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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fire blight (Erwinia amylovora) firstly broke out at mid-Korea in 2015,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po-
tential spread of the invasive pathogen. To speculate environmental factors of fireblight epidemic based on 
disease triangle, a fire blight predicting program, MARYBLYT, was run with the measured meteorological data 
in 2014-2017 and the projecting future data under RCP8.5 scenario for 2020-2100. After calculating blossom 
period of Singo pear from phenology, MARYBLYT was run for blossom blight during the blossom period. MA-
RYBLYT warned “Infection” blossom blight in 2014-15 at Anseong and Cheonan as well as Pyungtak and Asan. 
In addition, it warned “Infection” in 2016-17 at Naju. More than 80% of Korean areas were covered “Infection” 
or “High”, therefore Korea was suitable for fire blight recently. Blossom blight for 2020-2100 was predicted 
to be highly fluctuate depending on the year. For 80 years of the future, 20 years were serious with “Infec-
tion” covered more than 50% of areas in Korea, whereas 8 years were not serious covered less than 10%. By 
comparisons between 50% and 10% of the year, temperature and amount of precipita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informative for policy makers to manage the alien path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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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배는 전국적으로 재배되고(Han 등, 2008), 이들 중 88%가 

화상병(fire blight)에 감수성인 ‘신고(Pyrus pyrifolia Nakai 

cv. Singo)’ 품종이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7). 화상병은 Erwinia amylovora 세균이 병원균이며, 우리나

라 식물방역법에서 금지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병의 기주는 

장미과 39속 180여 종의 인과류, 핵과류 과수, 관상용 식물 등 

광범위하다. 배에서 나타나는 병징은 꽃, 잎, 가지(신초), 열매, 

줄기 등이 흑갈색으로 마르고 심하면 궤양을 생성해서 나무 전

체가 고사되어 과실을 수확할 수 없다. 건전한 기주로 화상병 

감염 시작은 주로 꽃 암술머리나 상처를 통한 침입이며(Wilson 

등, 1989), 개화 초기에 감염되기 쉽다(Oh와 Beer, 2005). 현재까

지 알려진 효과적인 화상병 방제는 개화기간 중 꽃감염 시기를 

예측하여 감염 직후 농용 항생제인 스트렙토마이신을 살포하

는 것이다(Johnson과 Stockwell, 1998; Pusey와 Smit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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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에 근거한 화상병 공적방제는 우리나라에서 첫 

발병이 확인된 2015년 5월부터 지금까지 수행 중이며, 발견 지

점을 중심으로 반경 100 m 이내에 위치한 기주식물을 모두 뽑

아 매몰하고 폐기된 과원은 향후 5년간 기주식물 식재를 금지

하는 것으로써 병원균 조기박멸을 목표로 한다(Park 등, 2017). 

최근 3년간 우리나라 화상병 발생 및 공적방제 시행 면적은 

2015년에 안성, 천안, 제천의 총 42.9 ha (43 농가)에서 발병하였

고 59.9 ha (68 농가)에 공적방제를 시행했다. 2016년에는 안성, 

천안에서 총 15.1 ha (17 농가)에 발병했고 19.7 ha (32 농가)를 

매몰하였다. 2017년에는 경기도에서 총 16.94 ha (26 농가)가 발

병했고 총 23.15 ha (42 농가)에 공적방제를 시행하였다. 

공적방제가 병원균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하는 

방안으로 병 삼각형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즉, 감수성 기주인 

신고배가 식재된 배 생산지에서 기온, 습도 등 환경이 화상병 발

병에 적합하다면, 대발병에 필요한 기주와 환경 두 요소가 충

족되므로 세 번째 요소인 병원성이 강한 화상병원균 존재 여부

가 발병을 결정할 것이다. 2015년 화상병 최초 발병지인 안성, 

천안, 제천은 기주와 병원균이 동시에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화

상병 발병에 적합한 환경이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화상병 발생

지인 안성과 천안 주변에는 신고배 재배 면적이 200 ha 이상인 

우리나라 배 주산지 12 지역 중 평택, 아산, 예산, 세종 등이 분

포하는데(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7) 아직까

지는 이 지역들에서 화상병 발병은 없었다. 만일, 주변 지역 환

경이 발병지와 같은 적합한 환경이라면, 발병에 필요한 기주와 

환경 요소는 충족됐지만 병원균이 없었던 것이므로 발병지로

부터 주변 지역으로 병원균은 확산되지 않았다는 추론이 가능

하며, 결과적으로 공적방제는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전남 나주, 경남 진주, 경북 상주 등 발병지에서 멀리 떨어

진 주요 생산지 환경이 화상병 발병에 적합하다면, 병원균만 유

입되면 언제든 발병 가능하므로 병원균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최근 화상병

원균이 침입한 우리나라 화상병 발병 환경 연구는 아직까지 전

국적으로 분포하지 않은 병원균의 확산을 판단하고, 발병 전 선

제적 대응을 위한 공적방제 방안으로서 발병에 적합한 환경을 

가진 주요 생산지의 집중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알려준다. 

