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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김동휘1·김대현2·한경숙·한유경·이성찬·조명철3·양은영3·김기홍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 1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
2농촌진흥청 행정법무담당관실 , 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Development of Resistance Evaluation Method 

for Powdery Mildew (Leveillula taurica) in Capsicum spp.

Su Kim*, Dong-Hwi Kim1, Dae-Hyun Kim2, Kyung-Sook Han, You-Kyoung Han, Seong-Chan Lee,

Myeong-Cheoul Cho3, Eun-Young Yang3 and Kee-Hong Kim

Horticultural and Herbal Crop Environment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won 441-440, Korea
1Ginseng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Eumseong 369-873, Korea
2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Legal Affairs officer, Director General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won 441-707, Korea 
3Vegetable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Suwon 440-706, Korea

(Received on October 14, 2011; Revised on November 12, 2011; Accepted on November 18, 2011)

Pepper powdery mildew causes increasingly economical damage due to increased cultivation of pepper in

greenhouses. To assess resistance of pepper resources against pepper powdery mildew, we developed a novel

evaluation formula for pepper resistance against powdery mildew. The evaluation formula named S index is

as follows; (number of the highest disease leaf/top leaf number)-(number of the lowest disease leaf/top leaf

number). Positive correlation (81%, P = 0.01) between S index and authentic disease leaf rate was observed

from the pepper plants infected by powdery mildew. Various pepper species from our genetic resources were

evaluated to identify pepper varieties conferring resistance against powdery mild using S-index. Capsicum

frutescens accessions 3CA131 and C. baccatum accessions 3CA0162, 3CA174, 3CA176 showed high resistance

to powdery mildew, but none of C. annuum was resistant. Results suggest that S-index proposed in this study

is useful to assess resistance evaluation of powdery mildew in chili pepper br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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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추는 국내 연간 생산액이 약 1조 2300억 원으로 가

장 중요한 채소작물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병해에 의한

생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저항성 품종 개발을 위한 연

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로 역병 및 바이러스병

등에 대한 저항성 품종이 출시되었으나, 풋고추와 파프리

카 등 시설 재배에서 연중 피해를 발생시키는 흰가루병

(Leveillula taurica (Lév.) Arnaud)은 미진한 실정이다. 이

것은 Capsicum annuum 내에는 저항성 유전자원이 매우

귀하기 때문이며(Anand 등, 1987; Deshpande 등, 1985;

Kounovasky 등, 1985), Lee 등(2001)에 의해 C. annuum

내에서 경미한 발병을 보인 PI244670 등 4종을 선발하기

도 하였으나 고도의 저항성은 C. baccatum 등 근연종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들 근연종은 종간교잡에서 나타내

는 후대 진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육성에 활발하게 이

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약제에 의존한 병해관

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흰가루병은 약제의 살포로 방제가

가능하나(Reuveni 등, 1998), 병이 진전된 경우에는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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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내생균사(endophytic mycelium)를 방제하지 못하여 발

병부위에서 다시 분생포자병과 분생포자가 발생한다(Correll

등, 1987). 그리고 약제를 이용한 흰가루병 방제는 노력과

경비가 많이 소모되고,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 증가로 인하

여 사용에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흰가루병 관리를 위해서는 저항성 품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병 저항성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효율적

인 검정 방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여러 연구에서 소개

된 흰가루병 접종방법으로는 분무접종(Elad 등, 2007; Souza

와 Cafe-Filho, 2003), 타락접종(Lee 등, 2001; Homma 등,

1980; Homma 등, 1981; Reuveni 등, 1998; Remigio 등,

2003; Souza와 Cafe-Filho, 2003)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Souza와 Cafe-Filho (2003)은 포자 현탁액(5 × 104 spores/

ml)으로 분무접종 하였고, Elad 등(2007)은 1 × 106 spores/

ml의 포자 현탁액을 조제 후 10−15분 이내로 분무접종한

일부의 분무접종 사례가 보고되며 널리 이용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연구자들은 자연발생 또는 타락 접

