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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rge patch caused by Rhizoctonia solani AG2-2 (IV) is one of the most serious diseases in

zoysiagrass.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were to evaluate the in vitro fungicidal effect and in field control of large

patch disease of Paraffin oil. In the field experiments, paraffin oil was applied with 1 L/m2 after diluted at 5 ml to

20 ml of oil/1 L of water for the control of large patch on Zoysia japonica in golf course. The same material was

tested for inhibition of mycelial growth in vitro. Paraffin oil at 0.5% and 2.0% had a fungicidal effect by 43 to 67%

on R. solani AG2-2 (IV) in vitro. In two locations of the field experiments, the paraffin oil provided moderate

protection of large patch. It was effective in suppressing large patch development by 48.0% in comparison with a

water check after one time application on mid-September in golf course. Paraffin oil may be used as an alternative

control agent for environment friendly management of large patch on Zoysiagrass in gol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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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들잔디는 난지형잔디로서 우리나라 자생종으로 들녘이

나, 공원, 골프장 및 학교운동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데 학교 운동장의 경우 들잔디가 99.3% 식재 되어 있고

(Lee et al., 2001), 골프장은 80% 이상 들잔디로 조성되어

있으며 뗏장잔디를 생산하는 농가도 95.7%가 들잔디이다

(Choi and Yang, 2006).

들잔디는 한지형 잔디들에 비하여 내병성과 내마모성이

높고, 질감이 균일할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하고 현상을

보이는 한지형 잔디와는 달리 고온기에 생육이 가장 우수

하고 생육이 빠르지 않아 깎기 작업의 빈도가 한지형 잔

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Chang

et al., 2009; Chang and Lee, 2010). 하지만 들잔디는 한

지형 잔디에 비하여 녹색기간이 짧은 큰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녹색이 시작되고 끝나가는 봄 가을철에는 한지형

잔디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Rhizoctonia solani AG2-2(IV)

에 의한 갈색퍼짐병(large patch)의 피해가 심하여 골프장

잔디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든다(Shim et al., 1994; Shim and

Kim, 1995). 

갈색퍼짐병은 토양전염성병으로 늦봄과 가을(6월과 9월)

에 주로 발생한다. 발병은 잔디 지제부의 줄기에 주로 병

원균이 침입하여 감염 부위를 중심으로 30 cm 내외의 소

형병반에서 10 m의 대형병반을 형성하고, 감염부위의 잔

디는 황화 되어 고사한다(Shim et al., 1994). 따라서 들잔

디가 식재되어 있는 골프장의 경우 병 방제를 위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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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비용을 들이고 있으나 강우시기와 배수 불량지에

서는 상습적으로 발병하며, 병 진전이 빨라 방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Jung et al., 2008).

갈색퍼짐병의 방제는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

문에 주로 화학적 방제에 의존하고 있다. 화학적인 방제

방법은 매년 지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지만 병원균이 토

양에 잠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잔디의 특성상 전년도

죽은 잔디 잎들이 축적 되어 뗏취 층이 발달하게 되면서

병원균의 잠복효과가 높아 약제 방제의 효과가 상쇄되어

병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골

프장외 잔디가 조성 된 공원이나 운동장 등은 레크레이션

공간으로 화학농약 사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거부감으로

인하여 약제 방제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화

학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갈색퍼짐병 방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생물의 길항균 이용과 미생물과 농약 혼용에 의한

연구(Shim et al., 1997; Shim and Kim, 2000; Jung et al.,

2008; Islam et al., 2009), 약용식물의 추출물을 이용한 연

구(Paik et al., 1998) 및 목초액을 이용한 연구(Geon et al.,

2005) 등이 수행 된 바 있다.

파라핀 오일은 기계유로서 파라핀계로 탄화수소가 많이

들어있는 중유에서 얻은 물질로 우리생활에서 흔하게 사

용되는 물질로 농약, 감귤, 산림, 정원, 과수 및 잔디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파라핀 오일은 mineral oil 또는

crop oil로 알려져 있으며, 1963년부터 감자 바이러스병 억

제효과(Bradley, 1963) 와 백합의 바이러스병의 확산을 방

지하고 구근의 비대를 증대시키며(Asjes et al., 1973; Asjes,

1984), 과수의 응애나 깍지벌레와 같은 미소 해충의 방제

용 농약으로 등록이 되어 사용되고 있다(Han et al., 1977;

Kim and Lee, 1978). 