기온, 강우 등 농업 기상환경 변화는 기주뿐만 아니라 병

원균의 생활사와 병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Chakraborty 등, 2000; Shin과 Yun, 2011). 온도와 수분은 화상

병 감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요인이며(Chen 등, 2007), 특

히 온대지방에서 기온 및 강우량 변화는 꽃감염 후 화상병원균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에 최우선 고려 대상이다(Johnson

과 Stockwell, 1998; Pusey, 2000). 한편, 미래에는 CO2 상승에 

따른 온도 상승이 예측되는데, 이러한 기후변화는 바이러스와 

세균 등 고온이 적온인 식물병 발생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총설이 있다(Chakraborty 등, 2000).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생육시기 변동은 현재와 다른 재배적지를 만들 것이

다(Lee 등, 2008). 이외에도 기후변화는 식물생리에 영향을 주

어 식물 유도저항성 발현을 감소시켜 병에 대한 감수성 증가의 

원인이 된다(Pangga 등, 2004).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신고배 개화기간도 변동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와 마찬가지로 화상병 발병에 적합한 환경 요소도 변동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후인 메릴랜드에서 1986년 개발된 

MARYBLYT는 발병에 충분한 병원균이 존재하고, 감수성 기주

식물이 식재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온도와 수분조건에 따라 꽃, 

궤양, 싹, 외상, 뿌리줄기의 화상병 감염을 예측하는 프로그램

이다(Turechek과 Biggs, 2015). MARYBLYT는 개화기간 동안 매

일매일 화상병 꽃감염 위험을 출력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

별 최고, 최저 기온과 강수량뿐만 아니라 생물계절 자료인 개

화기간 입력이 필요하다. 꽃감염 결과 중 가장 위험한 단계는 

“Infection”이며, 그 다음 단계는 ”High”인데, 미국에서는 이들 

두 위험 단계 경보가 발령되면 항생제 방제를 권고한다. 감염모

델은 정확한 방제시기를 알려줌으로써 불필요한 정기방제를 

줄여 방제 비용을 절감시키고 항생제 남용에 따른 내성균주 발

생을 억제함으로써 효율적 방제가 가능하다. MARYBLYT는 현

재 미국, 이스라엘, 스페인,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 화상병 연구

와 방제에 활용 중이다(Palacio-Bielsa 등, 2012; Shtienberg 등, 

2003; Tancos 등, 2016).

식물병 모델을 활용한 미래 식물병 변화 예측 연구에서 일

부 병모델은 환경과 병원균 증식만을 고려하므로(Shin과 Yun, 

2011) 환경 변화에 따른 기주 변동은 감안되지 않는 반면, 생물

계절 변수인 개화기간 입력이 요구되는 MARYBLYT는 기주 생육

변동에 근거해 화상병 발병을 예측하므로 보다 정확한 꽃감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신고배 개화에는 휴면타파를 위

한 저온충족기간이 필요하며, 휴면 완료 후 개화까지 고온이 요

구된다(Kim 등, 2009; Sugiura, 2002). 그러므로 미래 기후변동 

자료를 활용한 MARYBLYT 구동은 우리나라 미래의 화상병 꽃

감염 예측뿐만 아니라 미래 신고배 개화시기 예측과 동절기간 

중 휴면타파 유무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는 화상병원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고 신고배는 우리나라 전역에 골고루 분포하지는 않으나, 

병원성이 강한 화상병원균과 감수성 기주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한다는 가정 하에 MARYBLYT를 구동하여 신고배 개화기간 

중 화상병 꽃감염에 적합한 환경을 지역과 연도에 따라 G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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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최근 2014-2017년 발병지인 경기 안성, 충남 천안의 환경은 

발병에 적합했다는 예측을 확인하고, 공적방제가 발병지 주변 

지역으로 병원균 확산을 차단하였음을 추론하고, 남부지방 주

요 생산지의 환경이 화상병 발병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고자 한

다. 또한, RCP8.5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미래 2020-2100년 우리

나라 신고배 개화 기간 변동과 화상병 꽃감염 위험 환경을 예

측함으로써, 미래 기후변화가 화상병 꽃감염 위험을 어떻게 변

동시키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 주제인 화상병 발병 환

경 연구의 목적은 발생지 주변 병원균 분포 추정을 통한 공적방

제 평가, 주요 생산지의 발병 전 모니터링을 위한 예찰 방안 수

립, 발병지 이외의 주요 배 생산지의 병원균 부재 확인 등 화상

병 조기 박멸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나

아가 미래 화상병 변동을 예측하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

2014-2017년 기후자료. 우리나라 시, 군 단위 행정구역 

중 재배 면적이 적은 광역시의 구 단위는 하나로 통합하여 최

종적으로 남한을 158 지역의 시군 행정구역으로 나눈 후, 측

정된 기후관측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및 지도표현에 사용하

였다. 2014-2017년 과거 기상자료는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https://data.kma.go.kr/cmmn/main.do)에서 종관기상관측장

비(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와 방재기

상관측장비(AWS; Automatic Weather System)로부터 관

측된 기상자료 중 일별 최고 · 최저기온과 강수량을 정리해 

MARYBLYTTM7.1 형식에 맞게 입력하여 구동했다. 

