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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screening of the population densities of fungal 
pathogens and insect and observed the disease symptoms on the organic sweet 
corn seed producing field from 2008 to 2009. The dissemination spores, Alternaria 
sp., Cladosporium sp., Helminthosporium sp., Pyricularia sp., Collectotrichum sp., 
and Bipolaris sp., were detected and the three fungal spores from the front were 
observed for whole growth stage. Seed and seedling diseases were shown as the 
rotted seed and damping-off seedling caused by Penicillium sp. and Rhizoctonia 
sp.. The larva of Black cutworm cut down the root crown of seedlings. The 
damaged plants were ranged from 14% to 16%. On the Oriental corn borer, the 
population densities and the percentage of damaged plants were showed a low 
difference between two sweet corn varieties. The population densities of Oriental 
corn borer were scored as from 3.5 to 20.5 in 2008 and from 0.5 to 6 in 2009. 
Also the percentage of damaged plant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until harvesting 
stage and was recorded from 7.5% to 21% in 2008 and from 1% to 46% in 2009. 
On the Corn leaf blight, the percentage of diseased plant were scored from 7% to 
34% in 2008. The first occurrence of date was after June 18, and the percentage 
of diseased plant was continuously increased after August 21 and the values of 
diseased plants was ranged from 56% to 69% in 2009. On common smut, the 
percentage of diseased plant was recorded from 5% to 15% in 2008, and the first 
occurrence date were delayed as 17 days (July 17) and were showed less than 8% 
of diseased plants in 2009. Corn Southern Leaf spot was scored as averag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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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early stage and showed high score as 62% at September 19 in 2008. In 2009, 
the first occurrence date were advanced about 20 days (after June 8), and 
continuously increased up to 86% in 2009. 

Key words : organic seed production, sweet corn, mibaeg2ho, heugmichal

Ⅰ. 서    언

우리나라의 잡곡은 옥수수(Zea mays L.)를 비롯한 수수, 조, 기장, 피, 메  등 많은 작물

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옥수수와 메 을 제외하고는 재배뿐만 

아니라 품종개량이나 재배법 개선에 한 연구가 무하여, 이 등(1981)은 우리나라에서 21

세기에는 잡곡을 거의 재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망하 다(Choi et al., 1996; 정, 2001; 정, 

1998; Kim et al., 1999;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2009; Yoon et al., 2008).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well-being시 와 함께 국민 식생활의 질  향상으로 특히 

과자의 원료가 되는 일부 맥류(호 , 귀리 등)와 옛 것을 찾는 인의 심리와 더불어 소

비가 증가하고 있는 토종잡곡류(조, 기장, 수수 등)는 유기농 재배 ․생산이 실 함에도 불

구하고, 이에 따른 유기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유기종자 개발이 무하 다(Cho et al., 1999; 

천경욱, 2007; Kim et al., 2004; Shon and Chung, 1997; Shon and Kim, 1999; Kim et al., 

2002).

미국을 심으로 한 남미는 OMRI, 유럽은 IFOM이나 ISTA를 통해 체계 인 유기 종

자의 생산  리를 한 방안으로 종자를 생산하는 농경지의 리, 생산자인 농민들에 

한 교육, 문가들의 육성  매시장에서의 경제 정책의 뒷받침 등 다양한 분야에 걸

쳐 노력하고 있다(Chang and Sohn, 1999; 천경욱, 2007; Hasegawa et al., 2005; MAF, 2006).

OMRI에서는 2004년부터 시작된 NOP(National Organic Program)에 따라 OMRI를 심으

로 체계 인 유기농산물 생산에 한 품질 리 제품에 한 보증을 하고 있으며 유기농가

에 의해서 생산된 다양한 종류의 유기종자에 한 목록  재배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http://www.omri.org/).

