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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winia amylovora, a causal bacterium of fire blight disease, is registered as a prohibited quarantine pathogen
in Korea. To control the disease, the government should diagnose the disease, dig and bury the host trees
when fire blight occurs. Fire blight was the first reported in 43 orchards of Anseong, Cheonan, and Jecheon in
2015, and 42.9 ha of host trees were eradicated. However, the disease spread to eleven cities, so that 348 orchards and 260.4 ha of host trees were eradicated until 2019. Fire blight of Asian pear occurred mainly in the
southern part of Gyeonggi, and Chungnam province, on average of 29±9.2 orchards per year. And the age
of the infected trees were mostly 20–30 years old. In apple trees, the disease occurred mainly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 Gangwon, and Chungbuk province, on average of 41±57.6 orchards per year, increased
highly in 2018 and 2019. The age of infected apple trees were under 20 years old. Therefore, because the disease spread rapidly in young apple trees, spraying control agents to the trees in a timely manner and removing infected trees quickly are important to prevent the spread of fire blight in the orchard of immature trees.
Keywords: Apple, Asian Pear Diagnosis, Erwinia amylovora, Fire blight

서 론

미국 뉴욕주에서 최초로 보고되었으며, 1957년 영국을 시작
으로 서유럽과 북유럽 및 지중해지역으로 확산되었다(Bonn과

화상병은 Erwinia amylovora가 사과, 배 등 장미과 기주에
감염하여 발생하는 식물세균병이다. E. amylovora는 꽃, 신초

van der Zwet, 2000). 2006년 아프리카인 모로코에서(Fatmi 등,

등을 통해 감염하여 과수 전체를 고사시킬 수 있으며(Billing,

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보고되었다(Drenova 등,

2011), 미국에서는 화상병으로 인해 매년 백만달러 이상의 경

2012). 국내에서는 2015년 5월 경기도 안성의 배나무에서 처음

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Norelli 등, 2003). 화상병은 1780년

으로 화상병이 보고되었다(Park 등, 2016).

2008) 발생이 보고되었고, 아시아의 경우 중국 서부 경계지역

국내에서 E. amylovora는 식물방역법에서 금지병원균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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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정부 주도로 2015년부터 매년 과수 화상병의 박멸을 위
한 예찰과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Park 등, 2017). 이에 2020년
과수화상병∙과수가지검은마름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에 따르

The Korean Society of Plant Pat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search in Plant Disease Vol. 26 No. 4

223

면, 발생과원을 중심으로 반경 100 m 이내를 방제구역, 반경 2 km

를 70% 에탄올로 표면소독하고, 병징의 경계부위를 가로, 세로

이내를 위험구역, 반경 5 km 이내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각

5×5 mm 크기로 잘라 10 mM phosphate buffered saline buf-

구역별로 주기적인 예찰과 연 3회 약제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fer (pH 7.2, Biosesang, Seongnam, Korea) 용액에 넣고 잘게 마

관리구역 외 기주식물 재배 지역도 매년 2회 이상 발생상황을

쇄하였다. 시료 마쇄액은 실온에서 30분간 정치한 후, tryptic

예찰하고 연 1회 이상 약제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생지

soy agar (TSA; tryptone 15 g, soytone 5 g, NaCl 5 g, agar 15

역 내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경우 과원내 모든 기주식물의 이

g/l)와 King’s medium B (proteose peptone no. 3 20 g, K2HPO4

동을 금지하고, 발생주율이 5% 미만인 경우 발생주만 제거하

1.5 g, MgSO4∙7H2O 1.5 g, glycerol 15 ml, agar 15 g/l) 한천배지

며, 5% 이상인 경우 해당 과원을 폐원하고 있다.

에 획선도말 및 치상하여 27oC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48시간

효과적인 과수 화상병의 방제를 위해 화상병 발생이 의심되
는 경우 농가와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며,

후, 배지에서 화상병균과 유사한 형태의 colony를 선발한 후
TSA 배지에 같은 조건으로 배양하여 single colony를 얻었다.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공적 방제가 수행되어야 한
다. 본 연구는 2015-2019년 국내에서 공적 방제를 위해 수행된

PCR 진단. 분리된 화상병균의 진단은 EPPO (2013)의 E. am-

과수 화상병의 진단을 통해 국내 과수 화상병의 발생 현황과

ylovora 진단 매뉴얼(PM 7/20 (2), 2013)에 등록된 A, B primer
(Bereswill 등, 1992) 와 G1, G2 primer (Taylor 등, 2001) 및 PCR

특성을 구명하고, 방제 방향을 도출하고자 수행하였다.