2020-2100년 기후자료.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Inter-

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서 발간한 

IPCC 5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IPCC, 2014)에 따르면 4 종류

(RCP2.6/4.5/6.0/8.5)의 표준 온실가스 시나리오가 대표농도경

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RCP)로 선정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저감 노력없이 현재 추세로 온실가

스를 배출한다면 2100년에는 CO2 농도가 940 ppm까지 도달

한다는 RCP8.5 시나리오를 사용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

리나라의 기온은 현재(1980-2009년)와 비교하여 21세기 후반

(2070-2099년)에 약 5.6oC까지 상승하고 강우는 18.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Park 등, 2014). 미래 기후자료는 기상청 기후

정보포털(www.climate.go.kr)에서 얻었는데, 이는 한반도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통계적 상세화(PRISM)를 적용하여 고해상도

(1 km) 단위로 산출한 것이다. 미래 기후자료는 남한 230 지역 

중 광역시 구, 군 단위는 하나로 통합해 최종 163 지역의 시, 군, 

행정구역으로 변환하여 2020-2100년 동안(80년)의 일 최저, 

최고기온과 강수량 자료만을 산출해서 MARYBLYT를 구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신고배 만개기 및 개화기 추정. 신고배 개화기 추정을 위해 

먼저 우리나라 160여 지역의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1일까지의 일별 최고 · 최저 기온을 Sugiura와 Honjo (1997)

의 방법으로 시간별 기온으로 변환하였다. 생육모형에 따르

면 신고배 개화는 자발휴면 타파, 이행기, 종료 후 만개기 단계

로 이행되는데, 만개기 추정을 위해 시간별 기온을 –6, 0, 6, 9, 

12, 12oC 이상 등 6개로 구분하여 다르게 계산하였다(Sugiura, 

2002; Sugiura와 Honjo, 1997). 자발휴면 타파 시기는 10월 1일

부터 발육속도를 적산하여 발육지수(∑DVR1)가 1이 되었을 때

로 결정하였다. 이행기는 자발휴면과 타발휴면이 겹치는 시기

로써 발육지수(∑DVR1)가 2.2일 때 이행기를 종료하였다. 이행

기가 끝난 후 만개기 추정을 위해서 20oC 이상과 이하는 각각 

다른 계산식으로 계산하여 누적하였다. Han 등(2010)이 제시

한 만개기 실측치 범위인 두 번째 발육지수(∑DVR2)가 0.8948-

1.0668 사이에 해당하는 시기를 만개기로 정하였는데 만개기

간은 대략 7-9일이었다. 개화기간은 만개기 이전 5일과 이후 3

일을 붙여 대략 13-15일의 기간으로 결정한 후 MARYBLYT 모델

에 입력하여 사용하였다(Han 등, 2008, 2010). 개화일은 Julian 

day로 표시하였다.

화상병 예측프로그램 –MARYBLYTTM7.1. 화상병의 꽃 감

염위험도를 확인하기 위해 메릴랜드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제공

하는 화상병 예측 프로그램인 MARYBLYTTM7.1 (http://www.caf.

wvu.edu/kearneysville/MARYBLYT/index.html)을 사용했다. 

입력데이터에 3월 1일부터 8월 7일 동안(최대 160일 입력가능) 

일별 최저, 최고기온, 일 강수량 그리고 만개기 계산으로부터 

추정된 신고배 개화기간을 입력했다. 예측프로그램의 출력 값

은 평균온도, EIP (Epiphytic Infection Potential, %), BHWT [꽃

이 열려있고(B), EIP(H), 습도(W) 및 일평균온도(T)] 들의 정해진 

임계값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로 표시한다. 출력값 중 EIP는 

온도와 습도를 근거로 꽃표면에 발병이 일어날 환경을 표현하

는 값이다. BHWT 4개의 조건 중 충족되는 조건이 몇 개인가에 

따라 “Low”, “Moderate”, “High”, ”Infection”으로 꽃감염 위험

등급(R)을 개화기간 중 매일 표시한다. 즉, 개화를 필수적인 전

제조건으로 개화기간 동안 매일 경보(cutpoint)가 출력되는데, 

“Low” (cutpoint 0)는 개화 조건만 충족, “Moderate” (cutpoint 

1-3)는 EIP(H), 습도(W), 평균온도(T) 중 1개, “High” (cut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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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는 HWT 중 2개, ”Infection” (cutpoint 7)은 HWT 3가지 조

건을 모두 충족한 날의 감염위험 단계들이다. 이 프로그램은 꽃

감염 외에도 CBS (canker blight symptom), SBS (shoot blight 

symptom), TBS (trauma blight symptom) 화상병 발병도 예측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꽃감염 예측 정보만을 화상병 위험 

수준으로 표현하여 매년 해당 지역의 개화기간 중 매일 감염경

보 결과를 누적하였다.

GIS 표현. 태블로(Tableau) 프로그램을 이용,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로 표현해서 매년 우리나라 160여 지

역 내의 꽃감염 위험도를 지도화하였다. 해당 연도에 각 지역의 

꽃감염 위험이 “Infection” 또는 “High” 경보가 뜨는 날을 감염

위험일(infection risk day, ID)로 지도에 표현하였다.

통계분석(t-test). 2020-2100년 기간 중 특정 해에 하루 이

상 “Infection” 경보가 발령되는 지역이 우리나라 160여 지역 

중 50%을 넘는 연도와 “Infection” 경보 지역이 10% 이하인 연

도인 두 그룹 사이의 개화기간 중 환경을 비교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50%가 넘는 지역이 “Infection” 경보가 발령되는 연

도의 발병 환경 수준은 화상병이 처음 발병했던 2015년과 같은 

수준으로서 최근 4년 중 가장 발병에 적합한 환경이다. 두 그룹 

간의 통계적 비교는 개화기간 내 평균온도, 누적 강수량, 강우 

횟수, 개화기간, 개화시작일 등 환경변수에 대해 두 모평균 차의 

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ver. 2.2; S-link, Seoul, Korea).