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백합에 파라핀 오일의 사용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196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

는 백합의 브라운 링을 형성하는 병을 방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Botrytis spp.에 의한 잿빛곰팡이병에 대

해서도 어느 정도 방제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이

러스병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었다(Asjes et al.,

1973). 최근 10년 사이에 원예작물에서 파라핀 오일의 사

용에 대한 많은 연구는 해충 방제에 대한 효과(Fernandez,

et al., 2001)와 농약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전착제로서의

효과 등이 연구되었다(Zabkiewicz, 2002). 식물병 방제에

대한 파라핀오일의 작용 기작도 구명되었으며(Northover

and Schneider, 1996), 포도, 체리 및 사과나무 흰가루병에

대하여 확실한 방제효과도 입증됨으로써(Northover and

Schneider, 1996; Grove, 1999; Grove and Boal, 2002), 파

라핀 오일의 사용은 해충관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유기인계농약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낮

은 가격과 저독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줄일 수가 있

다(Willett and Westigard, 1988; Fernandez et al., 2006). 

본 연구는 파라핀오일이 토양 전염성 병인 들잔디의 갈

색퍼짐병의 발병을 줄이는 효과를 조사하여 병 방제에 대

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내·외에서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파라핀 오일

파라핀 오일은 (주) 지코스에서 농약으로 등록되어 생

산, 시판하고 있는 제품으로 주성분은 탄화수소로 파라핀

계열의 기계유로서 98% paraffin oil 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상품명: 엔스프레이 유제)을 사용하였다. 적용 해충은 감

귤, 사과, 살구, 석류 및 체리의 귤응애와 조팝나무진딧물,

사과응애, 점박이응애, 목화진딧물이다. 물성은 친환경물

질로서 친수성이 강하여 물에 잘 용해된다.

균사생장 억제 효과

갈색퍼짐병의 병원균인 R. solani AG2-2(IV)에 대한 균

사생장을 억제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파리핀 오일을 PDA

배지(Potato dextrose agar)에 2.5 ug/ml, 5 ug/ml, 10 ug/ml

및 20 ug/ml를 첨가하여 배지를 만들었다. 균총의 생장억

제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PDA배지에서 2일간 자란 생

장이 왕성한 R. solani AG2-2(IV)의 균총을 5 mm 크기로

파라핀 오일이 함유된 배지에 접종하여 균총의 생장량을

조사하였다. 모든 시험은 3개 Petri dish을 1반복으로 하여

5반복으로 실시하였다. 균총의 생장량은 균총을 접종 후

25oC에서 배양하면서 24시간, 48시간, 72시간과 96시간에

균총의 생장량을 디지털 버어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2

곳의 균총의 직경(mm)을 조사하여 평균하였다. 균총생장

억제율(%)은 {[무처리균총직경(mm)-처리구 균총직경(mm)]/

무처리균총직경 (mm)}×100으로 산출 하였다. 균총의 생

장을 50% 억제하는 IC50 (inhibition concentration) 농도와 균

총최소억제농도(MIC: minimum inhibition concentration) 농

도의 값은 균총생장억제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포장시험

포장시험은 갈색퍼짐병이 발병한 2010년 가을과 2011년

봄철에 실시하였다. 시험장소는 2010년 가을은 부산 동래

베네스트 골프장에서 수행하였으며, 2011년 봄철은 경남

진주의 남부산림연구소에서 수행하였다. 동래베네스트 골

프장은 4번 홀의 들잔디로 식재 된 러프 지역으로 매년

갈색퍼짐병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다. 

2010년 가을철 시험은 2010년 9월 병반이 발생한 지역

에서 30 cm내외의 병반이 발달한 곳을 대상으로 처리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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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은 1 m×1 m (1 m2) 크기로 3반복으로 수행하였으며,

약제는 1회 살포를 하였다. 시험방법은 처리구당 이미 발

생한 갈색퍼짐병의 병반에 약제 살포 전에 병반 가장자리

에 잔디용 페인트로 둘레를 표시하였다. 살포농도는 파라

핀오일을 물에 50배(20 ml/L) 와 200배액(5 ml/L)이 되게

희석을 하였으며, 물뿌리개를 이용하여 1 m×1 m (1 m2)에

1 L를 2010년 9월13일에 1회 살포 하였고, 무처리구는 물

만 살포하였다. 병 진전율 조사는 약제 살포 후 14일에 병

반의 진전율을 조사하여 발병 억제율을 산출하였다. 약제

살포 일의 평균기온은 24.6oC 이었으며 최고기온은 30.0oC,

최저기온은 21.5oC 이었다(Fig. 1). 처리 후 조사 일까지

강우는 2일 후에 0.5 mm의 강우가 있었으며 9일째와 10

일째에 15.0 mm와 3.0 mm의 강우가 있었다. 약제 처리 후

추가적인 관수는 하지 않았으며 잔디 깎기 작업은 1회 실

시하였다.