국내에서 옥수수에 발생하는 병해로 깨씨무늬병(Southern leaf blight), 잎마름병(Leaf 

blight), 깜부기병(Smut), 잎집무늬병(Sheath blight), 녹병(Rust), 이삭썩음병(Ear rot), 세균성

기썩음병(Bacterial stalk rot), 오갈병(Maize dwarf mosaic virus), 검은불오갈병(Rice black- 

streaked dwarf virus)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김완규 등, 2008; 한국식물병명목록, 2004; 

White, 1999), 요 해충으로는 조명나방(Oriental corn borer), 검거세미나방(Black cutworm), 

멸강나방(Rice armyworm), 진딧물(Oat aphid, Corn aphid) 등이 보고되어 있다(Hur et al., 

2002; 농업과학기술원, 2006; 이 복 등,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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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검은 오갈병(RBSDV)은 애멸구(Laodelphax striatellus)에 의해 매개되는 dsRNA 바

이러스병으로 벼, 옥수수, 수수, 보리,  등의 넓은 기주 범 를 갖는다(Chang and Ri, 

1987; Fang et al., 2001; Shikata et al., 1977; Wang et al., 2003). 한 옥수수오갈병(MDMV)

은 액  진딧물, 종자 등에 의하여 염되는 병해로 세계 으로 리 분포하고 있다(Hill 

et al., 1974; 정 등, 1977).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Fabricius, Lepidoptera: Noctuidae)

은 열 , 아열 , 온 에 걸쳐 서식하며, 150여종의 범 한 기주범 를 갖는 해충으로 우

리나라는 주로 남부지방의 시설재배 집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Cho et al., 1996; Bae et 

al., 2007; Kim et al, 1998; Moussa et al., 1960; Rao et al., 1993; Taguchi, 1961). 조명나방 

(Oriental corn borer)은 세계 으로 약 20종이 알려져 있으며 옥수수를 비롯해 조, 수수, 

마, 생강 등 20여종의 작물을 가해하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으며(Chiang and Wilcoxon, 

1961; Kobayashi and Satio, 1972) 국내에서는 박 등(1975)에 의해 처음으로 3종이 조사되었

고 그 에서 옥수수를 주로 가해하는 것은 Ostrinia furnacalis 종으로 보고되었다. 

지 까지 유기농 옥수수 재배지역에서의 병해충발생에 한 보고는 무하며, 허 등

(2002)에 의해 남부지방의 찰옥수수 친환경 재배지역에서 요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 더

니, 깜부기병, 깨씨무늬병, 조명나방 등의 피해가 있었으며, 한 6월, 7월에 종한 단옥수

수  당옥수수는 깨씨무늬병의 발생이 심한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찰옥수수 유기종자의 안 한 생산을 해서는 효과 인 병해충 제어

기술 개발이 필수 이므로, 이에 필요한 병해충 발생 양상을 찰옥수수 2개 품종(미백2호, 

흑미찰)을 상으로 2008~2009년에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Ⅱ. 재료  방법

1. 시험재료 

시험포장은 강원도 농업기술원 옥수수시험장 유기농 옥수수재배 포장을 사용하 으며,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동시험장에서 선발한 단교잡종인 미백2호(홍천찰17호)와 미흑찰을 

2008년, 2009년 익년에 수확한 종자를 사용하 다. 유기종자 채종 기  재배한계기간을 

알아보고자 공시재료인 미백2호와 미흑찰을 각각 3차례(4월 16일, 5월 14일, 6월 16일)에 

걸쳐 종시기를 달리하 다. 한 효율 인 잡 방제를 해 흑색비닐멀칭을 사용하 으

며, 토양의 물리성 개선  옥수수가 다비성임을 감안하여 클로버와 헤어리베치를 녹비작

물로 재배하여 이듬해에 량 토양으로 환원하 고 시 용 우분혼합유박을 권장시비량기

(350~400kg/10a)으로 시비 후 경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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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ndscape of the Gelatin film (10% Glycerin) coated slideglass trap for the trapping of 

dissemination spore (A) and the pheromone traps for Oriental corn borer (Wing type (C) 

and Rice armyworm (Corn type (D)).