결 과

2014-2017 우리나라 화상병 꽃감염 위험 지역. 화상병 발

병 직전 연도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개화기간 중 

꽃감염 위험 지역을 감염위험일(Infection days, ID)로 표기하

Fig. 1. Nationwide distribution of the predicted blossom blight of fire blight warning from MARYBLYT outputs. “Infection” areas (A) and 
“Infection+High” areas (B) among 158 sites from 2014 to 2017 in Korea b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mapping are shown. During the 
blossoming period, the day of “Infection” warning was accumulated to 0-5 days. Fire blight was only occurred at Anseong, Cheonan and Jecheon 
(black line), and major pear producing area in southern part are Naju, Yeongam, Sangju, Gimcheon, and Jinju (yellow line).



Research in Plant Disease  Vol. 24  No. 3186

여 연도별로 우리나라 158 시군 지역 지도에 표현하였다(Fig. 

1A). 감염위험일(ID)은 2014-2017년 동안 매년 개화기간 중 

MARYBLYT가 발령하는 가장 높은 위험수준인 “Infection” 경

보가 발령되었던 날의 한해동안의 누적값인데, 구동결과 최

소 0일부터 최대 5일까지 감염위험일이 나타났다. 중부지방인 

경기, 충청, 강원의 75 지역 중 2014년은 29 지역에서, 2015년

은 59 지역에서 최소 하루 이상 “Infection” 경보가 발령되었

던 반면, 같은 시기에 남부지방인 경상, 전라의 83 지역 중에서

는 2014년에는 10 지역, 2015년은 20 지역에서만 최소 하루 이

상 “Infection” 경보가 발령되어 우리나라 화상병 도입 직전 및 

당해 연도였던 2014-2015년에는 꽃감염 위험 지역이 중부지방

이 더 많았다. 한편, 2016-2017년 중부지방에서 최소 하루 이

상 “Infection” 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각각 9 지역과 7 지역에 불

과한 반면, 남부지방은 38 지역과 34 지역이어서 꽃감염 위험 

지역은 남부지방이 더 많았다(Fig. 1A). 우리나라 최초로 화상

병이 발병했던 2015년에는 최소 하루 이상 “Infection” 경보가 

발령된 지역이 전국 158 지역 중 50%가 넘어 최근 4년 중 가장 

높았고 2014, 2016, 2017년은 25-30% 지역에서 꽃감염 경보가 

발령되었다(Fig. 1A). Cutpoint 4, 5, 6에 해당하는 “High” 경보

(준위험지역으로 표시)와 cutpoint 7에 해당하는 “Infection” 경

보(위험지역) 지역을 통합하여 2014년부터 17년까지 매년 158 

지역을 GIS로 표현하였다(Fig. 1B). “Infection” 및 “High”를 통합

하여 매년 하루 이상 두 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우리나라 158 시

군 중 80-97% 지역이었다(Fig. 1B). 한편, 꽃감염 위험이 낮은 

지역은 대체로 해안가였는데 특히 남해안지역은 “High” 경보가 

거의 없었다.

화상병 발병지로부터 주변 지역으로 확산 가능성. 2015

년은 안성, 천안, 제천에서 화상병이 최초 발생했는데, 본 연구

의 MARYBLYT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안성, 천안, 제천 지역은 

“Infection” 경보를 보였다(Fig. 1A). 충남 천안과 경기 안성은 전

국 최대 재배지인 전남 나주에 이어 각각 국내 배 재배면적 2, 3

위의 배 주산지이며(Table 1), 두 발병지 인근에서 재배면적이 

200 ha가 넘는 배 주산지로는 경기 화성, 충남 아산, 공주, 충북 

청주, 세종특별자치시 등이 있다(Table 1, Fig. 2). 특히 경기 안

성에 접한 평택과 이천의 MARYBLYT 꽃감염 위험 경보 결과는 

4 년 내내 안성과 같았다(Fig. 2). 또한 안성과 천안 주변 지역 중 

청주를 제외하면 꽃감염 위험 경보는 “High” 이상이었다. 따라

서 최근 4 년간 발생지 주변 경기, 충남의 배 주산지들의 환경도 

발생지와 같이 화상병 발병에 적합하여 병원균이 주변으로 확

산되기 쉬운 환경이었다.

