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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  (O bjectives) 
  무늬둥굴레는 주로 관상용으로 지상부를 절취하여 꽃곶이 소재용으로 이용된다. 소재
용 판매를 위한 절취 시기는 무늬둥굴레 개화 이후 거제 등 경남남부지역에서는 4월 중순 
~ 5월 초순 절취하며, 함양 등 경남 북부 지역에서는 5월 중순 ~ 6월 중순에 지상부를 절
취하여 소재용으로 판매한다.
 본 연구는 소재용으로 이용되는 무늬둥굴레의 잎에 발생하여 소재로서 가치를 떨어뜨리
는  갈색점무늬병의 원인균을 구명하고, 병 발생억제를 위해 주 발병경로인 비의 차단을 
위해 각 처리구별 비가림 시기를 조절하여 병 발생 억제를 통한 상품성 향상을 위해 본 연구
를 수행하였다. 
재료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실험재료
   무늬둥굴레는 소재용으로 무늬둥굴레를 출하하는 거제시 독농가에서 분양받아 경남농
업기술원 약초시험사업장에서 증식중인 개체를 이용하였다. 
◦ 실험방법
   갈색점무늬병 예방을 위한 비가림 시기구명을 위해 2월초순 생육초기, 4월초순 개화
기, 4월 하순 생육최성기에 각각 비가림과 차광처리하여, 분할구배치법 3반복으로 정식하
여 병발생률, 초장, 엽장, 엽폭, 경태 등을 농촌진흥청 개정 농사시험연구 조사기준을 적
용하여 조사하였으며, 품질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조된 무늬둥굴레 잎을 분쇄하여 색
도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는 SAS 프로그램에 의한 분산분석(ANOVA)으로 하였고 유의
성 검정은 던칸다중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Results)

가. 균 동정
   본 실험에서 무늬둥굴레의 병반의 형태는 그림 1과 같았으며, 병반으로부터 원인균을 
분리 후 PD배지를 이용 증식한 결과  그림 1과 같은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존 분리된 균의 형태적 특성과 비교한 결과 Phyllosticta cruenta로 동정되었다. 
나. 무늬둥굴레 생육특성
   무늬둥굴레의 생육초기 비가림 처리 시 표 2와 같이 무처리에 비해 출현과 개화가 조
금 빨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생육 또한 생육초기 비가림 처리 시 표 3에 나타
나는 것과 같이 무처리에 비해 초장, 엽장 등 생육이 월등히 좋았으며 다른 처리구에 비
해서도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병해 발생도 60%정도 발생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 무늬둥굴레 품질 특성
  무늬둥굴레 품질은 엽의 건강도와 엽색에 의해 많이 좌우되며 5월 중순에 가장 많이 
생산되고 병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5월 중순부터 그 생산량이 떨어지게 되며 가격 또한 
품질 저하와 함께 하락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 엽색은 무처리 시 엽색이 흰색으로 탈색
되어 상품적 가치가 거의 없었으나, 생육초기 비가림과 차광처리를 수행한 결과 엽의 탈
색이 억제되어 상품적 가치가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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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분리균주 Phyllosticta cruent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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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성

  표 1. 기존 분리균주인 Phyllosticta cruenta 와 갈색점무늬병 병반으로부터 분리한 균주 의 균 특성 비교

 aDescribed by Kanehira et al., (1996).

 그림 1. Phyllosticta cruenta 균 특성 및 무늬둥굴레 갈색점무늬병 증상

a. 갈색점무늬병 증상 b.  감염형태 c. 병 감염 후 생육 d. 균 접종 21일 후 발병양상

e. PDA배지 20일 배양 f. 병자각 g. 병포자
  표 2. 무늬둥굴레 개화기 

처 리 시 기 출 현 시(월. 일) 개 화 시(월. 일) 개 화 기(월. 일) 만 개 기(월. 일)
무  처  리 3. 23 4. 24 4. 29 4. 30
생육  초기 3. 20 4. 20 4. 29 5. 02
개  화  기 3. 20 4. 18 4. 26 4. 30
생육최성기 3. 20 4. 18 4. 27 5. 01

  표 3. 처리별 지상부 생육
처 리 시 기 초   장(cm) 엽   장(cm) 엽   폭(cm) 엽   수(개) 경   태(mm) 절간장(cm) 병해발생율(%)
무  처  리 37.3d 10.4b 5.0b 16.3b 4.7b 7.5d 7.9b
생육  초기 53.1a 12.1a 5.9a 20.7a 5.6a 13.2a 3.8a
개  화  기 47.6b 10.9b 5.6a 16.0ab 5.5a 12.0b 3.2a
생육최성기 40.5c 10.6b 5.2b 13.0ab 5.2a 9.3c 3.2a

   DMRT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