2. 비산포자채집

시험포장 주 의 병원성 곰팡이 포자의 비산 정도를 악하고자 슬라이드 라스에 

Gelatin film(10% Glycerin)을 도말하여 300평 당 8개씩 1.5m 높이에 수평으로 설치하여 2주 

간격으로 회수하여 미경으로 검경하 다(Fig. 1, A). 

3. 병해충발생 조사

2008년과 2009년 2년 동안, 유기농 옥수수 포장에서 각종 병 ․해충에 한 발병  발생

을 20주씩 5반복하여 조사하 다. 익년도 채종한 종자를 소독하지 않고 직  후, 종자  

유묘기에 발병한 이병종자  식물체를 회수하여 원인 병 ․해충을 분리 ․진단하 다. 공시

한 품종을 종 후 4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월 2회에 걸쳐 병해충 발생 소장  발병주

율을 조사하 으며, 옥수수의 요 해충인 조명나방의 발생 소장은 300평당 2개의 페르몬 

유인트랩(Fig. 1, 윙트랩(C), 콘트랩(B, D))을 설치하여 월 2회에 걸쳐 트랩당 포집수로 조사

하 다.

Ⅲ. 결과  고찰

1. 유기농 찰옥수수 종자 생산지의 우  비산포자의 종류

2008년 Gelatin film 슬라이드 라스를 이용하여 종(4. 16) 후부터 월 2회에 걸쳐 유기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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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옥수수 종자 생산지역의 비산 포자량과 종류를 조사하 더니, 주로 Alternaria sp., Cla-

dosporium sp., Pyricularia sp., Collectotrichum sp., Helminthosporium sp., Bipolaris sp. 등의 곰

팡이 포자가 찰되었다. 특히 Alternaria sp., Cladosporium sp.  Helminthosporium sp.은  

생육기간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분생포자들로 찰되었다(Fig. 2).

Fig. 2. Observation of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dissemination spore trapped with the 

Gelatin film (10% Glycerin) coated slideglass trap in organic sweet corn seed 

production field. Cl, Cladosporium sp.; Al, Alternaria sp.; Py, Pyricularia sp., He, 

Helminthosporium sp..

2. 유기농 찰옥수수 종자 생산지의 종자  유묘기 병해충

유기종자 생산을 해 옥수수 종자를 소독하지 않고 직  후, 포장에서 종자  유묘기

의 발병주율과 발병한 이병종자  식물체의 원인을 조사하 다.

Fig. 3. Symptoms (A, D) and average percentage of damaged plant caused by Seed rot 

disease (2008 (B), 2009 (C)) and Black cutworm (2008 (E), 2009 (F)) at seedling stage 

of sweet c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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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결과 2008년도는 미백2호와 미흑찰의 유묘 출  후로 종자가 발아하지 않고 부

패하거나 유묘가 시들음 증상을 보이다 심하면 고사하는 증상이 5월 23일부터 발병하여 8

월 12일까지 찰할 수 있었으며, 발병주율은 15% 미만(Fig. 3, B)이었고 2009년도의 발병

도 14%(Fig. 3, C) 정도 다. 

심하게 부패하거나 발아하지 못한 종자표면으로부터 Penicillium sp., Fusarium sp., Rhizo-

ctonia sp. 등의 곰팡이를 분리, 찰할 수 있었다(Fig. 3, A). 

한, 옥수수 유묘기인 5월 23일경부터 8월 12일까지 공시한 미백2호와 미흑찰 포장에서 

담배거세미나방에 의해 땅가 부 가 잘린 형 인 피해양상을 찰할 수 있었으나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하 고 피해주율도 16% 미만(Fig. 3, E)이었다. 2009년 조사 결과 월동한 담

배거세미나방의 유충에 의한 지제부 가해는 17%(Fig. 3, F)로 체 포장의 결주율 발생의 

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 다.