우리나라 배 주산지 화상병 꽃감염 위험도. 배 재배면적이 

200 ha 이상인 우리나라 배 주산지 12 지역을 연도별로 개화기

간 내 “Infection” 경보가 발령된 감염위험일(ID)와 해당년도의 

개화기간 중 최대 EIP를 Table 1에 정리했다. 최근 4년간 연도별 

합계를 보면 최초 발병한 2015년의 12 지역의 총 감염위험일은 

11일로 나머지 3년의 3-5일 보다 높았다. 2016년과 2017년에는 

남부지방의 전남 나주, 경북 상주, 경북 김천에서만 감염위험일

이 1-3일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0일이었다(Table 1). 한해 최대 

Table 1. Number of Infection Days (ID) and the maximum Epiphytic Infection Potential (EIP) from MARYBLYT results among the major 
oriental pear cultivating area in Korea

Rank Pear production site (Area)
2014 2015 2016 2017

ID EIP ID EIP ID EIP ID EIP
1 Jeonnam, Naju (1,992 ha) 0 117 0 57 1 158 1 182
2 Chungnam, Cheonan (1,078 ha) 1 145 1 206 0 121 0 145
3 Gyeonggi, Anseong (948 ha) 1 145 2 206 0 101 0 158
4 Gyeongbuk, Sangju (631 ha) 0 158 0 170 1 182 1 206
5 Gyeongnam, Jinju (514 ha) 0 148 0 109 0 97 0 170
6 Chungnam, Asan (507 ha) 0 97 2 206 0 73 0 145
7 Gyeonggi, Pyeongtaek (504 ha) 1 121 2 194 0 97 0 121
8 Jeonnam, Yeongam (398 ha) 0 97 0 28 0 97 0 182
9 Chungnam, Yesan (227 ha) 1 158 1 206 0 133 0 133

10 Gyeonggi, Namyangju (217 ha) 0 109 2 291 0 194 0 158
11 Gyeongbuk, Gimcheon (206 ha) 0 121 0 315 1 113 3 182
12 Sejong (195 ha) 0 133 1 267 0 145 0 170

Yearly total 4 1549 11 2255 3 1511 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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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P가 100%를 넘으면 비록 “Infection” 경보가 발령되지 않더

라도 감염 위험을 고려해야 하는데, 2015년 12 지역 배 주산지

의 EIP 합계가 2,255%로 다른 해의 합계인 1,511-1,952% 보다 

높았고, 2017년은 주산지 12 지역 모두 EIP가 100%이상이었다

(Table 1).

RCP 8.5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신고배 개화일 변동. 신고배
의 만개기를 직전해의 휴면 및 휴면타파, 이후 생장 등 생물계절 

변동으로 추정한 후, 개화개시일부터 꽃이 떨어지는 날까지를 

각 지역별로 Julian day로 표현하였다(Fig. 3). 2020년대부터 

2090년대까지 매 10년간 해당지역의 평균 개화개시일은 Fig. 3 

수직선의 아랫부분이며, 꽃이 떨어지는 날은 수직선의 윗부분

이다. 미래 만개 및 개화일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경

기, 충남, 경북이 비슷하였고 전남, 전북, 충북, 그리고 경남과 강

원 지역은 각각 따로 표현하였다(Fig. 3). 최근 경기, 충남 지방의 

신고배 개화개시일은 107일(Julinan day)로 4월 17일이다. 미래

로 갈수록 개화개시일은 점차 앞당겨져 일찍 개화한다. 경기, 충

남, 경북의 개화개시일은 2030년대 평균 107.6일에서 점차 앞당

겨져 2090년대에는 95일(3월 26일)에 개화가 시작할 것으로 예

측되었다. 전남, 전북, 충북은 2040년대 98.7일과 2050년대 92.8

일 사이로 급격히 앞당겨진 후 2090년대에는 94.5일로 약간 늦

춰졌다. 경남은 2030년대 100.3일에서 2060년대 93.4일까지 앞

당겨지다가 그 후로 다시 늦춰져 2090년대에는 102.4일이었다. 

Fig. 2. Predicted blossom blight of fire blight outputs from MARYBLYT 
blossom blight warning around Anseong and Cheonan where the dis-
ease has been occurred from 2015. 

Fig. 3. Changes in blossoming period of oriental pear (Pyrus pyrifolia cv. Shingo) from 2020 to 2100 under RCP 8.5 scenario. The periods were calcu-
lated based on the phenology accumulating index of the developments, such as dormancy, transition and estimation of full blossom. Pear flowers will 
start to open from the bottom of the bars and fall at the top of the bars. 



Research in Plant Disease  Vol. 24  No. 3188

강원은 2020년대에 119.6일로 남부지방에 비해 개화개시일이 

약 18일 늦지만 미래로 갈수록 급격히 앞당겨져 2090년대에는 

105.1일로 현재 중부지방 배 주산지 개화개시일과 비슷해졌다

(Fig. 3). 미래 기후 중 따뜻한 겨울은 신고배 휴면타파를 완료시

키지 못했는데, 부산, 울산, 전남, 경남, 제주 등 남해안을 중심

으로 20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만개일 계산이 불가능한 지역

들이 발생했고, 개화기간을 계산할 수 없는 년도에는 이들 지역

의 화상병 꽃감염 위험 예측도 불가능했다. 꽃감염 예측이 불

가능한 지역은 연도에 따라 달랐는데 최소 한 지역에서 최대 

22 지역이었으며, 대부분 제주 및 남해안 지역이었다(Supple-

mentary data 1).

