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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late 2000s, a serious Entomosporium leaf spot disease, caused by Entomosporium mespili, has been

found frequently on leaves of Eriobotrya japonica and Photinia glabra at a nursery station in Goheung and

Jeju, respectively. Studies were conducted to select fungicides that would effectively control Entomosporium

leaf spot. Among the three fungicides tested, weekly foliar applications of propiconazole and chlorothalonil

effectively reduced disease severity on E. japonica and P. glabra showing control value of 64.1% and 87.6%,

respectively. Weekly treatments of thiopanate methyl were less effective. Propiconazole controlled the disease,

but, it was phytotoxic to P. gla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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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Entomosporium mespili에 의한 점무늬병은 비파

나무(Eriobotrya japonica), 홍가시나무(Photinia glabra), 다

정큼나무(Raphiolepis umbellata), 채진목(Rhododendron

schlippenbachii)에서 보고되어 있다(Seo 등, 2010; Seo 등,

2011; Shin 등, 1998; The Korean Society of Plant Path-

ology, 2009). 비파나무는 최근 암, 당뇨병 등과 관련된 생

리활성물질이 보고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수종이며(Kim

등, 2009; Tanaka 등, 2010), 홍가시나무는 상록활엽수로

관상용, 생울타리용 등으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

는 인기 높은 수종이다. 이런 비파나무와 홍가시나무에서

최근 점무늬병 피해가 보고되었는데, 일단 피해가 발생되

면 재배지 일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배지 전체

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특징이 있다(Seo 등, 2010; Seo

등, 2011). 고흥지역의 비파나무 경우 전체 묘목의 50%

이상이 피해를 받아 고사목이 발생하였으며, 제주지역의

홍가시나무 경우 조사지역 전체의 나무가 고사한 경우도

있었다(Fig. 1). 

외국의 경우 E. mespili에 의한 점무늬병 방제에 대한

보고가 있으나(Cobb 등, 1985; Lange 등, 1998), 국내에

서는 연구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및

남부지역에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비파나무 및 홍가시

나무 점무늬병 방제를 위하여 포장에서 살균제를 처리하

고 그 결과를 조사하였다. 

비파나무는 2010년 5월 17일−6월 17일에 전라남도 고

흥군 고흥읍 등암리 농가포장에서, 홍가시나무는 2011년

4월 21일−6월 2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

창리 농가포장에서 각각 약제처리 하여 약효조사를 실시

하였다. 비파나무는 2년생을 이용하였으며, 홍가기나무는

6−7년생을 이용하였다. 살균제는 thiophanate-methyl WP70,

chlorothalonil WP75, propiconazole EC25등 3종을 처리하

고 조사하였다. 

비파나무 점무늬병 방제약제 선발을 위하여 약제를 총

4회(2010년 5월 17일, 5월 25일, 6월 2일, 6월 10일) 처

리하였으며, 약효는 6월 17일에 조사하였다. 약제는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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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분무기를 이용해 잎이 흠뻑 젖어 약액이 흐를 때까지

충분히 살포하였으며, 각 처리당 약 15본씩 3반복 처리

하였다. 약효는 이병엽률(이병엽수/전체엽수 × 100)로 조

사하였다. 

홍가시나무 점무늬병 방제약제 선발은 약제를 총 4회

(2011년 4월 21일, 4월 28일, 5월 13일, 5월 20일) 처리

하였으며, 약효는 6월 2일에 조사하였다. 약제처리 방법

은 위와 동일하였으며, 각 처리당 5본씩 3반복 처리하였

다. 약효는 이병엽률(4방위에서 임의 선택한 이병엽수/4

방위에서 임의 선택한 전체 엽수 × 100)로 조사하였다. 

