의 37.0%를 차지하고 있다. Strobilurin계 살균제는 6

종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pyraclostrobin이 strobilurin

계 살균제의 37.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등록되어 있다. 많은 

품목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에서의 사용량도 많을 것

으로 예상되는 pyraclostrobin에 대한 고추탄저병균의 저항성

은 2015년에 청양, 공주, 부여, 익산 지역의 고추 재배 지역에서 

채집한 병원균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Kim 등, 2019), 최근에

는 전국적으로 저항성균의 발생이 확대되었다(Isa 등, 2020). 이

처럼 고추 탄저병에 대한 방제 효과가 우수한 pyraclostrobin

에 대한 저항성 탄저병균의 발생이 보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농가 현장에서는 여전히 작용기작 그룹이 동일한 ‘다3’군의 

살균제를 다른 살균제로 오인하며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장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용기작이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살균제 간의 교차 저항성 여부를 명확하게 규

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pyraclostrobin 감

수성과 저항성 탄저병균을 사용하여 동일한 작용기작을 갖는 

strobilurin계 살균제에 대한 교차 저항성 여부를 한천희석법과 

고추 열매 검정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작용기작이 다

른 그룹의 살균제를 선발하여 pyraclostrobin 저항성균에 대한 

균사생장 억제효과와 병 방제효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

여 작용기작이 다른 살균제를 교호 살포해야 하는 이유를 규명

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에 사용한 병원균. 고추 포장에서 뚜렷한 탄저병의 병

징을 보이는 열매를 채집하여 단포자를 분리하였다. 고압 멸

균한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병징 부위에 형성된 분생포자를 

떼어 멸균증류수(300 μg/ml의 streptomycin 첨가)에 넣고 

고르게 섞어 포자 현탁액을 만들었다. 포자 현탁액의 밀도를 

1×10⁴ 개/ml로 조절한 후, 50 μl를 300 μg/ml의 streptomy-

cin이 첨가된 PDA 배지(potato dextrose agar; Becton, Dick-

inson and Company, Difco, Sparks, MD, USA)에 도말하여 

25oC 배양기에서 2일간 배양하였다. 배지에 형성된 단균총을 

새로운 PDA 배지에 접종하고 25oC에서 10일간 배양하였다. 

분리한 고추탄저병균에서 pyraclostrobin에 대해서 감수성인 

균주와 저항성인 균주를 각각 1균주씩 선발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다. C. acutatum s. lat. 20JDS8은 pyraclostrobin에 대한 

EC50값이 10 μg/ml 이하인 감수성균이었으며, C. acutatum s. 

lat. 20CDJ6은 10 μg/ml 이상인 저항성균이었다. 두 균주는 

PDA 사면배지에 접종하고 25oC에서 10일간 배양한 후, 4oC에

서 보관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살균제. Strobilurin계 살균제 간의 교차저항

성 조사를 위해서 pyraclostrobin (다3, a.i. 20%, WG), azoxys-

trobin (다3, a.i. 21.7%, SC), trifloxystrobin (다3, a.i. 22%, SC), 

kresoxim-methyl (다3, a.i. 44.2%, SC)을 선발하여 한천희석법

과 고추 열매 접종법을 실시하였다. 살균제의 농도는 한천희석

법에서는 10, 2, 0.4, 0.08, 0.016 μg/ml로, 열매 접종법에서는 67 

μg/ml로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작용기작이 다른 살균제

의 pyraclostrobin 저항성균에 대한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 

pyraclostrobin(다3, a.i. 20%, WG)과 더불어 dithianon (카, a.i. 

75%, WP), isopyrazam (다2, a.i. 12.57%, EC), fluazinam (다5, a.i. 

50%, WP), tebuconazole (사1, a.i. 25%, WP), prochloraz (사1, 

a.i. 25%, EC)를 선발하여 균사생장 억제효과와 병 방제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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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으며, 사용한 살균제의 최종 농도는 Table 1과 같이 조

절하였다.