조건을 이용하였다(Fig. 1A). 또한 PCR 증폭을 위해 Accupower

재료 및 방법

PCR premix (Bio-Rad, Hercules, CA, USA)를 사용하였다. 매뉴
얼에 따라 single colony를 colony-PCR한 후 전기영동으로 각

시료 수집. 과수 화상병 시료는 시∙군농업기술센터, 화상병
정기예찰 등에서 화상병 진단을 위해 의뢰된 516건의 사과, 배

각 900-1,100 bp 또는 187 bp의 PCR product가 확인되면 양성
으로 판정하였다.

시료로부터 수집하였다. 화상병균의 분리는 잎과 줄기 내에서
화상병으로 의심되는 병반으로부터 분리하였다.

병원성 검정. PCR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colony는 사과 또는
배의 지름 4 cm 이하의 미성숙 과실에 접종하여 병원성을 확인

화상병균 분리. 화상병균의 분리를 위해 수집된 잎과 줄기

하였다(Fig. 1B). 사과 또는 배의 미성숙과는 표면을 70% 에탄올

Fig. 1. Fire blight diagnosis of sample by PCR amplification and pathogenicity test. (A) PCR amplification of Erwinia amylovora detection.
Lane M, 1 kb marker; lane 1, E. amylovora; lane 2, sample; lane 3, E. pyrifoliae; lane 4, water. (B) Disease symptom of immature apple fruits.
SDW, sterilized distill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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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fire blight positive samples and buried area
2015
Province
Gyeonggi-do

City

Chungcheongbuk-do

Chungcheongnam-do

2017

2018

2019

Total

Samples

Area
(ha)

Samples

Area
(ha)

Samples

Area
(ha)

Samples

Area
(ha)

Samples

Area
(ha)

Samples

Area
(ha)

Yongin

-

-

-

-

-

-

-

-

1

2.3

1

2.3

Paju

-

-

-

-

-

-

-

-

1

0.3

1

0.3

Icheon

-

-

-

-

-

-

-

-

5

4.8

5

4.8

32

29.6

13

10.8

26

17.2

16

8.2

13

100

74.8

Yeoncheon

-

-

-

-

-

-

-

-

3

2.2

3

2.2

Wonju

-

-

-

-

-

-

2

1.7

2

1.4

4

3.1

Pyeongchang

-

-

-

-

-

-

5

3.6

-

-

5

3.6

Chungju

-

-

-

-

-

-

3

1.5

76

54.7

79

56.2

Jecheon

1

0.8

-

-

-

-

32

27.7

62

46.3

95

74.8

Eumseong

-

-

-

-

-

-

-

-

7

2.3

7

2.3

10

12.5

4

4.3

7

5.5

9

5.5

18

8.2

48

36.0

43

42.9

17

15.1

33

22.7

67

48.2

188

131.5

348

260.4

Anseong
Gangwon-do

2016

Cheonan

Total

9

로 소독한 후 멸균한 팁으로 상처를 냈다. 접종할 균주는 1.0×109

역을 중심으로 발생이 지속되다가 2019년 용인, 이천 및 충주로

cfu/ml로 농도를 맞춘 후 10 μl를 과실의 상처낸 부위에 접종하였

확산되었다(Fig. 2A). 사과의 경우 2015-2018년 안성, 천안, 제

으며, 대조군으로는 증류수를 10 μl 접종하였다. 접종한 과실은

천에서 국소적으로 발생하다가 2018년 충주, 평창, 원주로 확산

o

상대습도 100%의 밀폐용기에 넣고, 28 C 배양기에서 7일 간 배

되었으며, 2019년에는 충북 음성과 경기 북부인 파주, 연천으로

양하였다. 병원성은 균주를 접종한 부위에 수침, 갈변, ooze 등

확산되고 발생 건수도 크게 증가하였다(Fig. 2B). 이렇게 2018-

의 증상을 확인한 후 판단하였다. 모든 처리는 3반복으로 수행

2019년 발생 지역과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에 대해 화상병

하였다.

생태 및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되었다. 화상병 발생 과원의 발병주는, 배나무 과원의
화상병이 의심되는 과원은 해당 농업

경우 81% 이상의 농가가 발병주율 5% 이하였다. 또한 97% 이

기술센터의 과수 전문가가 육안 조사를 통해 잎의 마름, 갈변,

상의 농가가 발병주율 30% 이하였으며, 2015년도에 발병주율

ooze 유출, 궤양 등의 증상을 확인하고 과원 내 발병 주수를 파

30% 이상인 곳이 3곳으로 가장 많았다(Fig. 3A). 사과나무 과

악하였다.

원의 경우 78% 이상의 농가가 발병주율 5% 이하였으며, 95%

과원별 발병 주수.

