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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arium infection rate of the paddy rice grain after harvest seemed to be influenced by the average temperature from late July (before heading) to the end of September (during ripening). In case of 2010 and 2013 in
which average temperature of the same period was similar, Fusarium infection was related to cumulative precipitation, cumulative precipitation days, and precipitation durations over two days. The distribution ratio of
Fusarium species complex isolated from paddy rice grains after harvest was 57% in 2010 and 45% in 2013 for
Fusarium graminearum species complex (FGSC), 35% and 50% for Fusarium incarnatum-equiseti species complex, and 8% and 5% for Fusarium fujikuroi species complex (FFSC). The distribution ratios of FGSC and FFSC
were higher in 2010 than 2013. Among the total 26 promoted rice varieties, the ‘Mihyang’ showed resistant
response against the natural infection with Fusarium species belonging to FGSC and the varieties of ‘Nampyeong’, ‘Hi-ami’and ‘Younghojinmi’ showed resistant response against the natural infection with overall Fusarium pathogens. Majority of the promoted rice varieties could not be classified for resistance or susceptibility.
These results are valuable as basic data to determine the resistance and susceptibility of rice variety against
Fusarium spp. infection in the field.
Keywords: Fusarium head blight, Resistance of rice variety, Species complex, Weather conditions

Fusarium 균에 의한 곡류 붉은곰팡이병(이삭마름병, Fusarium
head blight, FHB)은 벼, 보리, 밀, 옥수수 등 곡물의 수량과 품

(Shim 등, 2005)에 비해, 2011년, 2012년, 그리고 2013년에 전

질을 저하시키는 파괴적인 병으로 알려져 있다. 벼에 발생하는

14.8%, 14.3%이었다(Lee 등, 2014) (Table 1).

국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채집한 벼의 이병립율은 각각 26.7%,

붉은곰팡이병은 최근에 출수개화기(벼는 출수와 동시에 개화

붉은곰팡이병에 감염된 벼 이삭과 벼 알곡은 변색이 일어나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출수개화기로 표현함) 전후부터 수확기

며, 등숙 불량으로 쭈글쭈글해짐으로써 변색미 발생과 완전

까지 잦은 강우와 온도상승과 친환경 재배의 확대로 인해 재배

미율 및 발아율을 저하시켜 곡물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또한

포장에 전염원 밀도의 증가와 더불어 매년 병 발생이 증가하고

Fusarium 속의 여러 종복합체(spaecies complex)에 의해 발생
되며, 따뜻하고 습한 조건에서 재배되는 벼에는 Fusarium

있다. 2002년 수확한 벼의 붉은곰팡이병 이병립율 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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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inearum 종복합체(FGSC)가 가장 우점한다. FGSC는 곡
물에 감염하는 동안 트리코세신 곰팡이독소인 데옥시니발레
놀, 니발레놀과 제랄레논을 생산한다. 데옥시니발레놀 독소
가 오염된 곡류의 섭취로 인한 인축에 구토, 섭취거부, 설사,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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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usarium infection rate of paddy rice grains used in the study
Year
2002
2010

Grain sample
paddy rice after harvest
paddy rice after harvest

% of Fusarium infected kernel
2.6
20.3

2011

paddy rice stored in RPC

26.7

Lee et al., 2014

2012
2013
2013

paddy rice stored in RPC
paddy rice stored in RPC
paddy rice after harvest

14.8
14.3
14.5

Lee et al., 2014
Lee et al., 2014
present study

혈, 면역약화 등의 장애를 일으키며,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

Reference
Shim et al., 2005
present study

간의 병원균에 대한 반응특성을 분석하였다.

에서 이러한 독소로 인한 중독사고가 보고된 바 있다(Moss,

벼 재배기간의 기상분석은 2010년과 2013년 7월 21일부터

2002). 또한 제랄레논 곰팡이독소는 에스트로겐 활성을 가지

9월 30일까지 벼 장려품종 재배포장에 위치한 수원기상대의

고 있어 동물의 생식기관에 해를 일으킨다고 보고되었다(Shier

월별 기상조사 자료와 2002년 같은 기간의 이천 시험포의 기상

등, 2001). 따라서 세계 각국은 식용 곡류와 그 제품, 사료에 최

자료를 이용하여 일별 기온(최고, 최저, 평균)과 강우량을 기초

대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Ferrigo 등, 2016), 코

로 평균온도와 누적 강우량, 누적강우일수, 강우지속일수를

덱스식품규격위원회는 저항성 품종재배와 수확전 재배단계에

산출하여 기상조건과 Fusarium 이병정도와의 상호관계를 분

서 독소생성곰팡이 감염을 최소화하는 “곡물의 곰팡이독소 오

석하였다.