균사생장 억제효과 검정. 실험에 사용한 살균제는 멸균증

류수에 현탁하여 멸균한 PDA 배지에 첨가하였으며, 세균 오염

을 방지하기 위해 PDA 배지에 300 μg/ml의 streptomycin을 첨

가하였다. Pyraclostrobin 감수성 C. acutatum s. lat. 20JDS8과 

저항성 C. acutatum s. lat. 20CDJ6을 25oC의 PDA 배지에서 14

일간 배양한 후, 균총의 선단에서 직경 3 mm의 균사 조각을 떼

어 접종원으로 사용하였다. 접종원의 균사 조각을 살균제를 농

도별로 첨가한 PDA 배지의 중앙에 균사면이 배지를 향하도록 

뒤집어서 접종하였다. 병원균을 접종한 배지는 25oC의 암조건

에서 5–7일간 배양한 후, 살균제를 첨가하지 않은 배지에서 균

총의 직경이 약 40 mm 전후가 되었을 때, 직경을 조사하고, 아

래 식에 의해서 살균제의 균사생장 억제율(%)을 계산하였다.

Inhibition ratio (%)
of mycelial growth

= (1 –

Colony diameter on PDA 
amended with fungicide

) × 100
Colony diameter on PDA 

amended without fungicide

상처 접종을 통한 병 방제 효과 검정. 혈당침(softclix, 0.4 

mm, ACCU-CHEK, Seoul, Korea)을 사용하여 고추 열매의 상

단, 중단, 하단의 총 3곳에 상처를 유발하였다. PDA 배지에서 

각각 형성된 pyraclostrobin 감수성과 저항성 고추탄저병균 C. 

acutatum s. lat. 20JDS8과 20CDJ6의 포자를 수확하여 현탁액

의 포자 밀도가 1x106개/ml가 되도록 조정하고, 실험에 사용한 

살균제를 포자 현탁액에 정해진 농도가 되도록 조절하여 처리

하고, 고추 열매의 상처 부위에 15 μl씩 점적하여 접종하였다. 

병원균의 포자를 접종한 고추 열매는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5

일간 25oC의 암 상태에서 습실 처리하였다. 습실처리를 위하여 

각 플라스틱 상자에 종이 타올을 2장씩 깔고, 증류수를 100 ml

씩 부어 주었다. 습실 처리가 끝난 고추 열매는 플라스틱 상자

의 뚜껑을 열고 상온에서 다시 5일간 보관하며 발병을 유도하

였다. 병 발생 정도는 상처 부위에 형성된 병반의 길이를 측정

하여 조사하였으며, 살균제의 병 방제 효과는 아래식으로 계산

하였다.

Controlling
efficacy (%)

= (1–

Long length of lesions inoculated with 
fungicide-treated spore suspension

) × 100
Long length of lesions inoculated with 
fungicide-untreated spore suspension

무상처 접종을 통한 병 방제 효과 검정. PDA 배지에서 형성

된 C. acutatum s. lat. 20JDS8과 20CDJ6의 포자를 수확하여 현

탁액에서 포자 밀도를 1x106개/ml로 조절하였다. 병원균의 포

자 현탁액을 고추 열매에 분무 접종한 후에, 접종한 고추 열매

를 25oC의 암 상태에서 5일간 습실 처리하고, 습실을 제거한 후 

다시 25oC에서 5일간 보관하며 발병을 유도하였다. 실험에 사

용한 살균제는 병원균의 포자를 접종하기 1일 전과 1일 후에 각

각 고추 열매에 살포하여 예방 효과와 치료 효과를 조사하였다. 

예방 효과 검정 시 살균제 용액은 병원균을 접종하기 1일 전에 

분무 처리하고, 고추 열매를 상온에서 1일간 풍건한 후 병원균

을 접종하였다. 치료 효과는 병원균을 분무 접종하여 1일간 습

실 처리한 후, 열매를 1시간 풍건하고 살균제를 처리하였다. 살

균제 처리 후에는 곧바로 다시 바로 습실 처리하여 발병을 유

도하였다. 살균제의 예방 효과와 치료 효과는 각 처리구의 열매

에 발생한 탄저병의 발병도를 조사하여 무처리구 열매의 발병

도와 비교하여 계산하였다. 모든 처리는 3반복으로 실시하였으

며, 처리당 5개의 고추 열매를 사용하였다. 열매에서의 발병 정

도는 발병지수로 조사한 값을 아래 식을 이용하여 발병도로 계

산하였다. 발병지수의 기준은 Table 2와 같았다.