종법을 이용하여 실험하고 있다. Kim 등(2009)은 이 중

타락 접종법이 가장 우수한 접종법으로 보고하였다. 그러

나 이용효율적인 면에서 이들 인공 접종 방법은 대량의

식물을 대상으로 검정할 경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여 여

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에서 발병

되는 흰가루병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연발병을 원활히 유

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병 저항성

검정에 있어서 평가방법은 병원균의 침입 특성, 식물체의

반응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흰가루병 병징의

특징은 하위엽에서 시작하여 상위엽으로 진전되며, 심할

경우 조직이 괴사하고, 노화되어 잎이 떨어진다(Cha 등,

1980; Blazquez, 1976). 현재까지 유전 분석이나 저항성

유전자원 선발을 위한 저항성 평가는 Daubèze 등(1995)의

방법에 따라 병반의 포자 형성도(Sporulation intensity, Sp)

와 병반 면적율(the proportion of diseased leaf area per plant,

Pr)을 조사하였다. 또한 Sp와 Pr을 합하여 1−10까지의 수

치범위를 가진 발병지수(disease index, DI)를 계산하여 이

것을 한 식물체에 최종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병반

의 포자 형성도나 병반 면적율의 조사는 식물 조직 일부

나 식물의 잎 수가 적을 경우에는 적합한 방법이지만, 고

추와 같이 잎 수가 많은 식물의 경우에는 병만면적율과 함

께 이병엽율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병엽율은 전체 엽

수에 대한 발병엽수의 비율을 조사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

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양적형질 유전으로 알려진(Daubèze 등, 1995;

Murthy와 Deshpande, 1997) 흰가루병 저항성의 다양한 표

현을 재현성 있게 수치화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추 흰가루병의 저항성 품종 육성

을 위해 감염원을 이용한 저항성 검정 방법을 이용하여

대량시료에 대하여 간편하고 효과적인 평가 방법을 마련

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물 재료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에서 분양 받

은 고추 유전자원 104종과 ‘독야청청’ 등 시판 품종 6종

을 이용하였다. 저항성 검정을 위하여 공시계통을 10립

씩 파종하고 건전한 묘를 직경 12 cm 화분에 이식하여

검정에 이용하였다. 감염원을 이용하여 흰가루병 발병을

유도하였고, 감염원으로 사용한 천하통일은 발아 후 100일

경에 흰가루병 유지 식물체의 주변에 배치하여 이병엽율

이 80% 이상인 시점에 검정에 이용하였다. 감염원은 1 m

× 1 m의 모서리에 각각 1주씩 배치하고 안쪽에 검정 식물

체를 배치하여 발병을 유도하였다. 환경관리는 Kim 등

(2009)이 보고한 발병조건을 변형하여 유리온실에서 온도

15−30oC, 습도는 야간 만 80% 이상으로 유지하였으며,

주간은 습도관리를 하지 않았다. 야간습도는 오후 5시 경

에 온실 바닥에 물을 뿌리고 밀폐하여 유지하였다.

흰가루병의 발병조사는 Lee 등(2001)의 연구에서 이용

된 방법과 같이 병반 면적율과 이병엽율을 조사하였고,

최상위 발병 엽수는 자엽 위의 첫 잎부터 방아다리까지

의 엽수와 두 개의 줄기로 분지하는 방아다리마다 한쪽

줄기의 엽수를 합산하여 마지막 발병엽의 엽수를 조사하

였다. 최하위 발병 엽수는 자엽 위의 첫 잎부터 처음 발

병한 잎까지의 엽수이다. 이를 지수화하기 위한 정단부

엽수는 최상위 발병엽 지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완전히 전

개한 잎(길이 5 cm)까지의 엽수를 조사하였다. 발병조사

는 감수성 대비품종인 아삭이의 이병엽율이 약 100% 진

전된 접종 후 30일까지 하였다. 조사 후 수집된 자료는 다

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이병엽율(%) = 100 × (발병 엽수/전

체 엽수), 최상위엽 발병 지수 =최상위 발병 엽수/정단부

엽수, 최하위 발병 지수 =최하위 발병 엽수/정단부 엽수,

발병엽 분포(S index) =최상위엽 발병 지수(last symptom

index; LSI) −최하위엽 발병 지수(first symptom index; FSI) 

이들 평가방법간의 유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

석을 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은 SAS v.9.0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고추 흰가루병 발병유도. 고추 흰가루병의 원인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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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aurica는 발병된 잎을 현미경 하에서 관찰한 결과, 전

형적인 포자형태와 균사의 형태를 볼 수 있었다(Fig. 1).