미래 우리나라 꽃감염 위험 지역. 2020년부터 2100년까

지 매년 우리나라 160여 지역 중 개화기간 동안 MARYBLYT가 

”Infection” 경보를 하루 이상 발령한 지역을 연도 별로 표시하

였다(Fig. 4, Supplementary data 2). 하루 이상 “Infection” 경

보가 발령되는 지역이 10 지역 이하인 연도부터 130 지역 이상

인 연도까지 감염 위험 지역은 연도에 따라 다양했으며 미래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증가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급

변하였다. 예컨대 2025년에는 121 지역에서 경보가 발령되었으

나 2026년에는 13 지역에서만 경보가 발령되었다(Fig. 4). 하루 

이상 “Infection” 경보를 발령한 지역이 우리나라 160여 지역 

중 110 지역 이상으로 예측되는 해는 2021, 2023, 2025, 2037, 

2038, 2044, 2064, 2073년이었는데 대부분 2020-2040년대에 

분포하였다. “Infection” 경보 지역이 10 지역 이하인 해는 2026, 

2029, 2032, 2045, 2051, 2066, 2083, 2085년 등이었는데(Fig. 4, 

Table 2), 위험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했던 2020-2030년

도에도 10 지역 이하인 해가 3년이나 포함되어서 향후 10년 이

내의 가까운 미래에 화상병 꽃감염 위험 지역은 년도에 따라 급

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미래 꽃감염 위험도가 높은 해와 낮은 해 비교. 미래 2020

년부터 2100년까지 80년 중에서 하루 이상 “Infection” 경보

가 발령된 지역이 우리나라 전 지역 중 50% 이상에서 나타나

리라 예측된 해는 총 20년이었고, “Infection” 경보 지역이 10% 

이하에서 나타나리라 예측된 해는 총 8년이었다(Table 2). 다

Fig. 4. The number of area among the total 163 in Korea covering Infection Days (ID) from MARYBLYT results according to the projecting future 
under RCP 8.5 scenario from 2020 to 2100. Different colors are showing different Infection days, that is ID are increased 1 to 5 to from the bottom 
to the top of th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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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최근 4년 중 발병 위험이 가장 높았던 2015년과 같은 

수준의 발병 위험이 예측된 해가 향후 80년 중 20년이었다. 이 

두 그룹의 개화기간 중 환경요인을 비교하면, 꽃감염 위험지역

이 50% 이상인 해의 EIP 평균은 96.4%, 위험지역이 10% 이하

인 해의 평균은 51.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위

험지역 50% 이상인 해의 개화기간 내 평균온도는 14.6oC, 위험

지역 10% 이하인 해의 평균온도는 12.8oC로 감염위험이 높았

던 해의 개화기간 내 평균 온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001). 개화기간 내 누적 강수량은 50% 이상인 해는 표준

편차가 컸으나 평균 55.2 mm으로 10% 이하인 해의 29.3 mm

보다 개화기간 내 누적 강수량이 높았다(p=0.0367). 반면, 개화

기간 내 강우 횟수는 두 그룹 모두 평균 약 4 일로 감염위험도

가 높은 해와 낮은 해의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개화기간 중 온

도가 높고 강우량이 많은 환경이 화상병 발병에 적합한 환경이

었다. 50% 이상인 해와 10% 이하인 해의 개화기간은 각각 13.9

일과 15.3일로 꽃감염 위험이 높은 해의 개화 기간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짧았고(p<0.0001), 개화 개시일은 108.3일(Julian 

day)과 107.3일로 비슷하였다(Table 3). 

고 찰

최근(2014-2017년)과 미래(2020-2100년) 총 84년 동안 

MARYBLYT를 구동해 신고배 개화기간 중 화상병 꽃감염에 적

합한 환경 요인을 충족하는 지역을 살펴본 결과, 최초 발병한 

2015년 발병지인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제천의 꽃감염 경

보 결과는 “Infection”이었다. 이는 연구 전에 예상한 것과 같이 

최초 발병 당시 이들 세 발병지들은 모두 꽃감염에 적합한 환경

이었다. 미래 화상병 감염위험 예측 결과 꽃감염 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미래로 갈수록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점진적인 변동이 

아니라 해마다 급변하였다. 특히 최근 4년 동안 화상병 경보 발

령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 항생제 방제를 권고하는 “Infection” 
또는 “High” 경보(감염위험 + 감염 준위험)가 발령되었던 지역

이 전국 80% 이상이므로 최근 우리나라는 화상병 발병에 적합

한 환경이었다. 또한 미래 80년 중 2015년의 발병 위험 환경 수

준보다 같거나 높으리라 예측된 해가 20년이었다.

화상병은 미국, 유럽 등 40개국 이상에서 발병하여 사과와 

배 산업에 연간 약 100억 달러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Robert 등, 1998). 화상병 발병 국가에서 미발병 국가로 과수 

수출시 까다로운 검역 절차가 불가피한데, 그동안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일본, 뉴질랜드 등 미발병국에서 식물검역은 효과적

인 수입장벽이었다(Robert 등, 1998). 화상병 조기 박멸에 실패

하여 향후 병원균이 국내에 정착한다면 사과와 배의 수출이 연

간 약 30% 이상 감소되리라 예상되며(Palacio-Bielsa 등, 2012),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과실의 수입 장벽이 낮아져 국내 

Table 2. The years covered with more than 50% areas of blossom blight of fire blight infection and less than 10% areas of the infection in 
Korea during predicting 2020-2100 by RCP 8.5 scenario

Infection risk area 2020’s 2030’s 2040’s 2050’s 2060’s 2070’s 2080’s 2090’s
Total 

(years)

