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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peronospora cubensis (downy mildew) is highly virulent to various Cucurbitaceae crops, including
cucumber (Cucumis sativus). We tested chlorine dioxide application in a plastic greenhouse for environmentfriendly control of downy mildew disease. Spraying diluted chlorine dioxide suppressed downy mildew disease with 41.2% control efficacy. Thermal fogging with chlorine dioxide had a high control efficacy of 80.9%,
confirming that this approach is useful for environment-friendly downy mildew control. Using thermal fogging to control diseases that are greatly affected by humidity, such as downy mildew, may be more effective
compared with conventional dilution spray contro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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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론, 참외, 수박, 호박 등 박과(Cucurbitaceae) 작물에서 발생하
며(Kim 등, 2003), 잎의 활력 저하 및 조기낙엽을 유도하여 과

우리나라 오이 재배면적은 4,962 ha이며(노지 999, 시설 3,963)

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매우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Lee 등,

연간 생산량은 366천톤(시설 324,815 t, 노지 41,250 t)으로, 대부

2013a). 우리나라 오이의 재배는 주로 시설재배로 시설하우스

분 시설재배로 생산된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

내의 환경조건이 병 발생을 좌우하며(Park 등, 1996), 노균병에

ral Affairs, 2020).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오이의 병해

걸린 오이는 잎에 다각형의 노란색 병반이 형성되므로 이 병징

는 34종의 병원체가 관여하여 29종이 보고되어 있다(Korean

으로 병 발생을 진단하기는 수월한 점이 있으나 일단 발병하면

Society of Plant Pathology, 2009). 이 중 전 세계적으로 발생

수일 내 포장 전체로 급속히 번지기 시작하여 방제가 어려워지

하는 Pseudoperonospora cubensis에 의한 노균병은 오이, 멜

므로 병 발생 초기의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Kim 등, 2003). 이러
한 이유로 오이 노균병의 방제는 저항성 품종을 이용하거나 화

Research in Plant Disease
pISSN 1598-2262, eISSN 2233-9191
www.online-rpd.org

학약제에 의한 방제에 의존해 왔는데(Savory 등, 2011), 일반적
으로 농가의 경험에 의한 예방적 관리에 의존하게 되며 이 경우
과도한 약제의 살포를 동반한다. 그 결과 농약잔류의 위험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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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렵고, 노균병 방제에 사용된 메타락실, 아족시스트로빈,

과실의 저장성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된다(Mari 등, 2003; Rob-

크레속심메틸, 피라클로스트로빈 등 화학농약에 대한 저항성

erts, 1994). Lee 등(2013b)은 오미자 수확 후 이산화염소수의

균이 출현하여(Lebeda와 Cohen, 2012; Meng 등, 2017; Urban

농도와 처리 시간에 따라 표면의 미생물 저감 효과가 있는 것을

과 Lebeda, 2006; Zhao 등, 2012) 효과적인 방제가 이루어지지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수한 살균력을 갖고 있으며,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이 노균병에 대한 친환경적인 방제

친환경적 병해 관리가 가능한 이산화염소수를 이용하여 오이

법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노균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처리법, 방제효과 등에 대

오이 노균병에 대한 생물적 방제연구로는 미생물농약 Bacil-

한 검증을 그 목적으로 한다.

lus subtillis KB-401와 B. subtillis DBB-15011를 혼용하여 70%
방제효과를 확인한 결과와(Kim 등, 2011), Bacillus amylolique-

재료 및 방법

faciens subsp. plantarum CC110 균주는 오이 노균병균의 포
자낭 변형을 유발하여 발생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방제효과 검정. 오이 노균병 방제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Lee 등, 2013c).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내 시설포장(260 m2) 3개소를 이용하였다.

인 sodium dodecylbenzene sulfonate는 노균병에 대한 예방

오이의 품종은 백다다기를 사용하였고, 정식 거리는 120×40

효과가 우수하여 병원균 접종 전 처리로 85%의 방제효과를 확

cm로 5월 중순 정식하였다. 시험을 수행한 시설포장은 시험 1

인하였다(Choi 등, 2004). 아인산염(phosphorous acid)은 경엽

년 전부터 오이를 재배하였고, 5월 정식부터 7월 수확, 8월 정식

처리시 오이 노균병을 82% 방제하였으며, 오이의 생육 또한 촉

부터 10월 수확 등 2회의 재배기간 중 노균병은 정식 25일 후부

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ang 등, 2000). 이 외에도 저항성

터 자연발병하여 방제시험을 수행하기 충분한 발병도를 보였

품종과 보르도액 등 유기농업자재의 이용(Kim 등, 2018; Lee 등,

다. 이산화염소수 처리 방법은 희석분무살포와 가열연막처리

2013a), 순지르기와 같은 재배적 방법을 이용한 방제(Park 등,

로 구분하여 정식 20일 후부터 1주 간격으로 4회 처리하였다.

