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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wdery mildew (Podosphaera xanthii) occurring in the greenhouse cultivation of Korean melon

(Cucumis melo L.) is an intractable disease to be hardly controlled. It is highly demanded that diverse

measures of integrative practice should be applied to effectively manage powdery mildew in organic Korean

melon cultivation. According to the recent socio-environmental movement of eco-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in Korea, we here review developed techniques or methods to manage powdery mildew for organic

production of Korean melon in greenhouse condition. A resistant F1 variety against powdery mildew can be

first mean and other environmental control techniques are essentially reviewed in the greenhouse facility. The

alternative techniques of organic agricultural materials, such as cooking oil-egg yolk mixture, loess-sulfur

complex, agricultural detergents, and sulfur- and silica-based products will be discussed. Also, it is desirable

to use them in mixed treatment for higher control efficacy in organic Korean melon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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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국내의 친환경 농업정책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2018년도에는 논·밭작물, 과수에 지급되고 있던 유기농업

직불금의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농 지속 직불금에 대한 지

급기한이 폐지되었고, 2019년에는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생

태계 유지, 생물다양성 증진 등 공익적 가치실현으로 재설

정하면서 공익형 직불금제를 도입하였다(Lim et al., 2020).

현재 친환경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친

환경 농산물의 생산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Lim et

al., 2020).

참외(Cucumis melo L., Korean melon)는 아열대성 작물

로서 경북 성주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과채류

작물로서, 국내 재배면적은 3,581 ha인데 주산지인 성주에

서만 3,126 ha에 달한다(MAFL, 2018). 전국적으로 참외를

친환경 재배를 하는 농가로서는 유기재배 인증농가는 90호,

무농약재배 인증농가는 120호이며, 참외 주산지인 경북지역

에서는 무농약 인증농가 25호, 유기재배 인증농가는 26호,

성주군의 참외 유기재배 인증농가는 17호이다(NAPQMS,

2019). 이는 성주군의 전체 참외 재배농가 수 3,945호에 비

하여 0.43%로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다(SCO, 2019).

시설하우스가 보급된 이후 성주지역에서 참외재배가 40

년 이상 지속되면서 병해충 발생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

다. 참외재배시 가장 문제되는 병해로는 흰가루병과 노균병

이며 해충으로는 목화진딧물, 총채벌레, 뿌리혹선충 등이 있

다(SFVRI, 2015). 참외 관행재배에서는 이러한 병해 방제를

유기 합성농약에 의존하고 있는데, 흰가루병의 방제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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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헥사코나졸 입상수화제 등 68종이 등록되어 있다(KCPA,

2019).

국내에서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되어 있는 1,686종 중 551

종이 병해충 관리용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병해

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는 화학농약과 달리 침투이행성 기

작이 없어 방제효과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NAPQMS,

2019).

또한 최근 3년간(2017-2019)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유기

농업연구소에서 수행한 과채류 유기종자 생산체계 확립 연

구에서 개구리참외, 깐치참외, 열골참외 등의 토종 참외에

서도 흰가루병 이병엽률이 각각 30%, 34%, 54%로 심하

게 발생하였다. 유기농업의 기본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수

적인 유기종자의 효율적인 생산 및 보급을 위해서도 흰가

루병 방제기술의 연구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하였다(Yeon,

unpublished). 참외의 주요 병해인 흰가루병에 대한 다양한

유기적 방제방법이 연구되어 왔으나 최근 국내의 친환경 농

업정책이 급속히 확대되는 것을 고려할 때, 참외를 비롯한

박과류 흰가루병에 대한 친환경적 방제방법을 정리할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기농 참외재배에서 유기농업자재

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참외에 발생하는 흰가루병에 대한

친환경적인 방제방법을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정리

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제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박과류 흰가루병의 특성

호박(Cucurbita pepo), 수박(Citrullus vulgaris), 참외

(Cucumis melo), 오이(Cucumis sativus) 등 중요한 박과류를

감염하는 흰가루 병원균은 동일한 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Shin et al., 2000). 국내에서도 Hong et al. (2018)과 Kim

et al. (2016b)은 멜론에서 KN1, KN2 및 새로운 race 발생

을 보고하였다. 흰가루 병원균은 Sphaerotheca fusca (Lee et

al., 2000), Sphaerotheca fuliginea (Kim et al., 2007),

Podosphaera fusca (Kwon et al., 2015) 및 Podosphaera

xanthii (Hong et al, 2018)로 분류되어 왔는데, 이를 하나

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참외 흰가루병은 4-10월까지 발생기간이 긴 병해이며

(Kim et al., 2017) 기주에서의 감염부위는 주로 식물체 잎

에 감염하나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줄기, 엽병 및 과실표

면에도 발생한다(SFVRI, 2015). 분생포자는 Fig. 1에 나타

Fig. 1. Symptoms of powdery mildew on the leaves of Korean melon (A), melon (B), and cucumber (C). Microscopic observation of
conidia originated from Korean melon leaves (D,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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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것과 같이 체인형태를 형성하고 가장자리 선은 무딘 톱

날모양(Crenate)을 하고 있다(Shin, 1992; Shim et al., 2018).