염예방 및 저감화 실행지침”을 제정하여 각국에서 실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Codex Alimentarius International Food Standards, 2016).

출수개화기~등숙기의 기상조건이 Fusarium 감염에 미치는
영향.

2002년 이천시험포장과 2010년과 2013년 수원 재

붉은곰팡이병은 기주식물인 곡류와 Fusarium 병원균, 그리

배포장에서 농촌진흥청 표준재배법에 의거 재배한 수확후 산

고 기상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병정도와 곰팡이독소 생

물벼의 Fusarium 균 오염율은 각각 2.6%, 20.3%, 14.5%이었다

성량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출수개화기의 강우량은 붉은곰팡

(Table 1). 2002년의 Fusarium 균 오염율은 2010년과 2013년

이병 발병율과 곰팡이독소 생성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의 감염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2002년의 이천 시험포장

하였다(Kharbikar 등, 2015). 붉은곰팡이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경운, 윤작, 살균제, 파종 및 수확시기 조절, 저항

과 2010년, 2013년 수원 벼 장려품종 재배포장의 Fusarium
병원균의 감염시기인 7월에서 9월까지의 평균기온을 비교하

성 품종 재배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붉은곰팡이병으로

면, 2002년은 22.4 o C로 2010년과 2013년의 평균기온에 비

인한 피해를 줄이고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관리

해 2.4 oC 이상 낮았으며, 2010년과 2013년의 평균기온은 각

수단은 붉은곰팡이병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다. 세계적

각 25.0 oC, 24.9oC로 비슷하였다(Table 2). 7월에서 9월까지

으로 붉은곰팡이병 저항성품종 개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밀,

의 총 강우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2년은 2010년에

보리 등 맥류작물에서 활발하게 수행되어 실제로 이용하고 있

비하면 100 mm 적었으나 2013년과 비교하면 149 mm 많았다

으나, 붉은곰팡이병에 대한 저항성 벼 품종의 개발은 거의 없

(Table 2). 이는 7월에서 9월까지의 총 강우량이 2002년 수확

는 상태이다.

한 산물벼의 Fusarium 균 오염정도가 2010년과 2013년에 비해

붉은곰팡이병 저항성 벼 품종육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낮음을 설명할 수 없었다. 곡류 붉은곰팡이병 주요 병원균인

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0년과 2013년에 경기도

FGSC의 감염가능 온도범위는 16-32oC이고, 감염 최적온도는

수원의 벼 장려품종 재배포장에서 벼 시료 1 kg을 품종별로 분

28-29oC 임(Rossi 등, 2001)을 고려할 때, 평균기온이 2010년과

양 받아 감자한천배지(PDA)에 105립씩 2회 치상하여 Fusarium

2013년에 비해 2002년이 7월에서 9월까지의 평균기온이 2.4oC

균 오염정도를 조사하였다. PDA에 치상한 벼 종자에서 자란

이상 크게 낮았던 것이 Fusarium 균 오염율을 현저하게 떨어트

Fusarium 균총을 분리하여 단포자 분리후 순수배양하여 유니
버셜 ITS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리보솜 DNA의 ITS 부위의 염기

리는데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서열을 분석하여 종(species) 동정을 하였다. Fusarium 병원균

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기온이 비슷하였던 2010년과 2013년

에 대한 이병정도를 벼 장려품종별, 생육형별로 분석하여 품종

의 기상자료를 대상으로 벼 붉은곰팡이병과 벼 키다리병 주요

수확후 산물벼의 Fusarium 균 오염정도에 미치는 강우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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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of rice field in Icheon in 2002 and Suwon in 2010 and 2013
Mean temperature (oC)
Precipitation (mm)
Month
2002
2010
2013
2002
2010
Jul.
24.3
26.0
25.5
266.5
206.8
Aug.
23.7
26.9
27.4
582.5
372.8
Sep.
19.6
22.2
21.7
46.5
375.9
Jul.-Sep.
22.5
25.0
24.9
895.5
955.5

2013
405.9
157.0
183.6
746.5

Fig. 1. Change in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in Suwon by 10 days interval from late July to late September in 2002, 2010, and
2013. (A) Average temperature, (B) Cumulative amount of rainfall, (C) Cumulative days of rainfall.

