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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회화나무 녹병균(Uromyces truncicola)은 기주식물의 줄기와 가지 그리고 잎에 감염하고 회화나무의 감염률

은 78%였다. 이 녹병균의 겨울포자는 밤갈색으로 원형~난형이었으며, 29-37×24-27 µm 크기였고, 여름포자는 황갈색

으로 타원형~난형이며 포자 표면에 가시모양의 돌기가 있고 28-39×19-22 µm 크기였다. 이 병으로 감염된 가지에서

는 코르크층이 비후되었고, 방사유조직은 비틀어지고 갈라지거나 합쳐졌으며 유세포가 증가하였다. 건강한 회화나무

가지의 방사유조직은 1열에서 2열인 반면에, 감염 가지의 방사유조직은 3열 이상의 유세포들이 방추형을 형성하고

있었다. 감염 가지에서는 도관들이 다양한 형태로 비틀어져 있었고, 내수피 부분과 일부 목부조직의 세포간극에는 황

색물질이 형성되어 있었다. 병 발생이 적은 개체에서는 가지의 털은 밀생하고 길었으며, 잎의 상표피 두께는 평균

23.3 µm인데 비하여, 병 발생이 심한 개체에서는 가지의 털이 상대적으로 덜 밀생하고 짧았으며, 상표피의 두께는

평균 17.4 µm였으므로, 저항성 개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Abstract: The rust fungus, Uromyces truncicola, infected stems, branches and leaves of Sophora japonica trees,

and 78% of planted host depending on investigated sites. Teliospores of this fungus were reddish brown, global

to oval and 29-37×24-27 µm. The urediniospores were yellowish brown, elliptical to oval with spiny surface and

28-39×19-22 µm. In the infected branches cork layers were thickened, ray parenchymatous cells were distorted,

branched or combined and increased in numbers. While ray parenchymatous cells in healthy branches were one

or two layers, the cells in the infected branches were three or more layers to shape fusiform. In the infected

branches xylem tissues also distorted and yellowish pigments formed in the intercellular space. In the less

infected trees the hairs on the branches were dense and long, and the thickness of upper epidermal cell walls

were ca 23.3 µm, while in the highly infected trees the hairs were less dense and short, and the thickness of

upper epidermal cell walls was ca 17.4 µm. We think individual host trees resistant to this fungus are present.

Key words : Uromyces truncicola, gall rust disease, scholar tree, histological change

서 론

회화나무(Sophora japonica L)는 콩과(Leguminosae)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으로서 학자수라고도 불리며 우리나

라,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꽃을 괴화(槐花), 꽃봉오

리를 괴미(槐米), 열매를 괴실(槐實)이라고 하며 약용으로

한다(임록재, 1999; 이창복, 2006). 또한 도시의 공원수나

가로수로서 식재되며 7~8월에 황백색으로 피는 꽃과 수

형이 아름다워서 정원수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녹병균은 분류학상 녹병균강(Urediniomycetes) 녹병균

목(Uredinales)에 속하는 균으로 세계적으로 5,000~6,000

여종이 알려져 있고(박희문 등, 2005), 초본류와 목본류에

걸쳐 많은 식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문병주 등, 2005; 박

희문 등, 2005). 최근 여러 종의 녹병균이 인공배지에서 성

공적으로 배양되었지만 자연계에서 순활물기생으로만 발

생하며(고영진 등, 2006; 이태수, 2001) 기주에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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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적 손상을 입히는데, 증산율 증가와 광합성과 호흡률

의 감소를 야기하며, 때로는 비정상적인 확대생장을 일으

키기도 한다(박희문 등, 2005). 녹병균은 화곡류 중 밀, 보

리, 귀리 등의 흉작의 원인으로 악명이 높고 농작물의 피

해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의 하나이다(고영진 등, 2006).

맥류의 녹병은 일단 발병되면 70% 이상의 감수를 가져오

는 경우도 있다(Hiratsuka, 1983). 