2008년 충북 진천군의 수박 재배농가에서는 흰가루병의

만연으로 인하여 30-50%의 소득이 감소하는 큰 피해가 발

생한 사례가 있다(Kang et al., 2014). 흰가루병은 참외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병해이고, 이러한 흰가루병에 대

한 대책으로 2017년 이후 흰가루병에 저항성인 계통으로 알

찬꿀참외, 은하수꿀참외 등 F1 품종이 육성되어 농가에 보

급되고 있다.

박과류에 발생하는 흰가루병을 적절하게 방제하기 위해서

는 먼저 병원균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흰가루

병은 살아있는 기주에만 기생하는 순활물 기생균으로, 이러

한 순활물 기생균의 특성으로는 자연상태에서 먼 거리에 분

포하는 기주를 감염시킬 수 있는 다량의 분생포자를 형성하

도록 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FVRI, 2015). 

흰가루병의 방제에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흰가루병균이 식물체 조직내부에 흡기를 형성하여 양분을

흡수하고 식물체 표면에 균사 및 다량의 분생포자를 형성하

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Green et al., 2002). 참외 흰가루

병의 경우 가을철 작기가 끝난 후 식물 잔사인 과실, 줄기

및 잎 상부 표면에 유성세대 포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를 적절하게 제거하지 않을 경우 이듬해 1차 전

염원 역할을 하며 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eon,

2006). 

작물에 대한 경제적 피해 허용수준(Economic threshold)

개념이 처음에는 해충방제에 도입되었는데(Stern, 1959;

1973), 박과류 작물에 대한 흰가루병에 의한 경제적 피해

허용수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Park (2011)은 관행 시

설재배에서 참외 흰가루병 병반면적률과 수량감소의 상관

관계를 Y=0.317X+0.3687 (R2=0.9501)로 산정하여, 하위

엽 5매에서 흰가루병이 11% 이상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

방제수준으로 설정하였다. 호박 흰가루병의 발생과 과실수

량은 부의 상관이 있고, 방제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요방제

수준은 병반면적율 6.5%, 방제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피해

수준의 병반면적율 21.6%, 농가에 적용 가능한 경제적 방

제수준은 17.3%로 산출하였다(Moon et al., 2010). 오이 흰

가루병에 대한 방제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피해 허용수준을

수확량 3% 지점, 발병도 17.6%를 설정하였고, 방제적기는

잎이 1-2장 감염되었을 때 방제 시점이라 하였다(Kim et

al., 2006). 

이러한 경제적 피해 허용수준은 관행재배의 화학약제를

기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시 흰가루병 방

제에 사용하는 유기농업자재들은 방제효과가 낮고 약효가

발생하는 시점이 늦은 것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피해 허용

수준을 관행의 기준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박과류 흰가루병 저항성 품종의 이용

박과류 작물의 흰가루병에 대한 가장 친환경적인 방제방

법은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항성 품종

을 이용한 박과류 작물의 재배는 아직 실용화 연구가 더 필

요한 실정이다. 

야생종호박(Cucurbita moschata)으로부터 흰가루병 저항

성 유전자를 도입하여 풋호박(Cucurbita squash)(Cho et al.,

2004a, 2004b)과 애호박(Cucurbita pepo)(Cho et al., 2009)

을 육성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한 바 있다. Lee et al.

(2004) 국내에서 시판 중인 10종의 애호박 품종을 대상으로

흰가루병 발병 정도를 비교하였더니, 품종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시험에 공시한 애호박 품종 모두 3 이상의

높은 발병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유기농 호박 병

해 종합방제 기술 개발을 위해 50개의 시판 호박품종에 대

한 역병, 시들음병 및 흰가루병에 대한 저항성을 검정한 결

과, 대부분의 시판 호박품종들은 흰가루병에 대해 감수성으

로 나타났으며, 흰가루병에 대한 중도저항성 이상의 품종으

로는 뚝심토좌골드 등 5품종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Shim et al., 2018). 

참외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병해인 흰가루병에 대

한 대책으로 저항성 품종을 선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 Kim et al. (2012)은 시판 참외 품종인 ‘참이맛’, ‘크런치

볼’, ‘은천’, ‘황금꿀은천’, ‘명월’, ‘황금도끼’, ‘금노다지’ 7품

종의 흰가루병 저항성 정도를 조사하였으나 모든 품종이 감

수성인 것으로 보고 하였다. 그런데, 2017년 이후 흰가루병

에 저항성인 참외 계통으로 알찬꿀참외, 은하수꿀참외 등 F1

품종이 육성되어 농가에 보급되고 있다(Kang et al., 2014).

수박에서도 흰가루병 저항성 품종을 선발하기 위한 연구

가 진행되었으나 뚜렷한 저항성 자원을 찾거나 개발한 사례

가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Kim et al. (2012)은 9종의 시

판 수박 품종에 대한 흰가루병 저항성을 검정한 결과, ‘오복

꿀’, ‘태양꿀’, ‘리코핀꿀’, ‘홍수정꿀’, ‘달고나’, ‘초강삼복’,

‘참그린’, ‘우리꿀’, ‘스피드꿀’의 9품종을 조사한 결과 품종

간에 병 발생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감수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참외재배에서는 흰가루병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흰가루병은 박과류 작물을 재배하는 전 생육기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기가 지속됨으로

써 농업인들이 흰가루병에 강한 품종에 대한 재배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성이 높은

멜론, 수박, 참외 등의 주요 작물에 대한 흰가루병 저항성

품종의 육성이 어려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종자산업체나

학계에서 지속적인 흰가루병 저항성 박과류 유전자원의 도

입과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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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절에 의한 방제

흰가루병은 시설재배 참외의 생육기 동안 가장 심각한 피

해를 주고 방제하기 어려운 병해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시

설참외 재배농가의 10%가 하우스를 단동에서 연동형태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이유를 흰가루병의 발생 때문이라고 보

고 되어 있어, 농가에서 흰가루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는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Choi,

2013b).