Table 1. Fungicides and their concentrations used in each test 
method

Fungicide Test method Concentration (μg/ml)
Dithianon Agar dilution method 100, 10, 1, 0.1, 0.01

Pepper fruit method 375

Isopyrazam Agar dilution method 100, 10, 1, 0.1, 0.01

Pepper fruit method 63.75

Pyraclostrobin Agar dilution method 10, 2, 0.4, 0.08, 0.016

Pepper fruit method 67.0

Fluazinam Agar dilution method 100, 10, 1, 0.1, 0.01

Pepper fruit method 250

Tebuconazole Agar dilution method 50, 5, 0.5, 0.05, 0.005

Pepper fruit method 250

Prochloraz Agar dilution method 4, 0.8, 0.16, 0.032, 0.0064

Pepper fruit method 125

Table 2. Criteria for the disease index on pepper fruit

Disease index Area of lesion on each pepper fruit

0 No disease

1 Less than 25%

2 25% or more to less than 50%

3 50% or more to less than 75%

4 75%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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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incidence (%)

= 
(i × Number of pepper fruits)

× 100
4 × N

i=disease index, k=constant of incidence index, N=Total 

number of fruits in each replication.

각 처리의 병 방제 효과(%)는 발병지수를 이용하여 조사한 

발병도를 사용하여 아래식으로 계산하였다. 

Controlling 
efficacy (%)

= (1–

Disease incidence of pepper fruits
treated with fungicides

) × 100
Disease incidence of pepper fruits

not treated with fungicides

결과 및 고찰

한천희석법을 이용한 strobilurin계 살균제의 균사생장 
억제효과. Pyraclostrobin 감수성인 C. acutatum s. lat. 

20JDS8의 pyraclostrobin에 대한 EC50값은 0.1 μg/ml이었지

만, azoxystrobin, trifloxystrobin, kresoxim-methyl에 대한 

EC50값은 모두 100 μg/ml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저항

성균인 20CDJ6의 pyraclostrobin에 대한 EC50값은 100 μg/

ml 이상이었으며, 세 약제에 대한 EC50값은 역시 100 μg/ml 

이상이었다. Pyraclostrobin에 대한 EC50값은 감수성균과 저

항성균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으나, 저항성균과 감수성

균 각각의 azoxystrobin, trifloxystrobin, kresoxim-methyl

에 대한 EC50값이 너무 커서, 감수성균과 저항성균 간에 뚜

렷한 차이를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azoxystrobin, tri-

floxystrobin, kresoxim-methyl의 동일한 농도에서 20JDS8

과 20CDJ6에 대한 균사생장 억제효과를 비교하여 보면, 감

수성인 20JDS8에 대한 억제효과가 저항성인 20CDJ6에 대

한 효과보다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strobilurin계에 속하

는 pyraclostrobin을 비롯한 azoxystrobin, trifloxystrobin, 

kresoxim-methyl 등의 살균제 간에는 교차 저항성 관계가 있

음을 보여주고 있었다(Fig. 1). 하지만 Fig. 1에서 보는 것과 같

이 동일한 계열에 속하는 살균제라고 하여도 감수성균인 C. 

acutatum s. lat. 20IDS8에 대한 균사생장 억제효과에는 차이

가 심하였다. 많은 식물병원균에서 살균제의 효과를 검정하

거나 살균제에 대한 저항성 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 사용

하는 방법이 한천희석법을 이용한 균사생장 억제효과 검정

이다(Kim 등, 2004). 그런데 strobilurin계 살균제는 미토콘드

리아 내막에서 전자전달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

는 작용기작을 가지고 있다(Gisi 등, 2002). 그런데 배지 상에

서 균사생장 억제효과를 검정할 때, Botrytis cinerea와 같이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병원균에 대한 억제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내 검정 시에 유의하여야 한

다(Kim 등, 2014). 결국 Fig.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pyraclos-

trobin을 제외한 azoxystrobin, trifloxystrobin, kresoxim-

methyl의 고추탄저병균에 대한 효과 검정을 한천희석법을 

사용하여 균사생장 억제효과를 조사한다면, 감수성균과 저

항성균 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한천희석법을 사용하여 균사생장 억제효과를 조사하는 방법

으로 strobilurin계 살균제에 대한 고추탄저병균의 저항성 모

니터링을 실시할 때에는, pyraclostrobin을 사용하여 고추탄

저병균에 대한 효과를 검정하는 것이 감수성과 저항성균 간

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다.

