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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 살포에 의한 오이흰가루병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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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of Powdery Mildews of Cucumber by Using Mayonnaise

Kim, Jin-Kyoung․Shim, Chang-Ki․Park, Sang-Won․Park, Byung-Jun․

Jee, Hyeong-Jin․Kim, Won-Il․Kwon, Oh-Kyung․Im, Geon-Ja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 organic control of powdery mildews of 
cucumber by using mayonnaise in green house. The treatment of 0.1~2% mayon-
naise resulted in 8.3%~99.2% control efficiencies against powdery mildew of 
cucumber. 0.5% mayonnaise treatment resulted control values over 97% in disease. 
It did not adversely affected the photosynthesis of foliages. Although one applica-
tion of mayonnaise to the foliage was not practically effective enough, two or 
three application of mayonnaise to the foliage at the 0.5% concentration resulted in 
excellent control against powdery mildews. This treatment could provide protection 
for 10~14 days after application. Among the type of mayonnaise, general mayon-
naise revealed 97.5% control value, but mayonnaise containing low oil content 
revealed 39.3%~97.5% control values on powdery mildews at the 0.5% concentra-
tion. Therefore, oil content in mayonnaise played a essential material to control 
powdery mildew. Results indicated that mayonnaise could be used as organic 
control of powdery mildews of cucumber. This control might be environment- 
friendly as well as cost-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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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이의 흰가루병은 잎에 하얀 반 이 생기면서 합성 효율을 떨어뜨려 수량을 5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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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킬 수 있어 노균병, 잿빛곰팡이병과 함께  세계 으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병 

 하나이다(Belanger and Labbe, 2002; Grove, 1995). 재 가장 범 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제방법은 농약을 이용한 화학  방법이다. 그러나 농약의 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

축독성이 사회 으로 문제시 되고 있어 안 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한 효율 이면서 환

경친화  방법이 시 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천연 물질을 이용하여 개발된 방제제로

는 소의 우유(Bettiol, 1999)를 비롯하여 미네랄 솔트, 오일, 식물추출물, 생물학  방제제 등

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 제제  특히 오일은 사람과 환경에 무해하고 가격이 비

교  렴하여 오래 부터 포도, 체리, 사과 등의 재배시 병해충을 방제하는 수단으로 이용

되어 왔다(Northover and Schneider, 1996; Grove, 1999; Grove and Boal, 2002). 최근 Jee 등

(2005)은 식용유를 계란노른자로 유화시킨 난황유(COY: cooking oil and yolk mixutre)를 개

발하여 오이, 상추, 장미 등 각종 작물에 발생하는 흰가루병에 높은 살균 살충 효과를 나타

내었다고 보고하 다(Jee, 2008).

마요네즈는 난황과 식물성 식용유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식 , 소 , 그 외 기타 스 이

스를 부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반고체 상태의 에멀젼으로서 기름의 미세한 입자로 수상 

에 유화되어 존재하는 oil-in-water-emulsion이다(Becher 등, 1980; 今井忠平, 1984). 마요네즈

는 물과 기름을 유화시킨 Jee 등(2005)이 개발한 난황유와 근본 인 제조원리가 동일하여 

본 연구에서 마요네즈의 살포농도  횟수에 따른 방제효과를 확인하고, 기주식물에 한 

부작용을 검정하 다.

Ⅱ. 재료  방법

1. 마요네즈 희석액 제조

마요네즈는 시 에서 매되는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0.5% 마요네즈 희석액 20ℓ 
제조시 마개가 있는 용기에 마요네즈 100g을 넣은 후 물 250ml 정도 넣고 약 30 간 상하

로 격렬히 흔들어 마요네즈를 완 히 잘 풀어  후 나머지 물을 첨가하여 20ℓ로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2. 실험작물  흰가루병 발생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수원시 고색동 오이재배 비닐하우스에서 ㈜농우바이오 입추낙

합 오이묘를 5×100m 면 에 정식하여 행법으로 재배하 다. 시험이 실시된 비닐하우스

는 오이흰가루병의 상습발생지로 시험기간  약효를 검토하기 충분하게 자연발병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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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가루병이 주로 하엽에 발생하 기에 하엽 8잎의 발병면 을 조사하 다.