녹병균은 다섯 단계(0. I. II. III. IV)의 포자세대가 있으

며, 보통은 계절의 진행에 따라 차례로 변화한다. 어떤 녹

병균은 몇몇 포자세대만을 갖는가 하면 어떤 녹병균은 하

나의 기주 안에서 생활사를 마치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다른 기주에서 기생해야만 생활사를 완성하는 경우도 있

다(고영진 등, 2006; 문병주 등, 2005). 회화나무 녹병균

(Uromyces truncicola)은 대부분의 녹병균과 달리 기주교

대를 하지 않는 동종기생성 녹병균으로 회화나무에 여름

포자, 겨울포자, 담자포자를 형성한다(나용준 등, 2009).

녹병균은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대발생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지속적

인 연구가 요구되며, 회화나무 녹병의 경우 감염률이 매우

높으며 발생시 줄기와 가지에 혹을 만들어 미관상 보기 좋

지 않다. 회화나무 녹병은 가지와 줄기에 길쭉한 혹을 만

들기 때문에 일명 혹병이라고도 부른다. 혹이 여러 개 생

긴 나무는 생육이 나빠지고 기형이 되며, 또 혹 부위가 썩

어서 가지와 줄기가 부러지기도 한다(나용준 등, 2009).

 회화나무 녹병은 처음에 줄기와 가지에 발생하는 병과

잎에 발생하는 병이 서로 별개의 녹병균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Ito, 1922), 후에 Zinno and Hayashi

(1980)는 이 병이 같은 녹병균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고

하였다. 일본에서는 본 병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수행

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보고된 바 있다(Kim,

1963). 한편 충북 청원군에 소재한 미동산 수목원에 식재

된 회화나무들은 개체별로 녹병의 피해정도에 많은 차이

가 나타났다. 병에 걸리지 않은 건전한 개체가 있는가 하

면 잎에 감염이 심하여 일찍 낙엽지고, 혹에 의해 줄기가

뒤틀어질 정도로 피해가 심한 개체도 있었다. 이렇게 병

에 의한 피해 정도가 다양한 개체들이 서로 혼재해 있었

기 때문에 이는 개체별로 병에 대한 감수성의 정도가 다

를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동종기생을

하며 녹포자 세대가 없는 단주기성인 회화나무 녹병균의

형태학적 특성과 저항성 개체를 포함한 기주피해의 특징

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장소 및 공시재료

2009년 충청북도 청원군 소재 미동산 수목원에 식재되

어 있는 회화나무(Sophora japonica L.) 55본을 대상으로

Uromyces truncicola에 의한 녹병의 발생유무를 조사하였

으며, 이 병해의 대표적인 병징인 가지 및 줄기에 발생한

혹을 감염 여부의 판정 기준으로 하였다. 여름포자 및 겨

울포자의 형태적 특징 조사 및 병든 부분의 조직해부학적

관찰을 위하여 녹병에 감염된 잎과 혹이 형성 되어 있는

1~3년생의 감염 가지를 채집하여 공시재료로 하였다.

2. Uromyces truncicola의 형태적 특성 관찰

광학현미경(Nikon ECLIPSE E200, JAPAN)을 이용하여

U. truncicola의 여름포자와 겨울포자의 형태적 특징을 관

찰하고 크기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및 관찰 결과를 기존

보고와 비교하였다. 

3. 감염 가지의 조직해부학적 특징 관찰

미동산 수목원에서 채집한 감염 가지의 혹에 대한 정밀

한 조직해부학적 관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파라핀 포매

법으로 병든 조직의 절편을 제작하였다(김 등, 1993). 먼

저 병든 혹의 조직 일부를 약 5 mm×5 mm×5 mm의 크

기로 자른 후 FAA고정액에서 약 이틀간 고정시켰으며, 알

콜을 이용하여 탈수하고 파라핀으로 포매(embedding)한

다음 마이크로톰(Leica SM2010 R, GERMANY)을 이용

하여 약 10 µm의 두께의 절편을 제작하였다. 조직의 절편

은 자일렌을 이용하여 탈파라핀 처리를 하였으며, toluidine

blue 0.05%액으로 염색한 다음 카나다발삼으로 봉입한 후

병든 조직에 대한 조직해부학적 관찰에 사용하였다.