2016)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왔지만 농가에서 실용화된 결

이산화염소수는 산소탄플러스(공시 3-4-031, 유효농도 3,000

과는 많지 않다.

ppm, Young Bio Lab, Daejeon, Korea)를, 가열연막처리를 위한

이산화염소수는 식품 및 환경의 표면을 소독하기 위한 기

확산제는 하얀님(공시-1-5-087, Ilkwangbio, Nonsan, Korea)을

존의 염소소독에 비해 물에 대한 용해성이 10배 높고 산화력

사용하였는데, 가열연막처리구는 260 m2 면적의 시설에 3,000

도 2.5배 강하여 오염물질에 대한 분해 능력과 살균력이 우수

ppm 농도의 이산화염소수 200 ml와 확산제 350 ml를 혼합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yu, 2007).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살

여 가열연막기(분무량 40 l/hr, 911-Turbo, Ilkwangbio)로 연막

균력으로 인하여 2007년 강산성차아염소산수, 미산성차아염

살포하였다. 희석분무살포 처리구는 이산화염소수를 1,000배

소산수와 함께 이산화염소수가 과실류와 채소류의 살균제로

희석하여 동력분무기(30 kg/cm2)로 분무살포(0.5 l/m2)하였고,

지정되었으며(Park 등, 2012), 최근에는 작물 병 방제용 유기농

대조구는 물을 분무살포하였다. 대조 처리구는 물 200 ml와 확

업자재로 등록되었다(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산제 350 ml를 혼합하여 처리하였다. 살포된 연막은 시설하우

Management Service, 2021). 이산화염소(ClO2)는 염소와 유사

스를 밀폐된 상태로 150분 동안 유지한 후 환기하였다.

한 살균기작을 갖고 있지만 필요한 농도에 따라 희석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가열살균처리가 불가능한 신선 채소 등의

처리 방법별 온습도 조사. 노균병 방제를 위한 이산화 염소

미생물 제어에 효과적이다(Benarde 등, 1965; Kim 등, 2009). 농

수의 처리 방법별 환경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희석분무살포 처

산물에 오염되어있는 미생물을 제어하기 위한 이산화염소수

리구와 연막처리구에 각각 지상 1 m 높이에 온습도측정계(testo

연구 결과로는 피망에 접종된 Listeria monocytogenes 균의

174H, Testo SE & Co., Titisee-Neustadt, Germany)를 설치하여 약

억제(Han 등, 2001), 줄기상추의 갈변 및 유통기한 향상을 위

제처리 전후의 온습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검출 간격은 10분으

한 일반세균 세척(Chen 등, 2010), 대장균 및 Salmonella 제
어를 위한 청경채 종자 소독(Choi 등, 2016) 등이 있다. 식물

로 하였고, 처리 전후 210분 동안의 자료를 비교하였다.

병원균에 대한 연구로 이산화염소수는 1.3 mg/l의 농도에서 관

방제효과 조사.

이산화염소수 처리구의 노균병 방제효과

개수 중의 무름병균(Erwinia carotovora subsp. carotovora) 및

조사는 최종 방제제 처리 7일 후 조사하였다. 조사기준은 국

풋마름병균(Ralstonia solancearum)을 100% 불활성화시킨다

립농업과학원의 농약등록시험 세부지침(National Institute of

고 보고되었다(Yao 등, 2010). 또한 이산화염소수는 수확 후

Agricultural Sciences, 2018)에 따라 발병도로 하였으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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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100엽(구당 10주, 주당 10엽)에 대한 병반면적률을 아래의
기준으로 조사한 후 발병도로 환산하였다.
발병도(%) =

∑(발병수×계수)
4N

×100

0: 발병없음

Table 1. Effect of treatment methods using chlorine dioxide for the
control of downy mildew on cucumber in plastic greenhouse
Disease
Control
Treatment
severity (%)
efficacy (%)a
b

c

Leaf spraying

d

Thermal fogging

1: 병반면적률 1–5%

22.5±1.2 b

41.5

7.4±1.0 c

80.9

2: 병반면적률 5.1–20%

Thermal fogging only with
diffusing agent

37.5±0.6 a

2.6

3: 병반면적률 20.1–50%

Untreated control

38.5±0.8 a

-

4: 병반면적률 50.1% 이상
N: 조사엽수

Control efficacy (%) = 1 -

a

Disease severity of treated plot
× 100
Disease severity of untreated plot

b

이산화염소수의 처리 방법별 병 발생 정도 비교는 R 프로그
램 version 4.1.1 (R Core Team, 2017)을 이용하여 Duncan 다중
검정으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Spray with chlorine dioxide solution(3 ppm) on the cucumber leaves
4 times with 7-day intervals.
c
Values designat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d
Ground fogging with a mixture of chlorine dioxide and diffusing
agent in the plastic greenhouse 4 times with 7-day intervals.