3. 약효 검정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수원시 고색동 오이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시험하 다. 마요네즈

는 가장 일반 으로 매되는 기름함량이 79.5%인 제품을 사용하 다. 6일 간격으로 3회 

처리 했으며, 처리농도는 0.05, 0.1, 0.3, 0.5, 1, 2%로 동력 분무기를 이용하여 약액이 잎의 

앞뒷면을 충분히 셔 흘러내리도록 살포하 다. 시험구는 처리구당 오이 10주씩 3반복 하

다. 마지막 약제 처리 3일 후 주당 8엽에 하여 발병도를 조사하고 처리 농도간 방제효

과를 비교하 다. 병반면 율이 0.1~5%인 경우는 1(소), 5.1~20(%)는 2( ), 20.1~40%는 3

(다), 40.1% 이상인 경우는 4(심)으로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발병도를 산출하여 방제효과를 

비교하 다.

발병도(%)= (a×1)+(b×2)+(c×3)+(d×4)조사엽수×4 ×100

(a, b, c, d는 이병율 소, , 다, 심의 해당엽수)

방제효과(%)=1- 처리구 발병도무처리 구발병도 ×100

한 시 되는 마요네즈 제품간의 방제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제품별로 0.5% 농도 

6일 간격 3회 처리하 다. 약제는 동력 분무기를 이용하여 약액이 잎의 앞뒷면을 충분히 

셔 흘러내리도록 살포하 다. 시험구는 처리구당 오이 10주씩 3반복 하 다. 마지막 약제 

처리 3일 후 주당 8엽에 하여 발병도를 조사하고 처리 농도간 방제효과를 비교하 다.

자료의 분석은 SAS(SAS Institute, Cary, NC)를 이용하 으며, 처리간 유의성 검정은 

Duncan 다 검정을 하 다.

4. 약해 검정

마요네즈 희석액은 타작물에도 용이 가능하므로 약해시험은 오이뿐만 아니라 얼갈이

배추(동부한농 ), 상추(농우바이오 청치마)를 2007년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수원 국

립농업과학원 유리온실에서 시험하 다. 약제 처리시기는 오이 2-3엽기, 배추와 상추 4-5엽

기로, 유묘의 생육상태가 균일한 것을 사용하 다. 처리농도는 0.3, 0.5, 1, 2, 3, 4, 5%로 마

요네즈 희석액을 3일 간격 2회 원 용 분무기를 사용해 잎의 앞뒷면에 약액이 흘러내릴 정

도로 충분히 살포하 다. 처리방법은 5포트씩 3반복하 다. 시험 기간 동안 물은 살포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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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씻겨져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해 잎에 직  물이 닿지 않게 주었다. 시험의 조사

기 은 농 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 에 따랐다.

5. 엽록소 함량 조사

오이흰가루병이 자연 발생된 수원 고색동 오이 재배하우스에서 0.5% 마요네즈를 6일 간

격으로 8회 처리 후 엽을 상으로 엽록소 함량을 조사하 다. 오이잎 생체시료 0.5g에 

80% acetone을 넣고 IKA-WERKE, DE/DI25 basic 균질기를 이용해 추출하여 acetone 100ml

로 정용하 다. 그  5ml를 취해 acetone 50ml로 정용하여 Shimadzu UV-2550 UV-visible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해 645, 652, 663nm 3 장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엽록소 함량 

분석은 IRRI Method를 사용 하 으며, 엽록소 함량 분석식은 다음과 같다.

Chlorophyll(a+b)mg/g=(20.2A 645+8.02A 663)×
추출량×희석배수

1000
×

1시료량

Ⅲ. 결    과

1. 마요네즈의 오이 흰가루병 방제 효과

마요네즈 희석액 살포농도에 따른 흰가루병 방제효과를 조사하 다. 0.05, 0.1, 0.3, 0.5, 1, 

2% 순으로 농도가 높아질수록, 1회 살포시보다 3회 이상 살포시에 방제효과가 높아지는 것

을 확인하 다. 0.3% 마요네즈 희석액을 6일 간격 3회 살포시 발병율이 확연히 낮아진 경

향을 보 지만 병반면 율이 5±12.6%로 일 인 방제수 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0.5% 

마요네즈 희석액 살포시 병반면 은 0.9±3.2, 방제율은 97.5%로 높은 방제가를 나타내었다

(Table 1). 이때 0.5% 마요네즈 희석액을 오이에 3회 처리한 시험구는 마지막 살포일로부터 

14일간 병반면 율이 6% 이하를 나타내었다(Fig. 1).