시설내부 환경조절에 의한 흰가루병 억제방법으로는 크게

고온 및 환기방법에 의한 방제를 들 수 있다. 참외 흰가루병

은 기온 15-28oC에서 많이 발생하며 32oC 이상에서는 억제

된다고 알려져 있으나(NCPMS, 2020), 실제로 시설재배에

서 고온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흰가루병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된 사례는 적다. Shin (1992)은 박과류 흰가루병

균과 동종인 왕고들빼기(Lactuca indica var. laciniata) 흰가

루병균(S. fusca)의 분생포자의 크기 및 장폭비가 노지(기

온 15-27oC)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시설재배 하우스에서 흰가루병균의 생육적온을 넘어서는

평균기온이 30oC 이상, 일중 최고기온이 40oC 이상으로 1

주일간 지속되면 박과류 유묘에 발생한 흰가루병이 감소된

다고 보고하였다(Yeo et al., 2013). 참외재배 시설하우스(폭

6 m×길이 50 m)의 기온은 외피복 재료로 Poly Olefin 필름

을 사용할 경우 7월의 일중 최고기온은 57.7oC이며, 조광필

름(CHO-CO)은 56.6oC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Shin

et al., 2018). 일반적으로 성주지역의 시설참외 재배하우스

길이가 100 m 임을 감안하면 농가의 하우스 내부 기온은

Shin et al. (2018)의 보고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흰가루병원균의 생육적온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참외 흰가루병은 시설하우스 출입구(발병

도 16.3) 및 환기구 근처에서 처음 발생하여 점차 시설하우

스 중앙부(발병도 8.8)로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다(SFVRI,

2015; Kim et al., 2017). Yeo et al. (2016)은 관행 환기통

(TC, conventional ‘side vent + roof vent’ ventilation)은 환

기효과는 저하되나 38oC 이상 고온이 지속되어 개선 환기통

(TT, modified ‘side vent + roof vent’ ventilation)보다 흰가

루병 발병도 및 이병엽률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ae

(2005)는 참외 재배하우스의 일중 기온이 높은 측면구멍환

기가 측면 권취식+연통환기보다 흰가루병 발생량이 27.2%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Yeo et al. (2015)은 참외 흰가루

병 발병도가 권취식+환기통 환기에서 가장 낮았고, 측창환

기 대비 26%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흰가루

병의 발생억제는 환기량의 감소로 인한 분생포자의 비산억

제 및 고온에 의한 억제로 인한 것이라 추정된다. Choi

(2013b)에 의한 농가 설문조사에서 권취식 환기시설로 온도

를 조절하여 흰가루병을 방제할 경우 10a 당 작업시간이

6.7시간에서 2.6시간으로 감소되고 흰가루병 방제횟수도 8.2

회에서 5.1회로 감소하여 성주지역 참외재배농가의 73.1%

가 활용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외 흰가루병은 38oC에서

생육이 정지되고, 45oC 이상 고온에서 분생포자의 형태가

변형되고, 55oC 이상의 고온에서는 작물피해가 발생한다는

것(Choi, 2013a)을 고려할 때, 참외 흰가루병 방제를 위해서

는 일정기간 동안 시설내부에 고온을 유지하여 흰가루병 발

생을 억제한 다음 난황유(Shim et al., 2018)나 미생물제

(Kim et al., 2011b; Kim et al., 2015)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

적인 방제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 참외 재배 시, 시설하우스 내부에 환기팬

이나 환기통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온도나 습도와 같이 흰

가루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흰가루병 발생을 적절하게 예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유기농업자재나 미생물 처리로 방제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제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물학적 방제

작물에 발생하는 흰가루병에는 Bacillus subtilis, Bacillus

thurngiensis 등 Bacillus 속 세균, Streptomyces 속 방선균,

Ampelomyces 속 중복기생균 등 다양한 미생물이 생물학적

방제인자로 활용되고 있다(Kim et al., 2011b). 그러나 미생

물 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Kim et al. (2011b)이 언급한

바와 같이 농가의 77.3%가 구입 즉시 사용하지 않고, 미생

물제를 보관할 경우, 보관 온도의 변화 및 제형에 따라 미생

물의 농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미생물제 단독처리에 대한

보고로는 Nam et al. (2010)은 B. subtilis KB-401 수화제를

500배로 희석하여 10일 간격으로 3회 처리하였을 때, 오이

흰가루병에 대해 83.8%의 방제효과를 얻었다고 하였다.

Kim et al. (2012)은 B. subtilis R2-1를 사용할 경우, 고추

흰가루병 방제효과가 83.3%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현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미생물 중

Paenibacillus polymyxa CW를 108 cfu/mL 고농도로 살포할

경우 고추와 토마토의 흰가루병 방제효과가 보고되어 있다

(Kim et al., 2013). Lee et al. (2010b)은 B. subtilis B29,

M10, Streptomyces sp. CC19 살포로 오이 흰가루병 발생억

제를 보고 하였다. 흰가루병 중복기생균인 Ampelomyces

quisqualis 94013 (AQ94013) 현탁액을 오이 흰가루병에 처

리하면 화학농약인 훼나리몰(Fenarimol) 유제보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Lee et al., 2017). 