4. 병발생과 관련된 기주 수목의 형태학적 특징 조사

미동산 수목원에는 녹병에 감염된 나무와 감염되지 않

은 나무들이 혼재하여 있었다. 회화나무 형태학적 특징과

녹병발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병든 나무와 건전

한 나무들로부터 1년생 가지를 채집하고 털의 길이, 구조,

밀도를 조사하였으며, 조사에 사용된 가지는 이병개체 3

본과 정상개체 3본에서 각 5개씩 가지를 채집하여 총 30

개였다. 잎 내부를 구성하는 여러 조직의 두께를 정밀하

게 조사하기 위하여 “감염가지의 조직해부학적 특징 관찰”

에서 사용한 파라핀 포매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잎 조직의

절편을 제작하였으며 이병개체 3본과 정상개체 3본에서

각 5개씩 잎을 채집하여 총 30개의 잎을 공시재료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회화나무 기주의 병징과 감염률 조사

회화나무 녹병은 어린 가지나 줄기에 감염되어 방추형

의 혹을 생성하였고(Figure 1-B, E), 심한 경우 줄기가 변

형되고(Figure 1-D), 작은 가지는 고사하는 현상이 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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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gure 1-E). 또한 혹 부위는 작은 충격에도 잘 부러졌

다. 감염된 잎은 조기낙엽 현상을 보였다(Figure 1-A).

미동산 수목원에 식재된 회화나무의 줄기와 가지에 생

성된 혹의 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55본 중 43본이 줄기나

가지에 눈에 띄는 혹을 가져 이병주율이 78%였다. 반면

줄기나 가지에 두드러진 혹이 없는 정상, 비감염 개체는

12본으로 22%였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가지의 혹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이병주율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회화나무 감염목 한 개체 당 평균 혹의 개수는 4.6개였

지만 총 혹 개수가 10개 이상 되는 피해가 심한 개체도 8

본 혼재했다. 그리고 줄기와 가지 모두에서 혹이 확인되

었지만 총 혹 개수의 16.6%가 줄기에서, 83.4%가 가지에

서 형성되어 가지에서본 병의 혹은 줄기보다 가지에 많이

형성되었다. Zinno and Hayashi(1980)는 이바라키 지역에서

발생된 회화나무 녹병의 발생 상황을 조사하였으며, 총 환

부수의 23.5%가 줄기에, 76.5%가 가지에 형성되어 줄기보

다 가지에 환부가 많이 형성되었다고 보고하였다(Table 1).

2. Uromyces truncicola의 형태적 특성

회화나무에서 채집한 U. truncicola 포자의 형태적 특징

은 겨울포자는 원형에서 타원형 또는 계란형으로 크기는

29-37×24-27 µm였고, 단세포로 밤갈색을 띠며 한 쪽 끝에

자루가 있었다(Figure 2-A). 여름포자는 황갈색을 띤 타원

형 또는 계란형으로 크기는 28-32×19-22 µm 였고, 1개의

세포로 되어 있었다(Figure 2-B). 형태와 크기들은 Zinno

and Hayashi(1980)와 Sakamoto and Kaneko(1992)가 보

Figure 1. Symtoms of Uromyces truncicola canker disease on Sophora japonica (A) Early leaves fall(22 October 2009), (B)
Canker on stem by U. truncicola, (C) Healthy S. japonica, (D) Stem deformation of S. japonica by U. truncicola, (E) Twig blight
and fusiform branch by U. truncicola.