Table 1. Control effect of cucumber powdery mildew by diluted mayonnaise solution in a 

field test

Dilution(%)

1st application 3rd application

Disease
incidence(%)1

Control value
(%)

Disease
incidence(%)1

Control value
(%)

0.05 39.1±0.5a  2.5 33.3±0.9a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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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ution(%)
1st application 3rd application

Disease
incidence(%)1

Control value
(%)

Disease
incidence(%)1

Control value
(%)

0.1 31.0±0.8b 22.7 22.7±4.0b 41.7

0.3 25.4±5.1b 36.7 5.2±12.6c 86.1

0.5 16.7±4.5c 58.4 0.9±3.2d 97.5

1 7.7±7.1d 80.8 0.3±0.5d 99.2

2 5.3±11.4d 86.8 0.3±0.3d 99.2

Control 40.1±16.1a 36.6±9.4a

1 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cicantly different at P=0.05 according to 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

Fig. 1. Changes of cucumber powdery mildew infected area in leaves after

              mayonnaise application in greenhouse.

Table 2. Control effect of cucumber powdery mildew by type of mayonnaise in a field test

Type of
mayonnaise Oil source Oil content

(%)
Disease incidence

(%)1
Control value

(%)

A Soybean oil 79.5 0.9±3.2b 97.5

B Soybean oil, Sunflower oil 70.1 14.7±4.1c 59.8

C Soybean oil 38.6 22.2±1.9d 39.3

Control 36.6±9.4a

1 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cicantly different at P=0.05 according to 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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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 제품에 따른 흰가루병 방제효과를 조사하 다. 시 에서 가장 일반 으로 매

되고 있는 두유 79.5%인 마요네즈 A의 방제율은 97.5%로 가장 높았다. 두유와 해바라

기유가 혼합되어 기름함량이 70.1%인 마요네즈 B는 59.8%, 두유 38.6%인 마요네즈 C는 

39.3%으로 제품의 기름 종류와 함량에 따라 방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2). 

2. 약해검정

오이, 배추, 상추의 유묘를 동일한 조건에서 3일 간격 2회 약제를 처리했을 때 약해 발생 

시작 농도와 약해 증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Table 3). 마요네즈 희석액에 의한 약해 증

상은 잎의 가장자리부터 기름이 배기 시작하여 잎의 끝이 게 마르는 증상을 보 다. 

잎 표면이 매끄럽고 가장자리가 아래로 말려있는 상추에서는 약해가 아주 미약하 고, 잎 

표면이 거칠고 가장자리가 쪽으로 말려 올라간 형태의 배추, 잎에 솜털이 많은 오이 순

으로 약해가 발생하 다. 상추는 살포 5일 후 2% 농도에서 1 수 의 약해가 나타났다. 배

추는 살포 1일 후 5% 농도에서 1 수 의 약해가 나타났으며, 5일 후 2%농 도에서도 1 수

의 약해가 나타났다. 오이는 살포 1일 후 1% 농도에서 1 수 의 약해가 나타났으며, 5일 후 

5% 농도에서 2 수 의 약해가 나타났다. 그러나 마요네즈 0.5% 희석농도에서 상추, 배추, 

오이 모두 약해가 발생되지 않았다. 작물에 따른 약해 발생정도의 차이는 잎의 형태와 

한 련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Table 3. Phytotoxicity on cucumber leaves sprayed with mayonnaise

Dilution(%)

Phytotoxicitya

1days after treatment 5days after treatment

Cucumber Chinese 
cabbage Lettuce Cucumber Chinese 

cabbage Lettuce

0.3 0 0 0 0 0 0

0.5 0 0 0 0 0 0

1 1 0 0 1 0 0

2 1 0 0 1 1 1

5 1 1 0 2 2 1

a 0: 육안으로 약해가 인정되지 않음 1: 아주 가벼운 약해로 작은 약반이 약간 인정됨 2: 처리된 잎의 

작은 부분에 약해가 인정됨 3: 처리된 잎의 50% 정도 약해가 인정됨 4: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으나 

아직 건 한 부분이 남아있음 5: 심한 약해를 받고 고사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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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잎의 엽록소 함량

오이흰가루병이 자연 발생된 시험구에 마요네즈 0.5% 희석액을 6일 간격 8회 처리한 후 

엽록소 함량을 조사한 결과 무처리구 엽록소 함량은 2.09chlorophyll(a+b)mg/g dry weight 인 

반면 마요네즈 처리구에서는 6.75chlorophyll(a+b)mg/g dry weight로(Fig. 2) 마요네즈 0.5% 

희석액 살포시 오이잎의 합성 작용을 해하지 않고 흰가루병을 방제함을 알 수 있었다

(Fig. 3).

 Fig. 2. Effect of diluted mayonnaise solution on the photosynthesis of cucumber leaves.