More than 50% risk of 
infection

2021
2023
2025 

2033
2037
2038

2042
2043
2044

2052
2057

2060
2064
2069

2073
2076
2078

-
2090
2097
2098

20

Less than 10% risk of 
infection

2026
2029 

2032 2045 2051 2066 - 2083
2085

- 8

Table 3. Comparing t-tests of the environmental parameters during the blossoming period. The comparisons of the two groups were the 
years of more than 50% and less than 10% covering “Infection” warning areas of blossom blight from MARYBLYT results in Korea for 2020-
2100 projected by RCP 8.5 scenario 

Environmental parameters More than 50% Less than 10% p values
Mean temperature (oC) 14.56±0.630 12.81±0.850 < 0.0001
Number of precipitation (Days) 4.40±1.310 3.75±1.980 0.3170
Accumulate of precipitation (mm) 55.19±31.57 29.25±15.55 0.0367
Epiphytic Infection Potential (EIP) 96.39±21.93 51.93±16.09 < 0.0001
Days of flowering period (Days) 13.93±0.430 15.32±0.850 < 0.0001
Starting date of flowering (Julian day) 108.27±4.960 107.33±4.060 0.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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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북미 동부지역은 화상병균이 전역에 확산되어 있고 기상자료와 과

수원의 병발생 자료가 꾸준히 축적되어 있어 MARYBLYT가 실

제 발병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Dewdney 

등, 2007). Cutpoint 7로 “Infection” 경보가 발령된 해에 해당 지

역에서 화상병이 실제 발병한 확률은 52%였고, 발병 가능성이 

희박한 Cutpoint 1, 2, 3인 “Moderate” 결과였던 해의 해당 지

역 중 실제 8%는 발병하였다. 즉 가장 위험수준이 높은 “Infec-

tion” 경보가 발령되더라도 실제 과수원에서 화상병이 발생하

지 않을 확률(false-positive)도 48%는 되며, 발병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Moderate)에서도 낮은 확률(8%)이나마 발병(false-

negative)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MARYBLYT 꽃감염 예측 결

과가 의미하는 것은 병원균과 기주가 전국적으로 분포한다는 

가정 하에서 개화기간 동안 대상 지역의 환경이 발병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건전한 기주로 꽃감염 확산이 어느 해에 어떤 지

역에서 개화기간 중 며칠 동안 지속되는지를 꽃감염 위험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화상병 꽃감염 예측은 발생량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개화기간 중 건전한 기주로 꽃감염에 적합한 환경

인 날이 며칠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경기 안성과 충남 천

안의 경보는 2014-2015년 “Infection”에서 이후 2016-2017년

에는 “High”로 위험 수준은 떨어졌지만 여러 해살이 과수 특성

상 이미 감염된 나무에서 발병이 지속됨으로써 2016년과 2017

년도에도 이들 발병지에서 화상병은 15-17 ha에서 여전히 발병

하였다. 

화상병 기주는 배뿐만 아니라 사과를 포함하여 자두, 살구, 

복숭아, 매실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다양한 

품종의 사과들은 감수성이 다르므로 우리나라 환경에서 화상

병 꽃감염 위험을 표현하는데 감수성이면서도 배 재배 품종 중 

88%인 신고배가 화상병 감염 확산 위험을 파악하는 본 연구 

목적에 가장 적합한 기주였다. 현재 발병이 확인된 경기 안성 

및 천안 지역에서 병원균이 타 지역으로 확산된다면 사과, 복숭

아, 살구, 자두, 매실 등 과수를 포함하여 산림 및 조경지에 식재

된 모과나무 등 대부분의 장미과 식물이 기주가 된다. 결국 다

양한 기주 범위가 화상병 병원균의 공급처가 되므로 화상병 공

적 방제 대상 지역은 농경지뿐만 아니라 산림지까지 확대되어

야만 하고, 예찰을 위한 모니터링 지역도 확장될 수밖에 없어 

공적방제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증가될 것이다. 

화상병 발생지 주변 평택, 아산, 예산, 세종 지역으로 화상병 

유입을 방지를 위한 공적방제는 현재까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Fig. 1과 Table 1 결과에 따르면 경기 이천은 

최근 4년간 MARYBLYT 경보 결과가 경기 안성과 같은 수준을 보

였음에도 발생지 주변 지역에서 발병 보고가 없었으므로 연구 

전 예상했던 것처럼 병원균은 주변으로 확산하지 않았다고 추

정된다. 하지만 안성, 천안은 꽃감염 위험도가 줄었음에도 발생

은 지속되고 있어 병원균은 계속 공급될 수 있고, 배뿐만 아니

라 사과를 비롯한 화상병 기주인 장미과 과수 및 관상식물이 

광범위하게 재배되므로 확산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남

부지방 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 경북 상주, 김천의 꽃감염 위험

은 2016년과 2017년에 “Infection” 경보를 발령했지만 실제 발

병은 없었던 것은 병 삼각형의 기주, 환경 요소는 충족하나 병

원균이 이들 지역까지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론된다. 