비파나무 점무늬병 방제를 위해 처리한 약제 중 트리

아졸계인 propiconazole의 방제효과가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chlorothalonil 46.3%, thiophanate methyl

24.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홍가시나무 점무늬병 방제를 위해 처리한 약제 중 유

기염소계인 chlorothalonil의 방제효과가 87.6%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thiophanate methyl은 68.3%로 나타났다

(Table 2). 비파나무 점무늬병에 방제효과가 가장 높게 나

타났던 propiconazole의 경우 홍가시나무의 신초부위가 약

간 위로 말리는 위축현상이 나타나 약효조사를 실시하지

는 않았지만, 약효는 육안달관조사 결과 우수하다고 판단

되었다. Cobb 등(1985)도 photinia 점무늬병에 chlorothalonil

처리시 방제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고, propiconazole의

경우 방제효과는 우수하게 나타났지만 약해증상이 발생

한다고 보고하였다. Chlorothalonil은 배나무에 발생하는

Entomosporium 점무늬병에도 방제효과가 있다고 보고되

Fig. 1. Leaf spots of Eriobotrya japonica (A, B) and Photinia glabra (C, D) caused by Entomosporium mespili. A and C show severe
premature defoliation in a nursery, and B and D show leaf spots on a diseased leaves.

Table 1. Effect of fungicide application on Entomosporium leaf spot on Eriobotrya japonica in 2000

Fungicides Concentration (g or ml/20 l)
Disease incidencea

Control valuec

1st 2nd 3rd Meanb

Thiophanate-methyl WP70 20 23.8 27.8 27.8 24.1a 24.6

Chlorothalonil WP75 40 17.5 21.4 12.5 17.2b 46.3

Propiconazole EC25 6.7 10.9 13.9 9.5 11.5b 64.1

Control − 31.3 36.8 28.0 32.0a −

a(Number of diseased leaves / Total number of leaves) × 100.
b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c([Disease incidence of control - Disease incidence of treatment group] / Disease incidence of control)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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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Chandler, 1967). 

Benomyl, thiophanate methyl과 같은 benzimidazole계 농

약에 대한 E. mespili의 저항성 발현이 강력히 시사되고

있으며(Lange 등, 1998), Bowen 등(1994)은 몇 가지 약제

를 교호로 사용한 처리에서 점무늬병 방제효과가 높게 나

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다음 연구에서는 이번 연

구에서 이용된 작용 기작이 각기 다른 3가지 농약

propiconazole(EBI), chlorothalonil(phthalamide), thiophanate-

methyl(benzimidazole)을 교호사용한 방제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병은 보통 20oC를 전후

하여 잎에 수분조건이 9−12시간 지속될 수 있는 조건에

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Baudoin, 1986), 국내에서

는 아직 연구된바 없으며 정확한 병발생 생태의 이해와

함께 포자비산 등에 맞춘 약제 처리시기 규명 등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요  약

2000년대 후반부터 고흥지역의 비파나무(Eriobotrya

japonica)와 제주지역의 홍가시나무(Photinia glabra)에

Entomosporium mespili에 의한 극심한 점무늬병이 발생하

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방제효과가 높은 살균제를 선발하

기 위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효과를 검정한 3개의

농약 중 비파나무 점무늬병에는 propiconazole 처리가 방

제가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홍가시나무 점무늬병

에는 chlorothalonil 처리가 방제가 87.6%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Thiopanate-methyl 처리는 방제가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propiconazole은 홍가시나무에 약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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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fungicide application on Entomosporium leaf spot on Photinia glabra in 2011

Fungicides Concentration (g/20 l)
Disease incidencea

Control valuec

1st 2nd 3rd Meanb

Thiophanate-methyl WP70 20 7.3 3.6 4.5 5.1b 68.3

Chlorothalonil WP75 40 0.0 2.3 3.7 2.0b 87.6

Control − 18.3 10.2 19.9 16.1a −

a(Number of diseased leaves / Total number of leaves) × 100.
b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c([Disease incidence of control - Disease incidence of treatment group] / Disease incidence of control)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