그러나 이러한 미생물제는 단독처리할 경우 효과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생물과 다른

제재의 혼용으로 방제효과를 높이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 Bacillus amyloliquefaciens M27과 유칼립투스

(Eucalyptus globulus) 추출물 혼합제를 오이 흰가루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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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배로 처리하였을 때 대조구의 병 발생이 45.4%인데 비

해 추출물 혼합제는 4.4%로 흰가루병 방제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et al., 2013b). 오이 흰가루병에 B.

subtilis KB401 유상현탁액과 B. subtilis DBB1501 수화제

를 혼용하여 처리할 경우 단제 처리에 비해 흰가루병 방제

효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오이 흰가루병 방제를

위해 난황유를 처리하였을 때 방제가가 82.6% 인데 비해

난황유와 B. subtilis KB 유상현탁액을 혼용처리 하였을 때

단제 처리에 비해 방제가가 94.6%로 더 높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Kim et al., 2011a). Kim et al. (2015)은 Table 1과

같이 청국장 발효 미생물 현탁액으로 오이 흰가루병을

77.8% 방제하였고, 청국장 발효균이 15일 후에도 오이 엽권

에 정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Lee et al. (2016; 2017)은

클로렐라(Chlorella fusca) 배양액을 오이 탄저병원균

(Collectotrichum orbiculare)에 처리 하였을 때, 클로렐라 배

양액은 베노밀(Benomyl)과 같이 오이 탄저병원균의 부착기

및 분생포자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농촌진

흥청 유기농업 연구 분야 클로렐라 활용연구 보고서(RDA,

2015)에도 딸기의 흰가루병을 병제효과를 제시하고 있어 지

속적인 클로렐라 살포에 의한 박과류 엽권에 바이오필름

(Biofilm) 형성을 유도하여 흰가루병 방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Lee, 2017). Hong et al. (2014)은 고추 흰

가루병 방제를 위한 화학농약과 미생물제의 혼용 효과시험

을 통해 시험에 사용한 6개의 화학약제 중 Azoxystrobin +

Chlorothalonil 만이 B. subtilis Y1336, B. subtilis DBB1501

및 B. subtilis QST-713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고추 흰가루병에 B. subtilis DBB1501과 B.

subtilis QST-713을 Trifloxystrobin 50% 에 혼합하였을 때,

Trifloxystrobin 100% 와 비슷한 방제효과를 보여 미생물을

활용한 농약절감 효과를 보고하였다(Hong et al., 2014). 

참외에 발생하는 흰가루병은 4월부터 발생하여 작기가

종료되는 10월까지 7개월 동안 발생하는 것을 고려할 때,

미생물 단용보다는 혼합제의 활용이 적절하고, 제형의 중

요성(입제) 및 보관 온도(5oC 정온)의 중요성(Kim et al.,

2011b)도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Seo et al. (2007)

은 고추 흰가루병에 Chrobacterium sp. C-61과 Lysobacter

enzymogenes C-3의 혼합액 처리로 95.3% 방제효과를 보였

다고 언급하였으며(무처리 감염엽률 25.6%), 처리 시간대는

오전 9시보다 오후 6시에 살포하고 살포 후 비가 내릴 경우

방제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어, 농가에서

미생물제 살포시점을 정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미생물을 이용한 흰가루병 관리 연구 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참외 흰가루병에 대한 효율적인 생물학적

관리방법으로 Bacillus 속 세균, Streptomyces 속 방선균,

Ampelomyces 속 중복기생균 등 다양한 미생물의 이용이 가

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미생물제재를 구입하

여 즉시 사용하거나 보관할 경우 4oC 정도의 저온에서 보관

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흰가루병의 방제효

과와 약효 지속기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미생물제재 단

독처리보다 클로렐라나 식물추출물과 같은 유기농업자재와

혼용 또는 교호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물성 오일 경엽살포에 의한 방제

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엽살포 방법은 흰가루병을 방

제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흰가루병이 식물체 조직에 흡기를 형성하여 양분

을 흡수하여 균사 및 포자를 식물체 표면에 형성하기 때문

이다(Green et al., 2002). 식물성 오일을 활용한 흰가루병의

방제에 관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난황유를 들 수 있다.

Jee et al. (2008)은 난황유 제조시 물 50 mL 이상에 계란 노

른자만을 현탁하여 천연계면활성 성분인 레시틴의 입자를

1-3 m로 만들어 안정화 시킨 후, 물 20 L에 식물성 오일

30-50 mL를 첨가하여 다시 현탁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난황유를 활용한 흰가루병 방제를 살펴보면, Table 2에

서와 같이 Jee et al. (2006; 2008)은 상추 재배포장에서 공

기순환팬으로 기상환경을 개선하고 카놀라유 및 해바라기

Table 1. Control effect of Cheonggukjang solution on the development of cucumber powdery mildew when they were foliar-applied
on infected cucumber leaves with Sphaerothca fusca in greenhouse.