Table 1. Examination of Cankers caused by Uromyces
truncicola on Sophora japonica

This study
Zinno and 

Hayashi (1980)

Infection rate(%) about 78% more than 80%

Mean number of cankers per
infected tree

4.6

Positions of the cankers

Stem 16.6% 23.5%

Twig and Branch 83.4% 76.5%

Figure 2. Morphology of Uromyces truncicola collected from leaves of Sophora japonica. (A) One celled teliospores of U.
truncicola with pedicel, (B) Urediniospore of U. truncicola with tiny spines on the surface. Scale bar : A. 10 µm, B. 5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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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기재사항과 일치하였다(Table 2).

3. 감염 가지의 조직해부학적 특징 관찰

1) 횡단면

회화나무 녹병에 감염된 가지는 정상 가지에 비해서 코

르크층이 두텁고(Figure 3-A), 정상 가지의 방사유세포가 곧

게 뻗어 나가는 것에 반하여(Figure 3-D), 감염된 가지의 방

사유조직은 비틀어지고 갈라지거나 합쳐지고, 유세포 수가

증가하는 등 변형이 있었다(Figure 3-C).

2) 접선단면

회화나무 이병개체 가지의 접선단면에서 관찰한 방사

유조직의 두께는 정상 가지의 것과 큰 차이가 있었다

(Figure 4-A, B, C). 정상 가지의 방사유조직은 1~2열의

유세포들로 이루어진 반면(Figure 4-C), 감염 가지의 방사

유조직은 유세포의 수가 증가하여 3열 이상의 유세포들로

방추형을 띠고 있었다(Figure 4-B). 또한 인접한 방사유조

직들과 부풀면서 조직이 합쳐지기도 하고 목섬유세포 대

신 유세포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Figure 4-A). 그

리고 감염지의 도관들이 일직선으로 뻗어있지 않고 다양

한 형태로 비틀어져 있었다(Figure 4-D). 목부조직에 본병

의 균사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목부조직의 방사유조직 세

포크기와 세포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균사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형성층에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akamoto

Table 2.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Uromyces truncicola collected from Korea on Sophora japonica.

Characters Observed U. truncicola Zinno and Hayashi(1980) Sakamoto and Kaneko(1992)

Teliospore

color chestnut brown chestnut brown chestnut brown

shape globoid-ellipsoidal, ovoid ellipsoidal or ovoid ellipsoidal or ovoid

smooth spore surface smooth spore surface smooth spore surface

size 29-37×24-27 µm 32.5-40×22.5-27.5 µm 30-44×22-32 µm

Urediniospore

color yellowish brown yellowish brown-brown yellowish brown

shape ellipsoidal or ovoid globose-ellipsoidal globose-ellipsoidal

spines on spore surface spines on spore surface spines on spore surface

size 28-32×19-22 µm 25-38×18-25 µm 20-32×16-24 µm

Locality Cheongwon, Korea Ibaraki, Japan Tsukuba, Ibaraki, Japan

Figure 3. Transverse view of rust cankered branch of Sophora japonica. (A) Thickened cortex tissue of cankered branch, (B)
Healthy branch, Xylem tissues of cankered(C) and healthy(D) branch. Notes: X; Xylem ray, P; Phloem, CO; Cortex, Pi; Pith,
Scale bar : 250 µm



회화나무 녹병균(Uromyces truncicola)의 형태적 특징과 감염 기주의 조직해부학적 변화 281

and Kaneko, 1992).

3) 황색물질의 형성

회화나무 녹병 감염 가지는 내수피 부분과 일부 목부조

직이 황색으로 변색되었다(Figure 5-A). 광학현미경으로

자세하게 관찰한 결과, 내수피의 경우 세포내가 아닌 세

포 간극에 황색물질이 형성되어 있었다(Figure 5-D). 목부

조직의 경우 조직의 변형이 시작된 시점(감염된 시기) 이

후 생성된 조직의 세포간극에 황색물질이 존재했다. 그러

나 이 황색물질은 회화나무 녹병을 연구한 Zinno and

Hayashi(1980)와 Sakamoto and Kaneko(1992)의 보고에

는 언급이 없다. 하지만 황색물질의 생성은 두 가지 가능

Figure 4. Tangential view of rust cankered branch of Sophora japonica. (A) Xylem ray of cankered branch, (B) Xylem ray of
cankered branch, (C) Xylem ray of healthy branch, (D) Vessel deformation of cankered branch, (E) Vessels of healthy branch.
Notes : V; Vessel, R; Xylem ray. Scale bar : A, B; 100 µm, C; 50 µm, D, E; 250 µm