3. 조명나방(Oriental corn borer)의 발생 도  피해주율 조사

합성페르몬 트랩을 이용한 옥수수 포장 내 조명나방  멸강나방의 발생 도를 조사하

더니, 조명나방은 2008년은 5월 23일 첫 포획(3.5마리/트랩)되었고 7월 30일 경 트랩당 

20.5마리로 가장 높은 도를 나타났으며, 8월 12일 이후로 차 포획되는 숫자가 감소하

다(Fig. 4, C). 2009년도 조사시기에는 년도에 비해 포획된 숫자가 었으며, 2009년 6월 

26일 트랩당 0.5마리 정도 발생하여 9월 4일 트랩당 6마리가 발생하 고 9월 25일 이후 감

소하 다(Fig. 4, E).

Fig. 4. Survey of the occurrence density of adult of Oriental corn bore (A, 2008 (C), 2009 (E)) 

with the pheromone traps and the average percentage of damaged plant (B, 2008 (D), 

2009 (F)) caused by larva of Oriental corn b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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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나방은 유기농  일반 옥수수재배 지역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해충으로 옥수수재

배 생육기에 발생하며 유충에 의한 피해가 심하다. 공시한 미흑찰과 미백2호의 품종간의 

조명나방에 의한 피해 정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008년도 조명나방은 5월 23일 페르몬 트랩에서 처음으로 찰되었으나 옥수수 유묘를 

가해하기 시작한 시기는 6월 12일경으로 찰되었다. 기에는 20주의 옥수수 유묘  약 

7.5(미백2호)~9(미흑찰)%의 낮은 피해주율을 나타내었는데, 그 피해주율이 지속 으로 증

가하여 7월 24일경에는 16(미백2호)~21(미흑찰)%로 나타내었다(Fig. 4, D).

2009년도 조명나방의 발생 도도 낮았고 처음으로 가해한 시기도 6월 8일 이후로 양

생장단계에 있는 옥수수 잎에 작은 구멍을 내기 시작하여, 7월 17일 이후 그 피해주율이 

격히 증가하여 9월 25일에는 약 46% 이상을 보 으며 수확기까지 지속 으로 증가하 다 

(Fig. 4, F).

4. 옥수수잎마름병(Leaf blight) 발생 양상

2008년도 옥수수잎마름병은 Helminthosporium turcicum 기 발생시기는 6월 12일경으로 

나타났고 7월 24일 조사 시 20주  평균 7%(미흑찰)~8%(미백2호)이었던 것이 8월 12일 조

사 시 15%(미흑찰)~19%(미백2호))로 격히 증가하 고, 9월 19일 조사 시에는 35%(미흑

찰)~34%(미백2호)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품종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ig. 

5, B). 그러나 2009년 옥수수잎마름병은 6월 18일 이후 발생하여 발병주율이 8월 21일 

(59%, 미흑찰) 이후 격히 증가하여 9월 25일에는 미흑찰(69%)의 발병주율이 미백2호 

(5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Fig. 5, C). 

Fig. 5. Symptoms (A) and average percentage of damaged plant caused by Corn Leaf blight 

(2008 (B), 2009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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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옥수수-깜부기병(Common Smut) 발생 양상

깜부기병은 담자균류인 Ustilago zeae에 의해 옥수수 재배지역 어디서나 발생하며 지상부

의 모든 부 , 특히 어리고 성장이 왕성한 부 에 감염하여 수확기까지 병반 부 가 이상 

비 하여 흑색의 동포자 덩어리로 된다(Fig. 6, A).

2008년 1차 염원인 깜부기병의 발생은 6월 26일경으로 20주  1주(약 5%) 정도로 

경미하게 발생하 으며 9월 19일까지 옥수수 20주  1~3주(5~15%) 정도 발생하여 익년에 

비해 발생 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품종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ig. 6, B).

2009년은 발생 시기가 7월 17일로 2008년에 비해 17일 정도 늦추어졌으며 발생 이후 

발병주율이 8% 미만(9월 25일)으로 2008년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Fig. 6, C).