Percentage of 
Cheonggukjang (%)

Disease severity (%) Control effect (%)

3DATa) 12 DAT 15 DAT 3DAT 12 DAT 15 DAT

30.0 00.0 ab) 0.0 a 0.0 a 100 a 100 a 100 a

15.0 00.0 a 0.0 a 0.0 a 100 a 100 a 100 a

10.0 00.3 a 0.0 a 0.0 a 99.3 a 100 a 100 a

7.5 05.7 b 4.5 b 3.1 b 88.3 b 91.5 b 95.7 b

6.0 10.8 c 7.3 c 4.8 b 77.8 c 86.2 c 93.4 b

Control 48.7 d 52.8 d0 72.2 c0 - - -

a)DAT : Days after treatment of cheonggukjang solutions.
b)In a column, means followed by a common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1% level by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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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난황유를 만들어 처리하였을 때, 무처리에 비해 상추

(Lactuca sativa) 흰가루병(P. fusca)을 각각 94.8%, 89.6%

감소시켰고, 해바라기유에 액상칼슘을 첨가하여 처리하였을

때 흰가루병의 방제가가 96.3%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하

였다. 또한 Kwon et al. (2009)은 가지 흰가루병(S. fusca)

방제에 난황유, 난황유 + 칼슘, 난황유 + 님오일 첨가할 경

우 90% 이상 방제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him et al.

(2018)은 수용성 구리(0.2% CuSO4)가 함유된 0.3% 난황유

플러스 처리로 호박 흰가루병에 대해 80.4% 이상 방제가를

2주 이상 지속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하였다. Kang et al.

(2012)은 안개초(Gypsophila paniculata) 흰가루병(Oidium

sp.)에도 난황유를 처리하였을 때 81.6% 방제가를 보인 것

으로 보고하였다. Lee et al. (2008)은 난황유를 처리하지 않

은 대조구에서는 파프리카(Capsicum annum L.)의 기공으

로부터 흰가루병의 균사가 뻗어 나온 것을 관찰하였고, 난

황유를 처리하였을 때 식물체 표면에 균사와 분생포자 등

흰가루병원균이 거의 생육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난황유는 박과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물에 발생하는 흰가

루병에 적용된 사례가 있다. Kim et al. (2009)은 난황유와

유사한 시판용 마요네즈를 0.5% 농도로 처리하여 오이 흰

가루병을 90% 방제하였으나 저지방 마요네즈를 사용하였

을 경우 약효가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Han et al.

(2017)은 수박 흰가루병에 0.5% 마요네즈 처리시 65.1%의

방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eo et al. (2006)은 마늘(Allium sativum), 생강(Zinggiber

officinale), 계피(Cinnamoum cassia) 및 레몬그라스(Cymbo-

pogon citratus)에서 식물성 오일을 추출하여 오이 흰가루병

에 대한 방제효과를 검정하였는데, 마늘 오일은 70.0-

74.6%의 방제가를 보인 반면, 마늘 추출액은 37.0-38.9% 로

추출물의 경우 방제효과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유

기재배농가에서 식물추출액을 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방

제효과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동백유, 올리브유, 카놀라유 및 차유 등 식물성 기름 및

동물성 유지에도 널리 존재하는 올레산(Oleic acid)은 구성

성분이 물과 기름인 것(Untoro et al., 2006; Villarreal et al.,

2007)은 난황유와 유사하지만 조제과정이 필요 없어 간편하

게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Lee and Kim, 2014). 올

레산에 유화제(100% Emasol O-120V, 화왕)를 첨가하여 제

조한 올레산 2,000 ppm 농도로 2회 분무로 오이 흰가루병

에 90% 이상의 방제효과를 보여(무처리 발병도 84.5%) 흰

가루병 방제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였다(Lee and

Kim, 2014). 또한 Han et al. (2017)은 올레산에 천연유화제

인 정제 레시틴 40 l를 첨가하여 제조한 올레산 2,000 ppm

을 수박 흰가루병에 처리하였을 때 41.6%의 방제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무처리 발병도 76.8%).

식물체 표면에 기중균사를 형성하는 박과류 흰가루병균

(P. xanthii)과는 다르게 식물조직 내부에 균사를 형성하는

파프리카 흰가루병(Leveillula taurica) (Correll et al., 1987)

에 난황유를 단제로 살포할 경우, 방제효과가 94.6%였으며

난황유에 탄산칼슘 1,000 ppm과 님오일 20 ppm을 혼합 살

포하였을 살포할 경우 96.2%로 방제효과가 상승하는 것으

로 보고 하였다(Kwon et al., 2009). 또한 Lee et al. (2008;

2010a)은 파프리카 흰가루병에 0.3%, 0.5% 농도의 난황유

를 처리하여 1 이하의 발병지수(0-9)로 우수한 방제효과를

보였고, 난황유 +황입상수화제(80% sulfur) 혼합하였을 때

방제효과가 상승한다고 보고하였다. Kim et al. (2009)은 고

추 탄저병에 대하여 난황유의 억제효과를 구명하였고, 난황

유가 화학약제인 Tebuconazole의 방제효과도 높여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난황유의 단점으로 언급된 식용유 농도