유리온실 조건에서 감염원을 이용한 발병유도를 실시한

결과, 검정 식물체를 배치 후 14일에 감수성 대비품종인

아삭이의 최하위엽에서 처음 병징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후 16일 경에는 이용한 모든 감수성 대비품종에서 병

징이 관찰되었다(Fig. 2). 감수성의 경우 접종 후 30일 경

에 80%의 이병율을 보여 원활한 발병이 유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Fig. 2). 사용한 시판 품종 가운데 ‘슈퍼마니

따’가 80%의 병반 면적율을 보여 경미한 내성을 보였다

. 하지만 나머지 네 품종은 100%의 병반 면적율을 나타

내어 상당한 감수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3CA77, 3CA79,

3CA172, 3CA131은 20% 이하의 병반 면적율을 보여 시

판 품종에 비해 고도의 저항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Lee 등, 2001)에서와 유사하게

C. baccatum을 포함한 근연종이 강한 저항성을 보였다.

아울러 감염원 식물체는 초세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므로

추가적인 접종이 필요한 실험의 경우 감염원을 보충하거

나 바꾸어 주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서 병반 면적율은 감수성 시판 품종과 저항성 계통의 충

분한 평가방법으로 보이지만, 감염원을 이용한 접종법은

포자의 비산 등 계속적인 감염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

로 발병엽의 분포나 진전을 나타낼 수 없는 조사방법이

다. 따라서 고도의 저항성 개체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이

병엽의 분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병엽율의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항성 평가방법 비교. 흰가루병의 발병은 하위엽에서

상위엽으로 병반이 진전되는 특징을 가진다(Cha 등, 1980;

Blazquez, 1976). 그 이유는 부착기가 기주세포로 침입하

기 위해서 최대 2−4 Mpa의 팽압이 필요하며, 이 힘보다

생장점의 힘이 크면 기주세포와 부착기가 분리되어 침입

이 어렵기 때문이다(Agrios, 2006).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이병엽율을 대변할 수 있는 저항성 평가방법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발병엽 분포와 이병엽율 간

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81%의 정의 상관으로 이병

엽율과 고도의 유의성을 보여, 본 연구의 저항성 평가방

법 중에 가장 이병엽율을 대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판

단된다. 최상위 발병엽 지수는 이병엽율과 70%, 발병엽

분포와 82%의 정의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최상위 발병

엽 지수가 흰가루병 저항성 평가에 가장 영향이 높은 요

인으로 이병엽이 정단부에 가까울 수록 감수성이고, 멀어

질수록 저항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

다(Fig. 3). 최하위 발병엽 지수와 이병엽율은 다소 낮은

51%의 부의 상관을 보여 저항성 평가방법으로 이용하기

Fig. 2. Disease severity of nine varieties of chili pepper on pepper powdery mildew. 

Fig. 1. The hyphae (A) and conidium (B) of powdery mildew (Leveillula taurica)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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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최하위 발병엽은 모두 1차 방

아다리 아래에 위치되었으며, 묘령의 차이에 의해 발병시

기나 발병엽의 위치 차이가 나타나 이병엽율과 낮은 상

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흰가루병의 저

항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1차 방아다리 위에서의 발병

까지 조사하는 것이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이상의 저항성 평가를 기초하여 34종의 근연종에