2011년 봄철에 진주 남부산림연구소에서 실시한 포장

시험은 부산 시험과는 다르게 설계되었다. 약제 살포를 2

회하고, 약제살포 방법은 등짐 분무기를 사용하였다. 포장

조건도 들잔디가 조경용으로 식재 된 잔디밭이었다. 약제

살포는 2011년 5월 25일부터 7일 간격으로 2회 살포하면서

살포 회당 발병 억제 율을 조사하였다. 약제 살포는 등짐

분무기로 약액이 엽면에 흘러내릴 정도로 분무 살포하고,

무처리구는 물만 살포하였다. 다른 조건은 동래베네스트

골프장에서의 시험과 동일하게 설계되었다. 병 억제율 조

사는 약제살포 7일 후인 6월 1일 병이 진전 된 폭을 조사

한 후, 1회 더 살포하였다. 2차 살포 7일 후 병반 진전 율

의 조사는 1차 때와 동일하게 조사하였다. 추가적인 관수

나 깎기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 1차 약제살포 일에 평

균기온은 18.8oC 이었으며 최고기온은 23.9oC, 최저기온은

13.7oC 이었고, 2차 살포일인 6월 2일에 때에 평균기온은

22.4oC, 최고기온은 26.8oC 및 최저기온은 15.9oC 이었다

(Fig. 1). 약제 살포 후 조사 일까지 강우는 2차 살포 2일

과 3일 후에 각각 9.5 mm와 1.5 mm의 강우가 있었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

SAS Institute Inc., 200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균총의 생

장을 50% 억제하는 농도(IC50)와 균총 최소억제농도(MIC)

를 구하였으며, 포장시험은 결과는 Fit Y by X 모델에서

one way 분석/ANOVA 분석/T-test와 표준편차 및 all pairs,

Tukey HSD로 통계처리를 하였다.

결과 및 고찰

균사생장억제효과 

파라핀오일의 4개 농도에 대한 균총의 생장형태는 Fig.

2와 같다. PDA 배지에 균총을 접종 후 24시간부터 균총

Fig. 1. Temperature of experiment sites. A: Sep., 2010 in Busan, B: May, 2011 in Jinju. 

Fig. 2. Effect of paraffin oil at various concentrations during a
96h incubation period. Paraffin oil was amended to PDA at

specified concentrations and R. solani AG2-2 (IV) was

inoculated. The Petri dishes were incubated at 25oC in the dark
and the radial growth was measured on times.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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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장양상을 조사한 결과, 파라핀오일의 농도 별 생장

이 억제되는 차이는 있었지만 96시간까지 유사한 경향으

로 생장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농도별 균총의 생

장억제율은 Fig. 3과 같다. PDA 배지에 균총을 접종 후

96시간에 조사한 결과, 처리농도간에 균총의 억제율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즉, 파라핀 오일의 농도가 2.5 ml/

L (0.25% vol/vol)에서 43.6%의 균총의 생장을 억제하였

으나, 가장 높은 농도인 20 ml/L (2%) 농도에서도 67.1%

의 균총의 억제효과를 보였다. 균총의 생장을 50% 억제

하는 IC50
 농도는 Fig. 4와 같이 5.06(ug/ml)이었으며, 최소

억제율농도(MIC)는 5.74-8.3(ug/ml)이었다. 

파라핀 오일은 수용성으로 물과 친수성을 갖는 물질로

서 곰팡이병원균에 대하여 직접적인 방제효과가 있었다.

파라핀 오일에 대한 병원균에 대한 작용 기작을 처음 구

명한 Northover and Schneider (1996)은 파리핀 오일은 포

도나무 흰가루병과 노균병원균에 대한 작용기작은 예방효

과, 치료효과 및 포자형성저해 작용이 있다고 하였다. 원

균을 접종하기 전 파라핀 오일을 처리하고 병원균을 접종

하고 1일 후에 예방효과를 조사한 결과, 예방효과가 있었

으며, 병원균을 접종 후에 파리핀 오일을 살포하고 3일 후

치료효과에서도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오일보다 효과가 우

수였으며, 대조농약과의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SEM으로 관찰한 결과 파라핀 오일은 균사 생장이 방해를

받으며, 항포자형성이 있다고 하였다. 