이상이 발병율 10% 이하였고, 2018년도에 발병주율 10% 이상

결과 및 고찰

인 과원이 6곳으로 가장 많았다(Fig. 3B). 즉 대부분의 화상병
발생 과원은 30% 이하의 발병율을 보였으며, 배 과원의 경우

화상병 발생 현황.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16건의 화

화상병이 국내에 처음 알려진 시기에, 사과 과원의 경우 사과 화

상병 의심 시료를 수집 및 진단하였고, 이 중 348건이 양성으로

상병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2018년도에 농가에서 화상

확인되었다(Table 1). 도별로는 충청북도가 진단건수 181건, 매

병을 인지하고 집중적으로 신고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몰 면적 133.3 ha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10건, 84.4 ha로 두
번째로 많았다. 시∙군별로는 안성과 제천이 각각 100건과 95건

화상병 발생 시기.

시기별 화상병 발생건수를 보면, 배나

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며, 매몰 면적도 각각 74.8 ha로 가

무 화상병은 1년 중 4월을 제외하고 연중 발생하였으나 사과나

장 넓었다. 발생 지역을 사과와 배로 나누어 살펴보면, 배의 경

무에서는 5-10월 발생하였으며(Fig. 4), 5-7월에 전체의 85.6%

우 2015년 안성과 천안 경계 지역에서 화상병이 시작되어 그 지

(298/348건)가 집중 발생하였다. 이는 화상병의 병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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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tribution of orchards detected positive for Erwinia amylovora in South Korea: pear (A) and apple (B).

(Norelli 등, 2003), 궤양 등을 통해 월동한 E. amylovora가 온도

화상병 발생 기주의 특성. 2015-2019년 화상병이 발생한

가 높아지는 봄철 활동을 시작하여 화상병이 집중적으로 발생

기주는 사과와 배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모과에서는 2015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배나무에서 11-12월에 화상병 발생건수

년 판매용 묘목에서 화상병이 검출된 이후(Myung 등, 2016) 더

의 소폭 증가는 겨울철 화상병에 걸린 배나무 잎이 떨어지지 않

이상의 발생은 없었다. 기주별 발생빈도는 사과의 경우 2015-

고 남아 발견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과

2017년 1-4건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과 2019년에

수 화상병의 예방을 위해 기존 발병지에서는 화상병 발생이 활

각각 45건과 151건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발해지는 5월 이전까지 동계기와 개화기 방제제를 적기에 살포

배는 2015-2019년 16-45건이 발생하여 비교적 꾸준하게 유지

하여 E. amylovora의 밀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5A). 또한 배나무는 안성, 천안에서
주로 식재되었고, 발병 과수의 수령은 20-30년생이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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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ease incidence per apple or pear orchards from 2015 to 2019: pear (A) and apple (B).

으며, 연도별 과수 수령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다. 반면 사

의 과수에서는 E. amylovora가 감염되었을 때 식물체 내로 빠르

과나무는 충주, 제천에서 주로 식재되었고, 발병 과수의 수령이

게 확산되어 적기에 방제제를 살포하여도 효과적으로 세균의

대부분 20년 이하였으며, 화상병 발생이 급증한 2018-2019년

증식을 억제하기 어렵다(Johnson과 Temple, 2016). 국내 충주,

에는 10년 이하 과수의 발병 비율이 높았다(Fig. 5B). 10년 이하

제천지역에 식재된 사과나무는 수령이 낮아 세포 증식 등 생장

Fig. 4. Number of fire blight diseased orchards over each month from 2015 to 2019: pear (A) and appl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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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과수 화상병을 일으키는 Erwinia amylovora는 국내에서 금지
병원균으로 지정되어 화상병 발생 시, 중앙 정부의 진단을 근거
로 기주를 매몰하는 공적 방제가 실시되고 있다. 국내 과수 화
상병은 2015년 안성, 천안 및 제천의 43농가에서 발생하여 42.9
ha를 매몰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발생 지역이 11개 시군으로
확산되었으며, 총 348농가 260.4 ha가 매몰되었다. 배나무 화상
병은 주로 경기남부와 충남에서 발생되었고, 발생 건수가 연평
균 29±9.2건으로 매년 비교적 고르게 발생되었으며 20-30년
생 과수에서 발병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사과나무 화상병
은 주로 경기북부, 강원, 충북에서 발생되었고, 발생 건수가 연
평균 41±57.6건으로 2018‒2019년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하였
으며, 20년 이하의 과수의 발병 비율이 높았다. 국내 과수 화상
병은 어린 사과나무에서 병의 확산이 빠르므로, 특히 미성숙
Fig. 5. Disease frequency and the age of apple and pear trees from
2015 to 2019. (A) Disease frequency of apple and pear orchards. (B)
The age of diseased apple and pear trees.

과수가 식재된 과원에서는 화상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는 등 예방을 철저히 하고, 발병 시 신속히 방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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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Ameur 등, 2014; Bahadou 등, 2020). 호주는 1997년 화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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