결과 및 고찰
오이 노균병은 5월 정식 이후 6월 초부터 발병이 시작된다. 초
기에는 소형 황색 반점(Fig. 1A)을 형성하면서 시작되는데, 다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오이 노균병균은 상대습도 90%의 환

각형 병반은 유합되어 확대되고(Fig. 1B) 나중에는 고사되는 병

경에서 몇 개의 포자만으로도 노균병 병반을 형성시킬 수 있으

반부위가 잎 전체로 확대된다(Fig. 1C). 오이 노균병에 대한 유

며(Sun 등, 2017), 온도, 강우 등 다양한 환경요인 중에서 상대

기농업자재 이산화염소수의 방제효과를 확인한 결과, 이산화

습도가 노균병 발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염소수를 희석분무살포한 경우 방제효과는 41.5%로 낮았다

(Sharma 등, 2003). 실제 본 연구에서도 이산화염소수 희석액

(Table 1). 잎에 형성된 노균병의 병징은 병반의 유합 및 확대가

을 분무살포한 직후 시설 내의 습도는 급격히 증가하여 약 2시

일어났고, 일부 고사 병반도 확인되었다(Fig. 2A). 노균병의 발병
에 미치는 온도 범위는 5–28oC로 비교적 넓지만, 최소 2시간 이

간 동안 상대습도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A). 반면 이

상의 잎젖음 시간이 발병에 필요(Lee 등, 2013d)하며, 비가 많이

80.9%의 높은 방제효과를 보였다(Table 1). 잎에 형성된 노균병

오고 습한 시기에 발병과 전염이 증가(Park 등, 2016)하는 것으

병징은 초기 병반에서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정지된 상태를 유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방제를 위한 희석액의 대량 살포는 제

지하였다(Fig. 2B). 연막살포는 약액 성분을 고르게 시설 내에

한적인 시설 내의 습도를 상승시켜 효과적인 방제를 저해하는

포화시키고, 습도의 상승 또한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제가 가

산화염소수를 확산제화 혼합하여 가열연막살포한 경우에는

Fig. 1. Symptomatic development of downy mildew on cucumber leaves. Each picture represents early (A), mid- (B), and late (C) stage of
disease progress of downy mildew. Pictures were obtained 3, 7, and 15 days post-infection for early, mid-, and late disease symptom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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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ppression of downy mildew disease by the treatment methods of chlorine dioxide in plastic greenhouse test. Pictures for disease
symptoms of downy mildew were taken at 28 days post-infection: leaf spraying (A), thermal fogging (B), thermal fogging only with diffusig
agent (C), and untreated control (D).

능하였고, 연막을 가두기 위하여 밀폐시킨 시설의 온도상승 범
o

또한 무처리의 병징과 차이 없이 잎의 전체적인 고사가 시작되

위는 3 C 이내였다(Fig. 3B). 특히 연막방제의 시작 시간을 일몰

었다(Fig. 2C). 따라서 이산화염소수의 연막방제에서 나타난 높

이후 실시하면 온도변화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가 때문

은 방제효과에 확산제의 영향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에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농산물의 세척 및 소독제로 사용되고 있는 이산화염소는 식

가열연막 방제 시 확산제와 물을 혼합하여 처리한 경우 방제

물 병원균의 제어를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산화염소 가스

효과는 무처리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Table 1), 병징의 형태

를 이용하여 블루베리 과실 표면의 탄저병균 포자를 100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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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humidity (A) and temperature (B) in plastic greenhouses before and after treatment with chlorine dioxide by thermal
fogging and leaf spraying. The arrow indicates when chlorine dioxide was treated.

상 감소시키거나(Sun 등, 2014), 토마토에 상처를 주고 E. carotovora subsp. carotovora를 접종한 후 99 mg의 이산화염소
가스에 노출시키면 무름병 발병을 완벽하게 억제(Mahovic 등,
2007)하는 보고가 있어 식물 병 방제제로서의 활용에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산화염소수는 오이 노균병의 발병을 억제
하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오이 노균
병의 친환경 방제 방법을 제시하고, 가열연막을 이용한 방제는
발병에 습도의 영향이 큰 여러 작물 병해에 대하여 발병환경을
억제함으로써 방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화학농약만으로 형성된 오이 노균병 방제제 시장을 유기
농업자재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Pseudoperonospora cubensis는 오이를 포함한 박과작물에
강한 병원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노균병의 친환경 방제를 위
하여 이산화염소수를 적용하였는데, 희석 분무살포하는 경우
에 41.2%의 방제효과가 있었지만, 가열연막살포한 경우에는
80.9%의 높은 방제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노균
병과 같이 습도에 큰 영향을 받는 병해의 친환경 방제 시 연막
방제는 기존의 희석살포 방제법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 가
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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