감염시기인 출수개화 전 7월 하순부터 수확 전 9월 말까지 벼

서 자낭반으로부터 방출되어 바람에 의해 전파되지만(Trail 등

장려품종 재배포장의 순별 강우량, 누적 강우량, 누적 강우일

2002), 무성생식 포자인 대형분생포자는 강우에 의한 물방울

수, 2일 이상 강우지속횟수를 비교하였다(Fig. 1). 2010년의 순

튀김에 의해 전파된다(Fernando 등, 1997). Kharbikar 등(2015)

별 강우량은 7월 하순과 8월 초순에는 2013년에 비해 적었으나

의 연구에 의하면, 출수개화기 이후의 강우량의 차이는 붉은

출수개화기인 8월 중순이후부터 등숙기인 9월 말까지 2013년

곰팡이병 병압(disease pressure)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출

에 비해 많았으며, 2013년의 8월 중순은 강우가 없었다. 8월 중

수개화기 이후의 지속된 강우는 수확곡물의 벼 붉은곰팡이병

순 이후부터 9월 말까지 누적강우량, 누적강우일수, 2일 이상

발병율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발병율의 증가는 곡물수량과 품

강우지속 횟수 모두가 2013년에 비해 2010년이 많았다.

질저하 그리고 곰팡이독소 함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유성생식포자인 자낭포자는 높은 습도에 이은 건조조건에

Kim 등(2018)은 출수개화 직후에 벼 붉은곰팡이병원균 감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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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출수개화 전, 출수개화 후 10일, 출
수개화 후 30일(등숙기)에도 감염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따
라서 2010년의 출수개화기인 8월 중순부터 등숙기인 9월 말까
지의 강우량과 강우패턴은 평균기온이 비슷하였던 2013년에
비해 병압의 증가로 Fusarium 균의 감염기회가 많아지고 수확
기까지 병의 진전을 증가시켜 수확후 산물벼의 Fusarium 균 이
병립율이 2013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벼 재배지역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도상승과 친
환경재배의 증가로 매우 높은 Fusarium 균의 전염원 밀도를 유
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수개화기 이후의 지속된 강우는 분생

Fig. 2. Distribution of Fusarium species complex isolated from 26
promoted rice varieties in 2010 and 2013.

포자의 비산 전파를 용이하게 하여 벼 붉은곰팡이병과 벼 키다
리병과 같은 Fusarium 균에 의한 병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
다. 금후에 출수개화전인 7월말부터 9월말까지의 강우패턴과

각각 57%, 8%, 2013년 45%, 5%로 2013년에 비해 2010의 분포

Fusarium 감염과의 상관관계 구명 등 현장에서 병발생 예측이
가능하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비율이 높았다. 또한 FIESC에 속하는 F. equiseti는 벼에 약한 병
원성이 있으며, 건조한 기후에서도 발생되는 균으로 아시아의
아열대지역의 벼에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Desjardins 등, 2000;

Fusarium 병원균 자연감염에 대한 품종별 반응. 품종별 수
확후 산물벼 종자에서 Fusarium 균을 분리하여 Fusarium ID

Webster와 Gunnell, 1992). FIESC에 대한 이병립율은 2010년

database를 이용하여 동정한 결과(O'Donnell 등, 2012), 거의

2010년에 비해 붉은곰팡이병 감염이 적었던 2013년에는 FIESC

모든 품종시료에서 벼 붉은곰팡이병원균인 FGSC, Fusarium
incarnatumn-equiseti species complex (FIESC)와 벼 키다리병