Fig. 6. Symptoms (A) and average percentage of damaged plant caused by Corn Common 

Smut (2008 (B), 2009 (C)).

6. 옥수수깨씨무늬병(Southern Leaf Spot) 발생 양상

옥수수깨씨무늬병은 Bipolaris maydis에 의해서 부분의 옥수수 재배지역에서 발병하며, 

특히 고온(30~32℃)에서 발병이 심하고 병반은 병이 진 되면 회색에서 갈색으로 변하고 

2-7~3-20mm까지 병반이 진 되어 잎 체에 반되었다 (Fig. 7, A). 

2008년 옥수수깨씨무늬병의 발생 시기는 6월 26일경인 것으로 나타났고 7월 24일 조

사시 20주  평균 11%(미흑찰)~12%(미백2호)이었던 것이 8월 12일 조사 때부터 격히 증

가하여(21%(미흑찰)~20%(미백2호)), 9월 19일 조사시 미흑찰과 미백2호 모두 62%로 다소 

높게 나타나 품종간의 발병주율 차이는 없는 것 같다(Fig. 7,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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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옥수수깨씨무늬병은 6월 8일 이후  발생하여 2008년에 비해 20일 정도 일  발

생하 으며 9월 25일까지 지속 으로 발병하여 약 86%의 발병주율을 보 고 2008년에 비

해 24% 이상 높았다(Fig. 7, C).

Fig. 7. Symptoms (A) and average percentage of damaged plant caused by Corn Southern 

Leaf Spot (2008 (B), 2009 (C)).

Ⅳ.     요

찰옥수수 유기종자의 안 한 생산을 해서는 효과 인 병해충 제어가 필수 이므로 2

개의 찰옥수수 품종(미백2호, 흑미찰)을 상으로 2008~2009년에 병해충 발생 양상을 조사

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 유기농 찰옥수수 종자 생산지의 우  비산포자는 

Alternaria sp., Cladosporium sp., Pyricularia sp., Collectotrichum sp., Helminthosporium sp., 

Bipolaris sp. 등이었고, Alternaria sp., Cladosporium sp.  Helminthosporium sp.은  생육기

간에 찰되었다. 종자  유묘에 나타나는 병해충 발생 양상은 종자가 발아하지 않고 썩

는 경우와 유묘가 시들어 심하면 고사하는 증상을 보 으며, 거세미나방에 의해 땅가 부

가 잘려진 증상을 찰할 수 있었다. 종자  유묘의 발병주율은 14~16% 미만이었다. 옥수

수재배포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조명나방의 발생 도 발생 도는 품종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2008년은 트랩당 3.5~20.5마리 고 2009년은 트랩당 0.5~6마리로 낮게 나타났다. 

피해주율은 2008년은 7.5~21%이었으며, 2009년은 1~46%로 수확기까지 지속 으로 그 피해

가 증가하 다. 잎마름병의 발병주율은 2008년도에 7~34% 으나 품종간의 차이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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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고 2009년도는 6월 18일 처음 발생하 고, 8월 21일 이후 격히 증가하여(59%) 9월 

25일에는 미흑찰(69%)이 미백2호(5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깜부기병의 발병주율은 

2008년도에 5~15% 으며, 2009년에는 7월 17일 처음 발생하여 2008년에 비해 17일 정도 

늦게 발생하 으며 발병주율도 8% 미만(9월 25일)으로 2008년에 비해 아주 낮게 나타났다. 

깨씨무늬병의 발생주율은 2008년도에 발생 기에는 평균 11%(미흑찰)이었다가 9월 19일 

조사 때는 두 품종 모두 62%로 높게 나타났다. 2009년도 처음 발생 시기는 6월 8일 이후로 

2008년에 비해 20일정도 일  발생하 으며 9월 25일까지 지속 으로 발병하여 약 86%까

지 달하 으며 2008년에 비해 24% 이상 높게 나타났다. 

[논문 수일 : 2009. 11. 28. 논문수정일 : 2010. 1. 7. 최종논문 수일 : 201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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