고추 열매 검정을 이용한 strobilurin계 살균제의 예방 및 
치료 효과. 고추 열매에 pyraclostrobin에 대해서 감수성과 

저항성인 병원균의 포자 현탁액을 각각 상처 점적 접종하여 

pyraclostrobin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Fig. 2에서 보는 것처럼 

감수성균의 방제 효과는 85.1%이었지만, 저항성균의 효과는 

17.7%로 급감하였다. 이런 현상은 상처 점적 접종뿐만 아니라 

무상처 분무 접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Fig. 3). 감수

성균인 20JDS8을 접종하였을 때, pyraclostrobin의 예방 및 치

료 효과는 71.4%와 76.5%이었지만, 저항성균인 20CDJ6을 사

용하였을 경우에는 11.9%와 0.7%로 감소하였다.

Fig. 1. Mycelial growth inhibiting ratio (%) of Colletotrichum 
acutatum s. lat. 20JDS8 (A) and 20CDJ6 (B) causing pepper an-
thracnose in PDA treated with fungicides. Isolate 20 JDS8 was 
sensitive to pyraclostrobin, and 20CDJ6 was resistant. The inhi-
bition rate was investigated by agar dilution method on potato 
dextrose agar (PDA) medium. After incubating the medium in-
oculated with the pathogen for 5 to 7 days in a dark condition at 
25°C, when the diameter of the colony became about 40 mm in 
PDA treated without any fungicides, the colony diameter of C. 
acutatum s. lat. was measured, and the mycelial growth inhibi-
tion rate (%) was calculated.

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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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처 분무 접종을 통하여 pyraclostrobin과 동일한 계열에 

속하는 azoxystrobin, trifloxystrobin, kresoxim-methyl의 탄저

병 방제 효과를 조사하였다. 20JDS8에 대한 azoxystrobin, tri-

floxystrobin, kresoxim-methyl의 예방 효과는 76.9%, 78.9%, 

69.2%이었으며, 20CDJ6에 대한 예방 효과는 2.1%, 29.8%, 

19.2%이었다(Figs. 4, 5). 병원균을 먼저 접종하고 살균제를 처

리한 치료 효과 검정에서도 감수성균과 비교하여 저항성균에 

대한 효과가 감소하였다. 결국 고추 열매 검정에서도 한천희석

법을 이용한 균사생장 억제효과 검정과 동일하게 strobilurin

계 살균제인 pyraclostrobin, azoxystrobin, trifloxystrobin, 

kresoxim-methyl 간의 교차 저항성이 인정되었다.

Fig. 2. Disease control efficacy of pyraclostrobin on Colletotrichum 
acutatum s. lat. 20JDS8 and 20CDJ6 causing pepper anthracnose in 
an wound inoculation experiment. Isolate 20 JDS8 was sensitive to 
pyraclostrobin, and 20CDJ6 was resistant. (A) The disease control 
efficacy calculated with the lesion length of the fungicide-applied 
treatment versus the lesion length of the non-pyraclostrobin-ap-
plied treatment. (B) The lesions that occurred when C. acutatum s. 
lat. 20JDS8 and 20CDJ6 were inoculated on untreated and treated 
peppers with pyraclostrobin, respectively.

Fig. 3. Protective and curative effects of pyraclostrobin against the 
susceptible isolate 20JDS8 and resistant isolate 20CDJ6 of Colletot-
richum acutatum s. lat. in a non-wound inoculation experiment. (A) 
The disease control efficacy calculated with the disease incidence 
on a pepper fruit. (B) The lesions that occurred when C. acutatum s. 
lat. 20JDS8 (B-1 and B-2) and 20CDJ6 (B-3 and B-4) were inoculated 
by spraying spore suspensions on unwound pepper fruits. Pyra-
clostrobin was treated before (B-1 and B-3) and after (B-2 and B-4) 
inoculation. In all photos, the left side is the pepper fruit not treated 
with pyraclostrobin, and the right side shows the pepper fruit treat-
ed with pyraclostrobin.