Figure 5. Discoloration of cankered branch of Sophora japonica by Uromyces truncicola. (A) Discoloration of cankered branch,
(B) Healthy branch, (C) Yellow substance of inner bark, (D) Yellow substance of intercellular space. Notes : CO; Cortex, P;
Phloem, YS; Yellow substance, Scale bar : C; 250 µm, D; 1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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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있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는 기주에 침입한 녹병균사

에서 분비된 물질일 가능성이며, 두 번째는 침입균사에 대

한 방어 작용으로 형성층 근처의 유세포가 분비한 물질일

가능성이다. 일반적으로 균의 침입을 받은 기주세포는 과

민성 반응으로 항미생물질을 만들거나 스스로 괴사하여

기생체를 격리시켜 죽인다(고영진 등, 2006). Platypus

quercivorus에 의한 참나무 시들음병의 경우 도관을 통해

균사가 유조직에 침입하고, 이에 대한 방어 작용으로 방

사유세포가 도관으로 황색 물질을 분비한다(Kuroda, 2001).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회화나무 조직의 황색물질 역시

침입균사가 분비한 물질이라기보다 기주가 병원균에 대

한 방어 작용으로 사부와 형성층 근처의 유세포가 세포간

극으로 황색물질을 분비한 것으로 여겨진다.

4. 병발생과 관련된 기주 수목의 형태학적 특징 조사

이병 개체에서는 잎이 조기 낙엽하였고(Figure 6-A), 건

전 개체는 이병 개체의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병에 의한

피해가 거의 없었다(Figure 6-B). 정상개체와 이병개체는

모두 다른 병에 의한 피해는 보이지 않았으며 서로 2~3 m

의 거리에 있었다. 녹병 발생이 적은 개체에서 잎의 상표

피 평균 두께는 23.3 µm였던 반면에, 병 발생이 심하여 조

기낙엽 현상을 보였던 개체의 상표피의 평균 두께는 17.4

µm였다. 약 6 µm의 두께 차이가 있었다(Table 3). 녹병 피

해율이 낮은 개체들의 잎의 상표피 두께는 피해율이 높은

개체보다 두꺼웠다.

잎의 상표피 두께는 곧 병에 대한 감수성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수목류의 녹병 중 흔한 배나무 붉은무

늬병의 경우 잎 표면에서 담자포자가 발아하여 상표피세

포의 큐티클을 침입하여 상표피, 책상조직, 해면조직까지

세포간 균사를 생성한다(Kohno et al., 1976). 몇몇 병균은

직접침입과 기공을 통한 간접침입을 모두 이용하기도 한

다(Howard, 1997). 어린 줄기나 가지에도 감염을 일으키

는 U. truncicola 역시 잎의 표면에서 상표피를 통해 직접

침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상표피의 두께는

녹병에 대한 감수성의 정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표피의 두께가 얇을수록 더 감수성인 개체로 여겨진다.

Uromyces 속에 의한 녹병은 콩과식물에 생기며, 기주의

저항성은 개체별로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고영진 등, 2006).

따라서 저항성 개체별로 Uromyces 균의 인공접종을 통한

Figure 6. Damage of Sophora japonica by Uromyces truncicola. (A) Early leaves fall of infected trees (22 October 2009), (B)
Dense crown of healthy trees (22 October 2009), (C) Short and less hairy surface on the branch of a highly infected tree,
(D)Long and dense hairy surface on the branch of a healthy tree

Table 3. Comparisons in layer thickness of infected leaves
and healthy leaves of S. japonica.