결국 최근 4년간 우리나라 배 주산지들은 대부분 화상병 발병

에 적합한 환경이었으므로 병원균 유입과 존재 여부를 지속적

으로 확인하는 모니터링은 중부뿐만 아니라 남부지방까지 전

국의 모든 배 주산지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개화한 꽃을 

농장단위로 샘플링하여 병원균을 검출함으로써 병원균 존재

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제안한다. 모니터링 자료는 향후 화

상병원균 조기박멸을 국제기구에 보고할 때 발병지 주변 및 

기타 주산지에서 화상병원균이 없었다는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Shin과 Yun (2011)은 A1B시나리오에 따라 미래 탄저병 발병

을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 전국에서 탄저병 발병이 증가한다고 

예측하였다. 또한 Do 등(2016)은 RCP 8.5시나리오에 따라 미래 

참다래 궤양병의 발병도(incidence)는 미래로 갈수록 해안에

서 내륙으로 확산되어 증가함을 예측한 바 있다. 반면에 본 연

구에서 RCP8.5시나리오 하에서 미래 화상병 예측에서는 10년 

단위의 년대별 꽃감염 위험지역은 전국적으로 약 40%였는데

(Supplimentary data 2A-D), 온도와 이산화탄소가 꾸준히 증

가하는 미래 80년 동안 꽃감염 위험지역은 미래로 갈 수록 확

대되는 것이 아니라 해에 따라 기상 환경에 영향을 받아 큰 변

동을 보이며 “Infection” 경보를 나타내는 감염위험 지역은 

10년 단위의 평균으로 계산시 전국 160여 시군 중 평균 40% 지

역이 감염 위험지역으로 예측되었다는 의미이다.

미래 기후에서 신고배 개화일 추정은 배 화상병 예측을 보다 

정확하게할 수 있는 선결과제였다. 미래 기후는 지역에 따라 신

고배 개화 개시일을 10-15일 앞당겼으나, 남해안 지역에서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2060년대부터 점차 신고배 휴면을 충족하

지 못해 2080년대와 90년대에는 이 지역들 중 개화일을 추정할 

수 없는 지역이 최대 22 지역까지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화상병 

감염 예측도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Fig. 4에서 표현했던 연도별 

”Infection” 경보 발령지역 중 꽃감염 예측이 불가능한 2060-

2090년대의 남해안 지역(Supplimentary data 1)들은 감염 예

측 대상지역에서 빠질 수밖에 없어 이 시기 감염위험 대상 지역

은 전국 160여 지역 중 해에 따라 최대 22 지역이 제외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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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었다. 강원지역의 미래 개화 개시일은 현재 주산지의 개화 

개시일과 비슷해지면서 우리나라 신고배 재배적지는 2060년 

이후부터 강원도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현재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전남 나주 역시 2060년 이후로 저온이 충족

되지 않아 휴면타파가 불가능하며 결국 개화를 할 수 없는 지

역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경기, 충남 지역 등 현재 2-12위의 배 

주산지도 현재부터 2080년까지는 재배 가능하나 이후 기후

변화로 인해 신고배 재배지역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차츰 축

소될 전망이다. 

화상병 피해가 심각한 발병국가에서 MARYBLYT 활용은 방제 

시기를 판단하여 적기 방제를 실현할 수 있는 효율적 방제 방

안인 반면, 아직 병원균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은 우리나라

에서 MARYBLYT는 화상병원균 확산 추정 및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 선정 등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비록 MARYBLYT 

분석 결과가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공적방제 및 모니터

링 작업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공적방제의 중요성과 미발병지

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을 알릴 수 있어 효과적인 화상병 예방 

정책 수립에 유용하다. 즉, 화상병 발생 후 확산방지를 위한 공

적방제도 중요하지만, 발병 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이 가능할 것이다. 

요 약

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금지병으로

서 2015년 최초로 발병한 후 아직 박멸되지 않아, 국내 확산 연

구가 필요하다. 병 삼각형 원리를 바탕으로 화상병 발병에 적합

한 환경 요인을 추론하기 위해서, 최근 4년(2014-2017년) 우리

나라 기상관측 자료 및 미래(2020-2100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8.5 예측 기상자료를 입력하여 화상병 발병 예측프로그램

인 MARYBLYT로 꽃감염을 예측하였다. 이 예측 프로그램은 신

고배 개화기간을 먼저 계산한 후, 개화기간 중 매일매일의 화상

병 꽃감염 위험 경보를 출력하였다. 최근 4년 동안 꽃감염 결과 

화상병 발생지인 경기 안성과 천안뿐만 아니라 인근 주산지인 

평택, 아산 모두 2014년과 2015년에 “Infection” 경보가 나타났

다. 또한 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는 2016-2017년 “Infection” 경

보가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방제 권고 수준인 “Infection” 또는 

“High” 경보 발령은 우리나라 전체 중 80% 지역에서 나타나 우

리나라는 화상병 발병에 적합한 환경이었다. 80년간 미래 기후

변화 기상자료로 개화기간 동안 화상병 꽃감염을 예측한 결과 

해마다 감염위험 지역이 급변하였다. 하루 이상 “Infection” 경

보가 발령되는 지역이 전국의 50%가 넘을 정도로 광범위할 것

으로 예측되는 해는 총 20년이었던 반면 “Infection” 경보가 전

국의 10% 미만 지역일 것으로 예측된 해는 8년이었다. 이들 두 

그룹의 환경요인 비교분석 결과, 개화기간 중 평균온도와 누적 

강수량이 유의하게 달랐다. 본 연구 결과는 외래 침입균인 화

상병 관리를 담당하는 정책 당국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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