가 1% 이상 높거나 2-3일 간격으로 자주 살포하면 작물호

흡 및 생리작용을 방해하여 약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추

정하였으나(Jee et al., 2008), Lee et al. (2008)은 파프리카

잎에 고농도인 5% 난황유를 처리한 후 광합성과 증산작용

을 측정한 결과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난황유는

5oC 이하 저온 및 35oC 이상 고온에서 결빙이나 렌즈현상을

일으켜 괴사반점을 형성하는 약해가 보고되어 있다(Jee et

al., 2008). 난황유가 균질화 되지 않을 경우 식물체 표면이

오일성분으로 덮여서 품질이 저하되고(Lee et al., 2010a) 난

황유를 살포하고 1주 후에 병반 부위에 흰가루병 균사가 다

시 발생하고(Kwon et al., 2009), 난황유를 살포하고 2주 정

도 경과하면 방제된 병반의 가장자리에서 균사와 포자가 생

성된다는 보고(Lee et al., 2010a)도 있다. 또한 올레산 혼합

액을 처리한 후, 24일이 경과하면 흰가루병이 다시 나타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and Kim, 2014). 이는 난황유 및

식물성 오일 성분이 침투이행성이 아닌 보호제로서의 근본

적인 한계라고 판단되며, 난황유도 다른 보조성분과 혼합

살포하여 방제가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으며, 난황유의 방제

Table 2. Effect of cooking oil and yolk mixture (COY) on
control of powdery mildew of lettuce caused by Podosphaera
fusca in a field with air-circulation fan (ACF).

Treatmenta) Disease leaf 
(%)

Control value 
(%)

Canola COY 1.9 94.8 a b)

Sunflower COY 3.9 89.6 b

Sunflower COY+SiO2 4.3 88.4 b

Sunflower COY+CaCO3 1.4 96.3 a

Fungicide (azoxystrobin) 2.4 93.7 a

Control (without ACF) 37.20 -

a)COY was sprayed twice with 7 days interval after the disease
development, while the fungicide was applied once.

b)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according to 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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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용유의 기름방울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 한다고(Jee et al., 2008) 하여 제조과정에도 세심

한 주의가 필요할 것을 판단된다.

따라서 농가에서 오일을 이용하여 흰가루병에 대한 방제

재를 자체 제조할 경우에는 고속의 믹서기를 이용하여 기름

방울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흰가루병 발생 전

에 처리하는 예방적인 방법과 병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방제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는 식물성 오일의

종류에 따라 농도를 다르게 하고 단제보다는 올레산, 액상

칼슘, 탄산칼슘, 액상유황, 액상구리 등과 같은 유기농업자

재를 일부 첨가하여 혼합제를 만들어 처리하는 것이 흰가루

병 방제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계면활성제의 활용

계면활성제는 한 분자 내에 친수성(hydrophilic)과 소수성

(hydrophobic) 화학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양이

온, 음이온, 양성, 비이온으로 구분된다(KCS, 2020). 계면활

성제에 의한 오이 잎에 괴사 등 약해 발생은 양이온 >비이

온 >음이온 순을 심하게 발생한다고 하였다(Ralph and

Hilton, 1963). 사과 흰가루병(Podosphaera leucotricha)에

대한 계면활성제의 억제작용은 특정 화학적, 이온 형태와

는 관계가 없으며, alkyl phenol ethoxylates의 제거활성은

hydrophilic-lipophilc balance(HLB) 값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Hislop and Clifford, 1976). Cho et al.

(1998)은 농업용 계면활성제인 카바(Blend of alkylaryl

polyethoxylate & sodium salt of alkyl sulfonated alkylate,

60%) 1%와 Tween 20을 0.5%와 1.0% 농도로 처리하였

을 때 오이 흰가루병이 80% 이상 억제된다고 보고하였다.

Jang et al. (2001)은 보리 흰가루병(Erysiphae graminis f.

sp. hordei)에 대한 Tween 20 등 8종류의 비이온과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처리한 결과 PNPP (Polyoxyethylene nonyl

phenyl phosphate)이 90% 이상의 방제가로 높은 예방효과

를 보였고, 치료효과는 LN 13.0 (Polyoxyethylene lauryl

amine ether)이 가장 높았다. Yu et al. (2009)은 pentaet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 + pentaethylene glycol monodecyl

ether + pentaethylene monododecyl ether 혼합액과, pentae-

thylene glycol mono-9-octadecenyl ether가 오이 흰가루병

의 방제약제인 훼나리몰(Fenarimol) 유제와 대등하거나

우수한 방제효과를 보였으나, 잎 표면의 계면활성제 잔류

량을 조사하였을 때 지속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Kang et al. (2012)은 준고냉지에서 재배되는 안개

초(G. paniculata)의 흰가루병(Oidium sp.)에 Tween 20과

Siloxane(계면활성제)을 처리하였을 때, 각각 82.1%, 66.8%

의 방제효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보고들을 미루어 볼 때, 계면활성제는 그 자체만

으로도 흰가루병을 방제할 수 있지만, 계면활성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흰가루병 방제용 유기농업자재들과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더욱 유용하게 흰가루병 방제수단으

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규소성분에 의한 억제

식물체 조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규소에 의한 병해억제에

대한 연구로 시설재배 오이에 수용성 규소를 처리하여 흰

가루병 발생을 방제하였다고 보고하였다(Belanger et al.,

1995). 화학약제인 Triflumizol에 의한 참외 흰가루병균의

균사 용해현상은 규산질 비료를 복합 처리하였을 때 더 많

이 관찰되었고, 규산질 비료 자체의 병 발생억제 효과는 미

약하였으나 살균제의 흰가루병 방제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Ryu et al., 2003). 그러나 Cho (2006)는 오이

흰가루병의 발생이 많아서 고농도(340 ppm)의 액상규산을

처리한 것에 대해 규소의 근본적인 흰가루병 방제의 한계를

언급하였다. Potassium silicate(K2SiO3)는 오이 흰가루병균

의 포자발아 억제에는 효과가 없고,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서는 10 mM 이상의 고농도로 경엽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Cho et al., 1998).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규소는

흰가루병 방제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

로 추정된다.