A
  

B

 Fig. 3. Comparison of cucumber leaves infected with Sphaerotheca fuliginea(magnify 

leaves 20 times). (A) Control, (B) on leaf treated with mayonnaise solution

Ⅳ. 고    찰

식물성기름의 병해충 방제효과는 오래 부터 보고되어 왔으며(Henneberry, 1990)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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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 등은 콩기름, 피마자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홍화유, 올리 유, 옥수수유 등 식용유의 

오이  장미 흰가루병 방제효과를 확인하 다(Jee, 2008; Jee 등, 2005, 2006). 이러한 오일

류의 병해충에 한 작용기작은 식물체 표면에 엷은 피막을 형성하여 병원균의 발아와 식

물체 침입을 막는 보호막으로 작용하며 병원균과 직  맞닿을 경우 호흡과 물질 사를 방

해하여 살균효과를 나타내는것으로 알려져있다(Foguelman, 2003; Grossman, 2000).

그러나 기름을 이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할 때 방제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식용유의 기

름방울을 최 한 작게 만들어야 하는데(Jee 등, 2008) 농가에서 자가 제조시 이러한 최 의 

유화상태를 만들기 쉽지 않다. 그러나 시  마요네즈는 70~80%의 기름이 주원료이며, 높은 

수 의 안정 인 유화상태로 제조되어 매되기 때문에(차 등, 1988) 오일을 이용한 식물병

방제 효과를 극 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계란에는 많은 종류의 균이 존재하여 단순히 난

황과 식용유가 유화된 상태에서는 실온에서 장기간 보 하기 힘들다. 그러나 시 되는 마

요네즈 유통기한은 8개월 정도로 장기보 이 가능하다. 이는 제조 공정에 있어서 살균을 

할 수 없어 무균 인 제품은 아니나 액란의 살균에 의한 기 균수의 최소화, 생 인 제

조환경에 의한 오염방지  식 와 식염의 세균증식 억제력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

동 , 1987).

지방을 많이 함유한 제품이나 식용유지는 산패하기 쉬워 마요네즈에는 산화방지제가 첨

가 되어있다(김 등, 1991). 산화방지제는 마요네즈내 기름의 산화, 색소퇴색 등과 같은 산화

상을 지연하고 양 손실을 막기 해 첨가되어진다. 마요네즈에 사용되는 산화방지제는 

이디티 에이류의 합성첨가물이지만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지정되어 안 성이 

입증되어 있으며, 인체에 한 부작용이 보고된바 없다. 오히려 작물재배에 사용시 기름의 

산패로 인한 작물에 유해한 향을 끼칠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오일은 농도가 높을수록 약해 발생의 우려가 높으며 오일의 종류, 재배작물, 재배환경에 

따라 약해 발생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Kim 등, 2000) 계란노른자와 

식용유를 섞어 만든 난황유의 리카 처리결과 합성효율과 수분증산 능력이  

해되지 않았으며(이 등, 2008) 마요네즈 희석액 0.5% 농도 이하의 수 에서 약해는 발견되

지 않아 병해충방제에 합하다고 단된다. 

마요네즈는 구하기 쉽고 가격이 싸며 사용방법이 빈 용기에 물을 넣고 잘 흔들어 주

기만 하면되 매우 간편하다. 한 무엇보다 먹을 수 있는 재료로 안 하다는 장 이 있

다. 이는 유기농산물 재배농가와 텃밭을 가꾸는 일반가정에서 농약을 신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요네즈 희석액은 오이 흰가루병 뿐만 아니라 상추, 배추, 고추, 

장미 등의 흰가루병에 동일한 방제 효과를 보 다. 한 박이응애에서도 살충효과를 

보이는 등 범 하게 용이 가능하 으며 이는 안 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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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    약

시  마요네즈를 이용하여 오이 흰가루병에 한 방제효과를 시험하 다. 마요네즈를 

0.5~2% 농도로 물에 희석하여 흰가루병이 발병된 오이에 6일 간격 3회 처리했을 때 8.3~ 

99.2% 방제효과를 나타내었다. 90% 이상의 방제효과를 보인 마요네즈 희석액  2-3엽의 

어린모에서 약해가 없었던 농도는 0.5%이었다. 마요네즈  기름함량이 78~80% 수 인 일

반 마요네즈와 기름함량을 38~70%로 인 지방 마요네즈의 흰가루병 방제력을 비교했을 

때 지방 마요네즈는 방제율은 39.3~59.8% 수 으로 일반마요네즈에 비해 방제율이 떨어

졌다. 마요네즈가 처리된 잎의 엽록소 함량은 발병구에 비해 엽록소 함량이 약 3배 정도 높

게 조사되어 처리된 마요네즈가 오이 잎의 합성을 해하지 않으면서 흰가루병을 효과

으로 방제함을 확인하 다.