대한 저항성 평가 결과(Table 2)는 모든 계통에서 대비종

의 이병엽율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3CA176(2.6%)이

가장 낮은 이병엽율을 보였다. 3CA131이 5.9%, 3CA162

은 8.7%, 3CA174는 9.6%이며, 각각 0.13, 0.27, 0.22, 0.16

으로 발병엽 분포가 낮게 나타나 강한 저항성을 나타내

었다. 이병엽율이 10% 미만인 3CA67(7.9%), 3CA69(6.5%),

3CA77(5.3%), 3CA79(5.9%), 3CA118(7.2%)의 경우는 감

수성 시판 품종과는 구분되었으나 각각 0.38, 0.42, 0.41,

0.33, 0.48로 다소 높은 지수를 보여 발병엽 분포와 이병

엽율이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 계통들은 생육이

느려 방아다리가 분지되지 않아 방아다리 아래에서 조사

가 이루어져 높은 발병 분포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발

병엽 분포는 감수성 대조품종에서도 ‘슈퍼마니따’(0.65)가

다소의 낮은 발병엽 분포를 나타내었고, 병반면적율이

100%를 보인 ‘아삭이’, ‘천하통일’, ‘탄탄대목’은 각각 0.84,

0.77, 0.94의 발병엽 분포지수를 나타내어 이병정도가 구

분성 있게 나타났다. 한편 최상위엽 발병지수는 이병엽율

과 70% 유의성을 보였으나 감염원으로 사용한 천하통일

에서와 유사한 지수를 보인 계통(3CA71, 3CA74, 3CA80,

3CA83, 3CA130, 3CA176, 3CA372)이 다수 존재하였다.

특히 3CA176은 가장 낮은 이병엽율(2.6%)을 나타낸 계

통으로 최상위엽 발병지수가 0.8로 높게 나타났다.

저항성 평가방법 비교의 결과를 종합하면 최상위엽 발

병지수는 이병엽율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나 발병엽 분포는 0.22로 이병엽율에 준하는 결과

를 보였다. 최하위 발병엽 지수는 50%의 낮은 상관 관계

와 함께 방아다리 아래에서만 조사된 계통의 발병엽 분

포에서 확인 한 결과와 같이 방아다리 아래에서의 평가

만으로는 저항성과 감수성을 구분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방법 각각은 이병엽율

과 낮은 상관(70%, 50%)을 보이지만 최상위 발병엽 지

수와 최하위 발병엽의 위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발병엽 분

포는 오히려 이병엽율과 높은 유의성(81%)을 보였다. 이

것은 최하위 발병엽 지수와 최상위 발병엽 지수 각각은

흰가루병에 대한 식물체의 반응을 대표하기에 부족하지

만 위치와 위치의 개념으로 발병의 범위라는 새로운 대

표값을 산출하는 요소로는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엽수에 대한 발병엽의 비

율을 나타내는 이병엽율의 조사에 비하여 하나의 줄기를

조사하는 발병엽 분포는 이병엽율을 대신할 수 있는 효

율적인 저항성평가방법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흰가루병

Fig. 3. Comparison of the onset of disease between susceptible and resistant cultivars of chili pepper. A: Tantandeamok, B: 3CA172.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valuation methods of powdery mildew resistance in chili pepper

Evaluation methods Infected leaf Rate Highest disease leaf (HDI)a Lowest disease leaf (LDI)b S indexc

Resistance rate 1 − − −

Highest disease leaf (HDI) 0.70** 1 − −

Lowest disease leaf (LDI) −0.51** 0.25** 1 −

S index 0.81** 0.82** −0.65** 1

**, P=0.01%; aHDI = number of the highest disease leaf/total leaf, bLDI = number of the lowest disease leaf/total leaf, Total leaf is number of leaf
in one stem, cS index = HDI-L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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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degree of resistance of 34 peppers (Capsicum spp.) on Leveillula taurica according to evaluation method