갈색퍼짐병 방제효과

두 곳의 포장시험에서 파라핀 오일을 처리한 결과 갈색

퍼짐병의 병반 진전을 억제 하였다(Table 1, 2). 동래베네

스트 골프장에서 2010년 가을철에 수행 한 실험에서는 5%

수준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df = 2,6, F = 4.90,

P = 0.0548), 갈색퍼짐병의 병반의 발달을 억제하는 효과가

200배에서는 35.9%와 50배 처리에서 48.0%이었다(Table 1).

2011년 봄에 수행한 경남진주 시험에서 살포 횟수에 따른

갈색퍼짐병의 발달을 억제하는 효과를 조사한 결과(Table 2),

5%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의 차이를 보였다. 1차 살포 7일

후 50배에서 구가 37.6%와 200배 처리에서 18.1%의 방제

효과를 보였고(df = 2,6, F = 6.26, P = 0.034), 2차 처리 후

조사에서는 50배 처리 구가 41.8%로 증가하였다(df = 2,6,

F = 14.7, P = 0.0049)(Table 2).

갈색퍼짐병은 한국 들잔디에서 봄철과 가을철에 2번 발

생하는 병으로 병원균이 토양에 생존하면서 병을 일으키

는 토양전염성병으로 공기전염성인 병보다 방제가 잘되지

않으며, 기후조건에 따라 봄철과 가을철에 발병률의 차이

를 보인다. 본시험은 기후와 계절이 서로 다른 지역을 선

정하여 2010년 가을철에 부산지역과 2011년 봄철 진주 지

역에서 실시하였다. 갈색퍼짐병의 특징은 병이 한번 발생

하면 매년 발생지역이 확대되어 피해가 증가함으로써 본

시험은 파라핀오일의 살포로 갈색퍼짐병의 발생억제에 미

치는 영향을 관찰하고자 실시하였다. 2010년 가을철에 실

시한 부산 동래베네스트 골프장에서 실시한 시험은 갈색

퍼짐병의 발생 억제율이 낮고, 시험구의 반복간의 발병 억

제율의 편차가 심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는데, 이는

약제 처리 후 14일 조사 때까지 강우는 약제 살포 2일 후

Fig. 3. Inhibition of mycelial growth to paraffin oil after 96
hours incubation. Paraffin oil was amended to PDA at specified
concentrations and R. solani AG2-2(IV) was inoculated. The

Petri dishes were incubated at 25oC in the dark and the radial
growth was measured on 4 days after inoculation.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 and different letter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level according to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test. 

Fig. 4. Dependence of antifungal activity on concentration of
paraffin oil. Paraffin oil was amended to PDA at specified
concentrations and R. solani AG2-2(IV) was inoculated.

Inhibition concentration(IC50) value was a 5.06 ug/ml for R.

solani AG2-2(IV). The Petri dishes were incubated at 25oC in
the dark and the radial growth was measured on 4 days after
ino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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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0.5 mm의 강우가 있었으며 9일째와 10일째에 15.0 mm

와 3.0 mm의 강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잦은 강우로 인하

여 병 발생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처리 반복 간에 병이

확대되는 진전율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2011년 진주에서 수행한 실험은 2010년 부산지역 시험과

는 달리 2회 살포와 분무기를 이용한 살포를 하였으며, 살

포 횟수에 따른 병 진전 억제율을 조사하였다. 1회 살포 후

2회 살포 직전에 병 진전 억제율을 조사한 결과, 2010년

부산지역 시험에서 보다 50배액 처리구에서 다소 낮은

37.6%가 억제되는 효과를 보였으며, 2회 살포 후 50배 농

도와 200배 농도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 지

역에서 2회 살포 후 갈색퍼짐병의 억제율이 낮은 것은 3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요인으로는

시험장소의 잔디가 연구소의 정원잔디로서 골프장보다 잔

디를 자주깍지 않아 잔디의 깎는 높이가 높아 병 발달에

필요한 습도유지가 원활한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 요

인으로는 잔디의 키가 큰 곳에 물뿌리개를 사용한 살수살

포를 하지 않고 분무기를 이용하여 살포 함으로서 약액이

뗏취 층 아래로 들어가지 못하여 약제의 효과가 낮아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외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부산과는 다

