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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점무늬병(Alternaria panax)과 탄저병(Collectotrichum gloeosporioides) 방제를

위한 Bacillus spp.의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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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Objectives)

잔류농약 없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권 및 엽권에서 분리한 미생

물을 경엽에 살포하여 인삼의 점무늬병과 탄저병에 대한 발병억제효과를 검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인삼의 근권 및 엽권에서 분리한 Bacillus spp.의 발병 억제 효과 실험을 위하여 분리한

미생물 6종과 대조구로 스트로빌루린 계통의 화학농약과 제품으로 출시된 미생물제재 8종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균주는 원예원 인삼과에서 보관중인 탄저병균 (Collectotrichum

gloeosporioides) 과 점무늬병균 (Alternaria panax)을 V8배제에 약 20일간 배양하여 포

자를 형성하였고 멸균수로 배양된 포자를 긁어내어 사용하였다.

자경종 1년생 인삼 묘삼을 포트에 식재하여 약 2개월 간 재배하였다. 처리내용으로는

병원균만 처리한 음성 대조구 및 병원균과 스트로빌루린 계통의 화학 농약을 처리한 양성

대조구 그리고 병원균과 길항 미생물을 처리한 처리구가 총 5반복으로 진행되었다. 병원

균과 길항 미생물의 처리순서를 교차하여 미생물에 의한 발병 억제 효과 및 치료 효과를

규명하였다. 접종처리는 하루 간격으로 이루러졌으며 접종 후 비닐봉투로 덮어 수분을

보전하여서 병원균의 활착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결과확인 약 7일 후에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Results and Discussion)

점무늬병에 대한 길항 미생물의 방제효과를 조사한 결과, 점무늬병원균 처리 후에 길항미

생물을 접종한 실험구가 대조구와 순서를 반대로 처리 실험구에 비해서 발병률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시판 미생물 제재들도 병의 예방 효과보다 치료효과가 뛰어난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Bacillus spp.를 포함한 미생물제재는 병 발생 이후에 처

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탄저병에 대한 길항미생물의 방제효과를 조사한 결과 점무늬병과는 반대로 길항미생물

접종 후 탄저병원균을 처리했을 때 발병억제 효과가 큰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탄저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발병억제 효과가 큰 미생물제를 병원균이 침입

하기 이전에 미리 처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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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ppressive effects of Bacillus spp. on leaf spot disease of Alternaria panax.

blue graph; control, green graph; Alternaria panax treatment after Bacillus sp.

injection, red graph; Bacillus sp. injection after Alternaria panax treatment .

fig 2. Suppressive effects of Bacillus spp. on anthracnose of Colletotrichum sp.

blue graph; control, green graph;Colletotrichum sp.treatment after Bacillus sp.

injection, red graph; Bacillus sp. injection after Colletotrichum sp. treat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