BN. Species Infected leaf rate (%) HDIb S indexc

3CA63 C. baccatum 12.1±4.6a 0.7±0.1 0.42±0.1

3CA64 C. baccatum 20.5±2.9 0.7±0.1 0.48±0.1

3CA65 C. baccatum 16.2±6.9 0.7±0.1 0.39±0.1

3CA66 C. baccatum 68.7±12.6 0.8±0.2 0.63±0.2

3CA67 C. baccatum 7.9±5.1 0.7±0.3 0.38±0.4

3CA69 C. baccatum 6.5±5.8 0.7±0.1 0.42±0.1

3CA70 C. baccatum 14.6±3.1 0.6±0.1 0.41±0.1

3CA71 C. baccatum 17.2±4.2 0.8±0.1 0.46±0.1

3CA73 C. baccatum 13.1±3.9 0.7±0.2 0.45±0.2

3CA74 C. baccatum 13.6±2.1 0.8±0.1 0.46±0.1

3CA75 C. baccatum 15.5±3.1 0.6±0.1 0.31±0.1

3CA76 C. baccatum 13.7±7.6 0.5±0.1 0.23±0.1

3CA77 C. baccatum 5.3±2.8 0.7±0.1 0.41±0.2

3CA79 C. baccatum 5.9±3.2 0.7±0.2 0.33±0.2

3CA80 C. baccatum 19.6±2.4 0.8±0.1 0.49±0.1

3CA83 C. baccatum 12.2±4.2 0.8±0.0 0.50±0.1

3CA94 C. chinense 25.5±7.8 0.7±0.1 0.57±0.1

3CA117 C. chinense 10.3±3.8 0.7±0.1 0.43±0.1

3CA118 C. chinense 7.2±4.6 0.9±0.2 0.48±0.1

3CA120 C. chinense 65.5±1.8 0.8±0.1 0.56±0.1

3CA121 C. chinense 14.7±4.8 0.6±0.2 0.36±0.2

3CA122 C. chinense 42.6±7.1 0.6±0.1 0.35±0.1

3CA124 C. frutescens 51.0±21.8 0.8±0.1 0.50±0.1

3CA129 C. frutescens 26.2±4.2 0.5±0.1 0.27±0.1

3CA130 C. frutescens 17.3±3.8 0.8±0.1 0.51±0.1

3CA131 C. frutescens 5.9±32.8 0.7±0.2 0.13±0.1

3CA162 C. chinense 8.7±2.1 0.7±0.1 0.27±0.1

3CA172 C. baccatum 8.3±3.8 0.7±0.1 0.46±0.2

3CA173 C. baccatum 12.9±4.8 0.6±0.1 0.41±0.0

3CA174 C. baccatum 9.7±6.5 0.6±0.1 0.16±0.2

3CA175 C. baccatum 12.3±4.7 0.6±0.1 0.38±0.2

3CA176 C. baccatum 2.6±1.4 0.8±0.1 0.22±0.1

3CA194 C. baccatum 14.4±6.2 0.7±0.2 0.37±0.2

3CA372 C. baccatum 32.4±8.7 0.8±0.1 0.57±0.1

Nokkang C. annuum 87.9±7.1 1.0±0.0 0.88±0.1

Supermanitta C. annuum 80.0±0.9 0.8±0.0 0.65±0.1

Asakgi C. annuum 100.0±0.0 1.0±0.0 0.84±0.3

chunhatongil C. annuum 100.0±0.0 0.8±0.0 0.77±0.1

Tantandeamok C. annuum 100.0±0.0 1.0±0.0 0.94±0.2

aStandard deviation. 
bHDI = Number of the highest disease leaf/top leaf number. 
cS index = (number of the highest disease leaf/top leaf number) − (number of the lowest disease leaf/top leaf number).



316 김수·김동휘·김대현·한경숙·한유경·이성찬·조명철·양은영·김기홍

에 대한 고추의 병반응은 낙엽, 괴사반점 등의 증상을 보

이고 있으므로(Cha 등, 1980; Blazquez, 1976), 이를 포함

한 평가방법이 보완된다면 흰가루병 저항성 품종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고추 흰가루병은 시설재배의 증가로 경제적인 피해가

증가하는 병해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추 유전자원의 흰가

루병 저항성 평가를 위한 새로운 저항성 평가 방법을 개

발하였다. S index라고 명명한 평가방법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최상위 발병 엽수/정단부 엽수) − (최하위 발병 엽

수/정단부 엽수). 흰가루병에 의해 발병된 고추 식물체에

서 이병엽율과 S index는 81%(P = 0.01)의 정의 상관으로

고도의 유의성을 보였다. 그리고 34종의 유전자원에서 저

항성을 평가한 결과, S index는 흰가루병 저항성 계통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Capsicum

frutescens 인 3CA131과 C. baccatum인 3CA0162,

3CA174, 3CA176은 흰가루병에 강한 저항성으로 평가되

었다. 이 결과는 고추 흰가루병 저항성품종 육성에서 S

index의 유용성을 증명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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