Leaf thicknessa (µm)

Infected Healthy

Upper epidermisb

017.4±2.4 023.3±3.3

Palisade layer 098.6±15.1 102.5±18.4

Spongy layer 078.8±12.8 065.6±17.0

Lower epidermis 013.0±2.2 015.1±1.9

Total 207.8±21.5 206.5±25.9

aMeans with standard errors.
bIncluding cuticles covering upper epider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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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사침입과정과 감수성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줄기와 가지에 있는 털 또한 녹병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녹병에 의한 혹이 많은 개체들의 1년

생 가지에서 외부 털의 밀도는 낮고 길이도 짧은 반면에

(Figure 6-C), 녹병에 의한 혹의 개수가 적거나 없는 개체

의 가지에서 털의 밀도는 높고 길이도 길었다(Figure 6-D).

한편 회화나무에 있어서 어린 가지의 털의 유무나, 녹병

균에 대한 저항성이 알려진 바가 없다. 일반적으로 식물

의 털은 각 개체의 진화적응과정에서 초식동물이나 곤충,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왔으며(Schilmiller et al.,

2008), 저항성과 관련된 털의 분비물은 개체의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Mauricio, 1998; Wang et al., 2001). 어린

자작나무 줄기에 있는 털의 분비샘에서는 훼놀화합물이

생성되어서 초식 동물들이 그 줄기를 잘 먹지 못하게 한

다(Wainhouse, 2005). 그러므로 회화나무의 어린 줄기와

가지의 표면에 존재하는 털이 녹병균의 침입에 중대한 방

어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각 개체의 털밀도에 따

른 녹병균의 감수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충북 청원군 소재 미동산 수목원의 회화나무

(Sophora japonica)를 대상으로 녹병균(Uromyces truncicola)

의 형태학적 특징 및 기주피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

행되었다. 병원균은 주로 회화나무의 어린 가지나 줄기,

잎에 침입하여 병을 일으켰고 줄기가 변형되거나 작은 가

지는 고사하는 현상이 흔하였다. 감염된 잎은 조기낙엽 하

였다. 이 병에 의한 감염률은 조사 지역에서 78%였으며

환부는 줄기보다 가지에 많이 형성되었다. U. truncicola

의 겨울포자는 밤갈색을 띠며 형태는 원형에서 타원형 또

는 난형이었고, 크기는 29-37×24-27 µm였다. 여름포자는

황갈색을 띠며 타원형 또는 난형이었으며 포자 표면에 가

시모양의 돌기가 돋아나 있고, 크기는 28-39×19-22 µm였다.

감염 가지는 정상 가지에 비해서 코르크층이 두터웠고,

방사유조직은 비틀어지고 갈라지거나 합쳐지는 등 고르

지 못하였고, 유세포가 증가한 현상도 있었다. 또한 정상

가지의 방사유조직은 1~2열의 유세포들로 이루어진 반면

감염 가지의 방사유조직은 3열 이상의 유세포들로 부풀어

방추형을 띠고 있었다. 감염 가지의 도관들은 다양한 형

태로 비틀어져 있었다. 회화나무 녹병 감염 가지는 내수

피 부분과 일부 목부조직이 황색으로 변색되었다. 내수피

의 세포내가 아닌 세포간극에 황색물질이 형성되어 있었

으며, 목부조직은 조직의 변형이 시작된 기점 즉, 감염된

시기 이후 생성된 조직의 세포간극에 황색물질이 존재했다.

이병 개체와 정상 개체는 잎의 구조에서 차이가 있었다.

잎에 병 발생이 미미했던 개체의 상표피 평균 두께는 23.3

µm였던 반면 잎에서의 병 발생이 심하여 조기낙엽 현상

을 보였던 개체의 상표피 평균 두께는 17.4 µm로 약 6

µm의 두께 차이가 있었다. 줄기와 가지에 환부가 많은 개

체에 비해 그렇지 않은 개체들의 1년생 가지의 털은 밀도

도 더 높고, 길이도 더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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