유황성분의 활용

유황은 오래 전부터 흰가루병 방제를 위하여 사용되어 온

제재이나, 참외는 유황으로 인한 약해가 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외에 발생하는 약해 증상은 초기에

는 잎이 황변하고 심하면 갈변하고 엽맥이 뚜렷하게 보이며,

과실의 약해 증상은 괴사반이 생기고 갈변하여 조직이 돌출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7). 농가에서

는 참외를 정식하기 전에 토양 중에 유황분말을 살포하고

경운 작업을 하거나, 생육기 중 유황분말을 지상부에 뿌리

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약해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Shin (2015)은 참외 흰가루병을 2시간 동안 유황훈증으로

97.5% 방제하여, 화약약제인 지오판․리프졸 수화제(99.7%)

와 비슷한 방제효과를 보였다고 하였으나 약해가 발생한

다고 하였다. 최근 유기재배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황토유황합제는 유황분말:가성소다:천매암:황토:천일염을

25:20:0.5:0.5:1.5의 비율로 제조하여 25%의 유황을 함유하

고 있다(Jadam, 2020). Shim et al. (2014)은 기존 황토유황

합제에 가성소다(NaOH)를 25% 줄이고, 천매암과 난각칼슘

을 카리장석(0.5 kg/100L)으로 대체하고 현미효소(pH 2.75)

로 pH를 조정하여 황토유황합제를 개선하였다(Table 3).

Paik et al. (2012)은 pH를 교정한 황토유황합제의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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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로서의 적합성 시험으로 4종류의 독성(급성경구독성,

급성경피독성, 피부 및 안점막자극성)을 평가하였는데, 독성

이 낮고 저자극성으로 친환경 유기농자재로서 공시 및 품질

인증을 위한 요건에 부합된다고 하였다. Shim et al. (2014)

은 현미식초(pH 2.8)로 pH를 조절한 황토유황합제를 경엽

살포하여 토마토 흰가루병(E. cichoracearum)을 70-93% 방

제하였고, 또한 Shim et al. (2018)은 1.0% pH교정황토유황

합제를 이용하여 호박 흰가루병을 80.4% 이상 방제하였고,

0.3% 난황유플러스(0.2% CuSO4 +난황유)와 0.1% pH교정

황토유황합제을 3주 간격으로 교호살포하여 91.5% 방제효

과가 있는 것을 보고하였다. 호박과는 다르게 참외는 황에

의한 약해 발생이 심하므로 황토유황합제에 대한 약해 유무

를 검정할 필요성이 있다.

기타 방제

앞서 언급한 방제방법 외에도 흰가루병에 대하여 다양한

방제방법이 시도되어 왔다. 그 중 식물추출물에 대한 연구

로는 Paik et al. (1996)은 Anthraquinone 유도체를 함유한

대황(Rheum palmatum) 추출물 제재를 오이 흰가루병에

처리하여 100% 방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Han et al.

(2017)은 수박 흰가루병에 대하여 Sodium bicarbonate 가

80% 함유된 유기농업자재의 방제효과가 83%, 대황(Rheum

palmatum) 추출물 1% +에탄올 30%를 함유한 유기농업자재

가 63.8%, 중복기생균(Simplicillium lamellicola BCP) 유기

농업자재는 49.2%라고 보고하였다(무처리 발병도 76.8%).

Kang et al. (2015)은 영지버섯(Phelinus ribis) 노랑병을 일

으키는 Xylogone ganodermophthora KACC93082P 균주의

물 추출물 100배액을 수박 흰가루병에 처리하였을 때 병반

면적율이 7.5%로 나타났고(무처리 병반면적율 30%) 약해

발생이 없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수박 흰가루병에 아인산칼륨 수용액(98% H3PO3 +

86% KOH, pH 6.5-7.0) 1,000, 2,000 mg/mL 처리하였을 때

갈색반점의 약해가 발생하였나, 2,000 mg/mL 처리에서는

91.9% 방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Kang et al. (2014)은 시설

재배 수박에 발생하는 흰가루병에 대한 살균제 처리체계에

서 아인산칼륨 수용액의 클로로탈로닐(Chl) 대체 가능성을

언급하였는데, 클로로탈로닐(Chl)-마이클로뷰타닐(My)-페

나리몰(Fen)-헥사코나졸(Hex)의 방제체계(방제가 89.6%)를

아인산칼륨 (P)-마이클로뷰타닐 (My)-페나리몰 (Fen)-헥사코

나졸(Hex) 방제체계(방제가 83.8%)로 대체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또한 Kang et al. (2012)은 준고냉지에서 재배되는

안개초(G. paniculata)와 스타티스(Limonium shinuatum) 흰

가루병(Oidium sp.)에 50% 우유액을 경엽살포하고 14일이

경과한 후 81.7% 방제가를 보고 하였다. 우유액을 처리한

후 강우가 계속되면 습도가 높아져 부생균이 발생했다고 하

였고, 중탄산수소나트륨(Sodium bicarbonate) + tween 20의

혼용처리에서 89.2%, 중탄산수소나트륨 단용 처리에서는

58.1% 방제효과를 보고하였다(무처리 발병도 81.7%). Joo

et al. (2004)은 참외 발효과실에 Saccharomyces cerevisiae

R12 균주와 Acetobacter aceti 균주를 이용하여 제조한 참외

식초(5.25%)를 500배액, 1,000배액으로 참외 흰가루병에

처리하였을 때 흰가루병에 대한 억제효과(발병도 0)를 보

고하였다(무처리 발병도 9). Soh et al. (2014)은 오이 흰가

Table 3. Evaluation the efficacy of different pH levels of 0.05
% (v/v) loess-sulfur complex modified with added 1.5 mL/L
brown rice vinegar for control of tomato powdery mildew.