감염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Fig. 2). 이들 종복합체도 붉은

원균이 속한 Fusarium fujikuroi species complex (FFSC)가 감

B형 트리코세신 곰팡이독소와 A형 트리코세신 곰팡이독소를

염되어 있었으며, 종복합체별 우점 종(species)과 극히 일부 시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Marin 등, 2012)되고 있어, 우리나라 벼

료에서 동정된 Fusarium 종은 Table 3과 같았다. 분리된 F. spo-

에서 분리한 FIESC의 독소생성능과 재배포장에서의 감염조건

rotrichioides, F. kyushuense, F. tricinctum 종은 더운 기후에서 우
점하는 종으로 트리코세센 A형 독소를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어 앞으로 지속적인 발생정도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동정

종은 모두 26개 품종이었다(Table 4). 이들 품종을 용도별로 구

된 Fusarium 균의 종복합체 비율은 FGSC, FIESC, FFSC 순으로

분하면 고품질 밥쌀용 19품종, 가공용 찰벼 2품종, 기능성 가

우점하였다. 벼에 피해를 주는 벼 붉은곰팡이병 주요 병원균인

공특수미 2품종, 유색미, 향미, 총체사료용 각각 1품종이었으

FGSC와 벼 키다리병원균인 FFSC의 연도별 분포비율은 2010년

며, 출수형별로는 조생종 2품종, 중생종 9품종, 중만생종 15품

6.3%, 2013년 7.8%이었다. 붉은곰팡이병원균 감염이 많았던

곰팡이병원균이 생산하는 데옥시니발레놀과 니발레놀과 같은

2010년과 2013년에 Fusarium 이병정도를 조사한 벼 장려품

Table 3. Fusarium species isolated from the promoted varieties
Species complex

Fusarium species isolated
from most of samples
from a few samples

FGSC
(F. graminearum SC)

F. asiaticum,
F. graminearum

F. mesoamerianum (n=1)

FFSC
(F. fujikuroi SC)

F. fujikuroi,
F. verticillioides,
F. proliferatum

F. concentricum (n=5),
F. globosum (n=4)

FIESC
(F. incarnatum-equiseti SC)
Others

F. incarnatum-equiseti
F. sporotrichioides (n=2),
F. kyushuense (n=1),
F. tricinctum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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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promoted rice varieties used in the study
Variety no.