Fig. 4. Effect of fungicides used as preventive and curative applica-
tion on pepper fruits sprayed with conidial suspension of Colletot-
richum acutatum s. lat. 20JDS8 (A) and 20CDJ6 (B). The difference 
between each treatment was tested by Duncan for protective and 
curative effects, respectively. Values labeled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Fig. 5. Control effect of 3 fungicides on pepper anthracnose caused 
by Colletotrichum acutatum s. lat. Diluted with a field dilution fold, 
3 fungicides were applied before and after inoculation with a sus-
ceptible isolate 20JDS8 and a resistant isolate 20CDJ6, respectively. 
(A) Protective effect of fungicides in experiments inoculated with a 
susceptible isolate 20JDS8. (B) Curative effect of fungicides in ex-
periments inoculated with a susceptible isolate 20JDS8. (C) Protec-
tive effect of fungicides in experiments inoculated with a resistant 
isolate 20CDJ6. (D) Curative effect of fungicides in experiments in-
oculated with a resistant isolate 20CDJ6. 1, untreated control; 2, 
azoxystronin; 3, trifloxystrobin; 4, kresoxim-meth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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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기작이 다른 살균제의 고추탄저병균에 대한 균사생장 
억제효과. Pyraclostrobin 감수성 균주인 C. acutatum s. lat. 

20JDS8과 저항성 균주인 20CDJ6을 선발하여 실시한 한천희석법

에서 두 균주에 대한 pyraclostrobin의 평균 EC50값은 20JDS8에 

대해서 0.1 μg/ml, 20CDJ6에 대해서 100 μg/ml 이상으로 뚜렷하

게 구분되었다. Pyraclostrobin과 작용기작이 다른 dithianon을 비

롯한 5종 살균제의 균사생장 억제효과를 조사한 결과(Fig. 6), 감

수성인 20JDS8에 대한 살균제의 EC50값은 dithianon 752.6 μg/ml, 

isopyrazam 0.8 μg/ml, fluazinam 0.1 μg/ml, tebuconazole 0.2 

μg/ml, prochloraz 0.1 μg/ml로 나타났으며, 저항성인 20CDJ6

에 대해서는 dithianon 657.2 μg/ml, isopyrazam 2.8 μg/ml, flua-

zinam 0.6 μg/ml, tebuconazole 0.3 μg/ml, prochloraz 0.1 μg/ml로 

나타났다. 결국 Fig.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pyraclostrobin 감수

성과 저항성인 20JDS8과 20CDJ6은 작용기작이 다른 살균제에 

대해서는 모두 감수성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dithianon의 경

우, 20JDS8과 20CDJ6에 대한 효과에 차이는 없었지만, 다른 살

균제에 비하여 균사생장 억제효과가 낮았다. 본래 dithianon은 

병원균의 균사생장 억제효과보다는 포자발아 억제효과가 우수

한 보호살균제로 알려져 있다. 사과에 병을 일으키는 Phlyctema 

vagabunda에 대해서 10 μg/ml와 100 μg/ml로 처리한 dithi-

anon과 difenoconazole의 억제효과를 비교하여 보아도, 보호

살균제의 특성을 알 수 있다(Wood와 Fisher, 2017). Dithianon

의 포자발아 억제효과는 10 μg/ml와 100 μg/ml 처리구에서 

72.5%와 85.0%이었으나, 균사생장 억제효과는 25.0%와 33.3%

이었다. 하지만 치료살균제인 difenoconazole은 동일한 농도 처

리구에서 포자발아 억제효과가 0%와 41.3%, 그리고 균사생장 

억제효과는 81.7%와 93.3%로, 보호살균제인 dithianon과 반대

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고추 열매 상처 접종에서 작용기작이 다른 살균제의 병 방제. 
Dithianon, pyraclostrobin, tebuconazole 등은 pyraclostrobin 감

수성 고추탄저병균에 대해서 96.4%, 85.3%, 100.0%의 병 방제효

Fig. 6. Inhibitory ratio (%) of mycelial growth of Colletotrichum acutatum s. lat. according to several fungicides: (A) dithianon, (B) isopyrazam, 
(C) pyraclostrobin, (D) fluazinam, (E) tebuconazole, and (F) prochlor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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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였으며, prochloraz는 50.6%로 3종의 살균제보다는 통계

적으로 낮은 방제효과를 보였다(Fig. 7). Isopyrazam과 fluazinam

의 방제효과도 8.9%와 26.8%로 통계적으로 낮은 효과를 보였다. 