Loess-sulfur 
complex

Control value (%)a)

14 DATb) 28 DAT 42 DAT

pH 5.0 70.1c 74.4e 80.3d

pH 6.0 74.0b 81.7d 84.8c

pH 7.0 76.4b 92.6c 94.9b

pH 8.0 93.2a 97.3b 100a

pH 9.0 93.2a 97.4b 100a

pH 10.0 94.3a 98.0b 100a

pH 11.0 95.5a 99.4a 100a

a)The control value of tomato powdery mildew was calculated with
next formula. Control value= (Diseased leaf area of untreated
control – Diseased leaf area of treatment) / Diseased leaf area of
untreated control ×100 (%).

b)DAT: Days after treatment of loess-sulfur complex

Table 4. Effect of organic agricultural materials on suppression of powdery mildew in organic squash farm.

Treatment

Disease severity & control value (%)

7-day-interval 14-day-interval 21-day-interval

Disease severity Control value Disease severity Control value Disease severity Control value

COY plusa) (0.3%) 02.2±0.2 96.6 b 09.5±0.4 90.0 b 020.5±2.0 87.5 b

PLSb) (1.0%) 01.2±0.2 96.2 b 10.5±1.2 89.0 c 030.5±2.3 69.5 c

Combination of COY plus 
(0.3%)/ PLS (1.0%)

00.5±0.4 99.2 a 05.5±0.4 94.2 a 008.5±0.4 91.5 a

Control 65.2±5.2 - 95.2±4.8 - 100.0±0.0 -

a)COY plus: cooking oil and egg yolk mixture plus 0.2% soluble CuSO4, 
b)PLS: pH adjusted loess sulfur mixture

*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MR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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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병(P. xanthii)에 에스필(Pine oil 45% + Tea saponin

25%)과 수산화동합제(77% Copper hydroxide)를 8:1로 혼

용 처리하였을 때 71.1%의 방제효과를, 토마토 흰가루병

(E. cichoracearum)에는 4:1 혼용처리에서 85.3% 방제효과,

고추 흰가루병(L. taurica)에 4:1 처리에서는 76.4% 방제효

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흰가루병 방제법으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으로 흰가루병을 방제하기 위해 재배적인 방법, 물리

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 및 유기농업자재의 활용 등 다

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참외 흰가루병

방제에 적합한 방제기술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재배적인 방법으로 흰가루병 저항성 품종을 이용하는

것을 알아 보았으나 아직 박과류 작물에 대한 저항성 품종

의 육성이 미진하였다. 그러나 참외에서는 알찬꿀참외와 은

하수꿀참외 등이 흰가루병에 대해 다소 저항성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나 이러한 품종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

각한다. 둘째, 물리적인 방제방법으로 환기팬이나 환기통 등

을 참외를 재배할 시설하우스 내부에 설치하여 작물의 생육

을 건실하게 하고, 시설하우스 내부를 흰가루병 발생에 불

리한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흰가루병 발생을 억제하고 방

제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생물학

적인 방법으로 클로렐라, Bacillus 속 세균, Streptomyces 속

방선균, Ampelomyces 속 중복기생균 등 다양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방제효과는 느리지만 지속적인 참외 흰가

루병 방제를 위한 중요한 기술이므로 미생물제제의 관리와

처리방법을 준수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유기농업자재를 활용하는 방법은 식물성 오일, 계면활

성제, 규소, 유황, 식물추출물, 아인산, 중탄산나트륨 등 매

우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며 농업인 스스로 자가제조하여 사

용하거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기농업자재의 특성마다 약효나 약효

지속기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단일 형태의 유기농업자재의

사용보다는 혼용 또는 교호로 처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

며, 참외 흰가루병의 발생 시기나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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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설재배 참외(Cucumis melo L.)에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흰가루병(Podosphaera xanthii)은 화학약제를 사

용하는 관행재배에서도 방제가 어려운 병해이다. 화학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유기재배에서 다양한 친환경적 방제법

에 대한 연구가 행해져 왔으며, 최근 국내에서 친환경 농업정책이 급속히 확대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제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참외를 유기재배하는 농가에서는 현실적으로 흰가루병에 저항성 계통의 F1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외 흰가루병의 친환경적인 방제법으로는 환기 및 고온 등 시설내부

환경조절에 의한 흰가루병의 발생억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난황유, 황토유황합제, 계면활성제, 유황, 규소성분 등의

단용처리보다는 혼용처리에서 방제효과가 높아서 흰가루병에 대한 방제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색인어 참외, 유기재배, 친환경, 흰가루병, Podosphaera xanth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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