[논문 수일 : 2009. 11. 10. 논문수정일 : 2009. 11. 26. 최종논문 수일 : 2009. 12. 9]

참 고 문 헌

 1. 김재욱 ․ 니시자와 유끼오 ․ 차가성 ․ 최춘언. 1991. 마요네즈 제조시 들기름 혼합유의 산화

안 성. 한국식품과학회지 23(5): 568-571.

 2. 농 진흥청. 2003.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 .

 3. 문동 . 1987. Mayonnaise와 mayonnaise함유 salad에 있어서 식 독 세균의 소장. 연세

학교 석사학  논문.

 4. 박종호 ․ 류경열 ․ 이병모 ․ 지형진. 2008. 난황유의 박이응애 방제효과. 한국응용곤충학

회지 47(3): 249-254.

 5. 이정한 ․ 한기수 ․ 권 상 ․ 김동길 ․ 김희규. 난황유를 이용한 리카 흰가루병 방제. 식

물병연구 14(2): 112-116.

 6. 지형진 ․ 류경열 ․ 박종호 ․ 최두회 ․ 류갑희 ․ 류재기 ․ 신순선. 2008. 난황유와 공기 순환팬의 

상추 흰가루병 방제효과  생산에 미치는 향. 식물병연구 14: 51-56.

 7. 지형진 ․ 박종호 ․ 심창기 ․ 류경렬 ․ 차병진. 2006. 농 진흥청 시험연구사업보고서.

 8. 차가성 ․ 김재욱 ․ 최춘언. 1988. 마요네즈 제조시에 난황사용량에 따른 유화 안정성의 비

교. 한국식품과학회지 20(2): 225-230.

 9. Kim, D. W., K. S. Kim, J. U. Hyun, S. Y. Kang, J. H. Song, and K. Z. Riu. 2000. Efficacy 



김진경 ․ 심창기 ․ 박상원 ․ 박병 ․ 지형진 ․ 김원일 ․ 권오경 ․ 임건재566

and phytotoxicity of a petroleum spray oil for control of citrus red mite in Jeju island. 

korean J. Pest. Sci. 4: 87-92.

10. Becher, p. 1980. Theory and practice. 2nd., Am. Chem. Soc. Monograph No. 162.

11. Belanger, R. R., Labbe, C. 2002. Control of powdery mildews without chemicals. American 

Phytopathological Society. St. Paul. USA. pp. 256-267.

12. Bettiol, W. 1999. Effectiveness of cow’s milk against zucchini squash powdery mildew 

(Sphaerotheca fuliginea) in greenhouse conditions. Crop Prot. 18. 489-492.

13. Foguelman Dina. 2003. Pests and diseases in organic management: A latin american per-

spective. IFOAM. p. 103.

14. Grossman Joel. 2000. Horticultural oil: New summer uses on ornamental plant pests. Bio- 

Integral Resource Center. PO Box 7414, Berkeley. pp. 69-79.

15. Grove, G. G., 1999. New Angles on Apple Powdery Mildew. vol. 50(8). Good Fruit 

Grower. Yakima. WA. PP. pp-47.

16. Grove, G. G., Boal, R. J. 2002. Use of horticultural mineral oils in management of powdery 

mildew of cherry in Washington orchards and nurseries. In: Beattie, G. A. C., Watson, D. 

M., Stevens, M. L., Rae, D. J., Spooner-Hart, R. N. (Eds.). Spray Oils Beyond 2000.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Sydney. NSW. Australia. pp. 2-18.

17. Jee, H. J. 2008. Management of pests by using egg yolk and cooking oil mixture in organic 

vegetables. Proceedings in Organic Agriculture in Asia. ISOFAR conference. pp. 317-324. 

Dankook University. Korea.

18. Jee, H. J., C. K. Shim, K. Y. Ryu, B. M. Lee, J. H. Park, and D. H. Choi, 2005. Effects 

of cooking oils on control of powdery mildew of cucumber caused by Sphaerotheca 

fuliginea. Plant Pathol. J. 21: 415.

19. Northover, J., Schneider, K. E., 1996. Physical modes of action of petroleum and plant oils 

on powdery and downy mildews of grapevines. Plant Dis. 80: 544-550.

20. 今井忠平. 1984. The measurement and freshness presevation of mayonnaise(Psrt 1). 식품공

학(일본). pp. 17,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