저항성 균주인 20CDJ6에 대해서 pyraclostrobin 18.0%의 효과를 

보였는데, dithianon, tebuconazole, prochloraz는 76.9%, 82.7%, 

68.7%의 효과를, isopyrazam과 fluazinam은 5.2%와 24.1%의 낮

은 효과를 보였다. Fig. 8에서도 pyraclostrobin은 감수성 균주를 

접종한 열매에서 우수한 방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저항

성 균주를 접종한 경우에는 무처리구와 비슷한 병 발생을 보였

다. 감수성 균주인 20JDS8과 저항성 균주인 20CDJ6 모두에 대해

서 dithianon은 예방효과가 우수하였으나, tebuconazole은 예방

효과와 치료효과 모두가 우수하였다. 감수성과 저항성 균주 모

두에 대해서 우수한 균사생장 억제효과를 보였던 fluazinam은 

상처 첩종 결과 감수성균과 저항성균 모두에 대해서 저조한 병 

방제 효과를 보였다.

고추 열매 무상처 접종에서 작용기작이 다른 살균제의 병 방
제. 감수성 균주인 20JDS8을 무상처 분무 접종하고 조사한 di-

thianon, pyraclostrobin, fluazinam, tebuconazole, prochloraz의 

병 방제 효과는 각각 75.7%, 51.4%, 95.4%, 91.9%, 100.0%, 89.2%

이었다(Fig. 9). 하지만 고추 열매에 병원균을 접종하고 1일 후에 

살균제를 처리한 치료 효과 검정에서는 pyraclostrobin의 효과가 

76.5%, tebuconazole과 prochloraz의 효과는 85.2%와 79.6%로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dithianon은 22.2%로, fluazinam

은 0%로 예방 효과에 비하여 치료 효과가 매우 저조하였다. 저

항성 균주 20CDJ6을 접종원으로 사용하여 예방 효과를 조사

한 결과, dithianon, fluazinam, tebuconazole, prochloraz의 효

과는 각각 49.2%, 88.1%, 98.3%, 98.3%이었으나, pyraclostrobin

은 11.9%로 낮은 효과를 나타냈다. 치료 효과는 tebuconazole과 

prochloraz가 88.9%로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dithianon, pyra-

clostrobin, fluazinam은 22.2%, 5.6%, 2.2%로 저조하였다. 

고추 탄저병의 방제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isopyrazam은 병

원균의 숙신산탈수소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rp 등, 2011). 본 실험에서 isopyrazam은 배지 상에서 실

시한 병원균의 균사생장 억제효과는 우수하였지만, 고추 열매

에 병원균을 상처나 무상처 접종하고 조사한 병 방제 효과는 

모두 저조하여 실제 포장에서 탄저병을 방제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Fluazinam은 병원균의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합성을 저해

하는 작용기작을 가지고 있으며(Vitoratos, 2014), 오이에 갈색

무늬병을 일으키는 Corynespora cassiicola에 대해서는 우수한 

균사생장과 포자발아 억제효과를 보인다. 오이 잎에 100 μg/ml 

fluazinam을 예방 처리하였을 경우 병 방제 효과는 97.5%이었

지만, 치료 처리할 경우에는 58.2%로 감소하였다(Li 등, 2020). 