Name of variety

Type of maturity

Heading date

Purpose

RC-01

Dongjin

Mid-late

8.14

High quality rice for eating

RC-02

Chucheong

Mid-late

8.19

High quality rice for eating

RC-03

Saechucheong

Mid-late

8.19

High quality rice for eating

RC-04

Nampyeong

Mid-late

8.15

High quality rice for eating

RC-05

Junam

Mid-late

8.16

High quality rice for eating

RC-06

Ilmi

Mid-late

8.19

High quality rice for eating

RC-07

Ilpum

Mid-late

8.14

High quality rice for eating

RC-08

Sindongjin

Mid-late

8.14

High quality rice for eating

RC-09

Whayeong

Medium

8.10

High quality rice for eating

RC-10

Odae

Early

7.26

High quality rice for eating

RC-11

Samgwang

Mid-late

8.17

High quality rice for eating

RC-12

Gopum

Medium

8.14

High quality rice for eating

RC-13

Hopum

Mid-late

8.15

High quality rice for eating

RC-14

Chilbo

Mid-late

8.15

High quality rice for eating

RC-15

Wungwang

Early

7.31

High quality rice for eating

RC-16

Hi-Ami

Medium

8.15

Rice with high amino acids content for processing

RC-17

Migwang

Medium

8.15

High quality rice for eating

RC-18

Yeonghojinmi

Mid-late

8.21

High quality rice for eating

RC-21

Hanmaeum

Medium

8.14

High yield rice for processing

RC-22

Bosoekchal

Medium

8.11

Glutinous rice for processing

RC-23

Baekjinju-1

Mid-late

8.20

Medium glutinous rice for processing

RC-24

Keunnun

Medium

8.15

Giant embryonic rice for processing

RC-26

Hongjinju

Medium

8.13

Colored rice for processing

RC-27

Mihyang

Mid-late

8.16

Aromatic rice for processing

RC-28

Yeongahn

Medium

8.13

Rice with high lysine content for eating

RC-29

GoAmi-4

Mid-late

8.18

Rice with high amino acids for processing

종이었다. 출수형은 중부지방의 평야지에서 재배한 벼의 절반
이 출수개화한 시기로 정의하며, 조생종은 8월 초순 이전, 중생
종은 8월 중순, 중만생종은 8월 중순 후기로 구분하고 있다. 조
사 결과, 출수형별로 Fusarium 감염율의 차이가 있었다(Fig. 3).
조생종 품종의 이병립율은 중생종과 중만생종에 비해 높았으
나, 중산간지가 아닌 평야지 재배에 따른 이른 출수개화와 함
께 늦은 수확으로 인하여 출수개화기 이후 오랜 기간 동안
Fusarium균의 감염기회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으나, 금
후 적기 수확한 산물벼를 대상으로 출수형별 감염율의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Fig. 3. Fusarium infection rate (%) by maturing type of rice varieties
in 2010 and 2013. Fusarium infection rate seemed to be higher in
the early maturing rice varieties than the medium and mid-late maturing varieties in both years. The number in parenthesis is the
number of variety tested.

2010년과 2013년의 장려품종별 수확후 산물벼의 Fusarium
이병립율을 조사한 결과, Fusarium 균의 자연감염에 대한 품
종별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Fig. 4). 해마다 기상조건에 따
라 Fusarium 균의 자연 감염율이 다르고, Fusarium 감염에 대

318

Research in Plant Disease Vol. 24 No. 4

Fig. 4. Response of rice varieties against (A) total Fusarium spp., (B) FGSC (Fusarium head blight), (C) FFSC (Bakanae disease) in paddy field
in 2010 and 2013. FGSC, F. graminearum species complex; FFSC, F. fujikuroi species complex.

한 품종의 반응 기준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 조사 집단의 평

고, 감수성 반응을 보인 품종은 총 Fusarium spp., FGSC, FFSC

균±표준편차 구간을 기준으로 이병립율이 평균-표준편차 보

에 대하여 각각 4, 3, 3개 품종이었다. FFSC에 대한 자연감염율

다 낮으면 저항성으로, 평균+표준편차 보다 높으면 감수성으로

이 높지 않아 저항성 반응을 구분할 수 없었다. 미향 품종만이

Fusarium 감염에 대한 품종반응을 구분하였다(Table 5). 조사
한 26개 장려품종 중에서 총 Fusarium 균과 FGSC, FIESC 감염

FGSC 자연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보였으며, 남평, 하이아미, 영

에 대하여 저항성 반응을 보인 품종은 각각 3, 1, 4개 품종이었

적인 저항성을 보였다. 그 밖의 대부분의 장려품종은 저항성 또

호진미 품종은 총 Fusarium 병원균의 자연감염에 대하여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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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lassification of rice varieties by response to natural infection of Fusarium species complex
Fusarium spp.

No. of rice variety (variety No.)
FGSCc
FFSCc

Resistant
> (ma-SDb)

3
(RC-04, 16, 18)

1
(RC-27)

0

4
(RC-02, 04, 16, 18)

Moderate
(m-SD)~(m+SD)

19

22

23

22

Susceptible
< (m+SD)

4
(RC-8, 10, 11, 15)

3
(RC-09, 10, 15)

3
(RC-07, 10, 15)

0

mean±SD

18.2±10.1

8.6±6.3

1.2±1.5

7.1 ± 5.2

Group

a

FIESCc

b

m: mean value, SD: Standard Deviation
FGSC, F. graminearum species complex; FFSC, F. fujikuroi species complex; FIESC, F. incarnatum-equiseti species complex.

c

는 감수성으로 구분할 수 없었다.
Fusarium 균 감염에 대한 품종반응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온실에서 인위적인 병원균 포자접
종을 통한 품종반응과 자연감염에 의한 품종반응연구의 추진

Fusarium 병원균의 자연감염에 대하여 전반적인 저항성을 보였
다. 그 밖의 대부분의 장려품종은 저항성 또는 감수성으로 구
분할 수 없었다. 본 연구결과는 Fusarium 균 자연감염에 대한
저항성과 감수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이 필요하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현상 증가와 친환경
재배의 증가 등으로 Fusarium 병원균 감염이 증가가 예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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