본 실험에서도 상처를 내지 않은 열매에 fluazinam을 예방 처리

하였을 때에는 효과가 우수하였지만, 치료 처리할 경우에는 효

과가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fluazinam을 처리한 병원균의 포

자 현탁액을 고추 열매의 상처 위에 접종할 경우도 방제효과가 

26.8%로 매우 낮았다. 하지만 pyraclostrobin 저항성 탄저병균

에 대해서도 효과가 우수한 만큼, 고추 탄저병 방제를 시작하

는 병 발생 전에 예방 처리할 수 있는 보호살균제로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실험의 결과 pyraclostrobin에 대해서 저항성인 고추탄저

병균은 strobilurin계에 속하는 azoxystrobin, trifloxystrobin, 

kresoxim-methyl에 대해서도 저항성이어서, 동일한 계열에 

속하는 살균제 간에 교차저항성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Pyraclostrobin과 작용기작이 다른 살균제는 저항성균의 균사 

생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병 방제 효과도 우수하였다. 하지

만 숙신산탈수소 효소 활성 억제제인 isopyrazam은 병원균의 

균사 생장을 억제하지만, 병 방제 효과가 낮은 관계로 pyraclos-

trobin의 대체 살균제로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미토

콘드리아에서 ATP 합성을 저해하는 fluazinam은 보호살균제

처럼 발병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작용기작이 전혀 

Fig. 7. Effect of fungicides on pepper anthracnose caused by Col-
letotrichum acutatum s. lat. 20JDS8 and 20CDJ6. This experiment 
was performed using the pepper fruits. When inoculating patho-
gens, 20JDS8, a pyraclostrobin-sensitive isolate, and 20CDJ6, a re-
sistant isolate, were inoculated on pepper fruits by an wounding 
method, respectively. The difference between each treatment was 
tested by Duncan for protective and curative effects, respectively. 
Values labeled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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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tebuconazole과 prochloraz는 감수성균과 저항성균 모

두에 대해서 균사생장 억제효과 뿐만 아니라, 예방 및 치료효과

도 보이기 때문에 저항성 발생율이 높은 지역에서 발병 전후에 

처리할 수 있는 살균제라고 본다.

요 약

Pyraclostrobin에 대해서 감수성균인 Colletotrichum acuta-

tum s. lat. 20JDS8과 저항성인 20CDJ6을 사용하여, strobilurin

계에 속하는 살균제와의 교차 저항성 여부와, 작용기작이 다

른 살균제의 저항성균에 대한 작용 특성을 조사하였다. Pyra-

clostrobin 저항성 20CDJ6은 strobilurin계인 azoxystrobin, 

trifloxystrobin, kresoxim-methyl에 대해서도 저항성을 보여, 

교차 저항성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용기작이 다른 모

든 살균제는 감수성과 저항성균 모두의 균사 생장을 억제하

였지만, 열매에서 병 방제 효과는 서로 달랐다. Isopyrazam

Fig. 8. Controlling efficacy of fungicides on pepper anthracnose caused by Colletotrichum acutatum s. lat. on fruits inoculated with 20JDS8 
as a pyraclostrobin-sensitive isolate (A) and 20CDJ6 as a resistant isolate (B), respectively.

Fig. 9. Protective and curative effect of fungicides against pepper anthracnose. Fungicides were sprayed before and after inoculation of 
pathogens. As an inoculum, Colletotrichum acutatum s. lat. 20JDS8 (A) as a pyraclostrobin-sensitive isolate and C. acutatum s. lat. 20CDJ6 (B) 
as a resistant isolate were inoculated, respectively. The difference between each treatment was tested by Duncan for protective and cura-
tive effects, respectively. Values labeled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Di, di-
thianon; I, isopyrazam; Py, pyraclostrobin; Fa, fluazinam; Te, tebuconazole; Pr, prochlor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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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JDS8과 20CDJ6에 대한 병 방제효과는 매우 낮았으며, 

fluazinam은 열매에 상처를 내지 않고 예방적으로 처리하였

을 때만 20JDS8과 20CDJ6에 대해서 91.9%와 88.1%의 방제 효

과를 보였다. Tebuconazole과 prochloraz는 PDA 배지 상에서 

20JDS8과 20CDJ6의 균사생장뿐만 아니라 고추 열매에서 병 

발생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pyraclostrobin

에 대해서 저항성인 고추탄저병균은 strobilurin계의 다른 살균

제와 교차 저항성을 보였다. 또한 pyraclostrobin 저항성균의 방

제를 위한 대체 살균제로 작용기작이 다른 fluazinam, tebuco-

nazole, prochloraz 등을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

만, fluazinam은 병 발생 이전에 예방적으로 처리하여야만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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