르게 강우가 2차 약제 살포 2일과 3일 후에 각각 9.5 mm

와 1.5 mm의 많은 강우가 주요인으로 작용하여 약제 방

제 효과가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갈색퍼짐병 방제를 위한 파라핀 오일의 사용은 친환경

적인 병 방제를 위해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사

용 배율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

초액이나(Geon et al., 2005) Trichoderma와 같은 길항균들

(Shim and Kim, 2000)에 의한 방제효과 등을 고려하여 혼

용사용에 대한 효과 등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파라핀오일을 백합에 사용시 성장 초기에 살포하는 것

이 최대생육기인 6-7월에 살포하는 것 보다 바이러스병

방제에 더 효과적이었으며, 200배액으로 예방적인 살포가

바이러스병 방제에 효과가 있었다(Bradley, 1963). 바이러

스의 경우는 잎 표면의 오일의 접착은 주로 표피세포에

홈이 있는 부분에 접착을 함으로서 바이러스의 투과를 방

지할 수 있다고 한다(Simons et al., 1977).

Northover and Schneider (1996)는 파라핀 오일에 대한

병 방제 기작이 포도 노균병과 흰가루병, 셀러리의 Septoria

및 장미 흰가루병에서 포자형성을 방해하고, 균사와 포자

를 제거하거나 침입작용을 방해한다는 것을 전자현미경을

통하여 구명하였다. 또한 오일 살포에 의한 오일 피막은

잎 표면에 포자를 흡입하거나 미끄러지게 하는 등의 포자

형성을 저해하는 작용을 한다. 즉 잎에 포자가 존재할 때

Table 1. Suppression of large patch development by application of paraffin oil for fall season in golf course.

Treatment Suppression of large patch developmentx
±SD Control efficacy (%)

Paraffin oil (20 ml/L) 116.7z
±14.3a 48.0

Paraffin oil (5 ml/L) 148.9±12.9a 35.9

Controly 224.4±73.5a -

Spray was made on Sep. 13, 2010. 
Spray volume was applied with 1 L/m2, and date was rated on 14 days after treatment. 
xSuppression of large patch development (%) was least square means of diseased development area in microplots.
yControl was applied on the turfgrass for the nontreated (water was applied).
z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each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ukey HSD Test, P < 0.05).

Table 2. Suppression of large patch development on Zoysiagrass by application of paraffin oil for spring season in turfgrass garden

in Jinju.

Treatment
Suppression of large patch development (%)x

±SD Control efficacy (%)

June 1 June 10 June 1 June 10

Paraffin oil (20 ml/L) 104.4z
±5.7a 104.8±5.6a 37.6 41.8

Paraffin oil (5 ml/L) 137.0±22.8ab 137.3±22.3a 18.1 23.8

Controly 167.3±29.4b 180.1±8.6b - -

Spray was made on May 25 and June 1. 
Spray volume was applied with 1 L/m2, and date was rated on 7 days and 14 days after treatment. 
xSuppression of large patch development (%) was least square means of diseased development area in microplots.
yControl was applied on the turfgrass for the nontreated (water was applied).
z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each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ukey HSD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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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살포는 새로운 포자의 형성을 억제하는 작용도 동시

에 한다는 것이다(Northover and Schneider, 1996). 사과나

무 신초에 발생하는 흰가루병 방제를 위해 파라핀오일을

낙화 후 2주 간격으로 3번 살포 후 병 방제 율을 조사한

결과, 농약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병 방제 효과에 일

관성 있는 결과를 얻었다(Grove and Boal, 1996; Yoder et

al., 2002; Yoder and Cochran, 2004). 그러나 핵과류에서

흰가루병 방제 효과는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Grove and Boal, 2002; Lunden and Grove, 2002). 

파라핀 오일을 50배액으로 살포한 처리구에서 약해가

발생하였다(자료 미제시). 봄철 생육이 왕성해지는 시기에

잔디 잎이 황화하는 증상이 나타났다가 7일 이후부터 정

상적인 녹색으로 바뀌었다. 이는 파라핀 오일 처리에 의

해 공변세포를 막아 광합성이 저해되어(Ayers and Barden,

1975; Sharma et al., 1978) 황화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처

리 된 파라핀오일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정상적인 광합성

을 하여 녹색을 되찾은 것으로 생각된다.

파라핀오일의 살포가 생육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파리핀

오일의 사용량을 ha당 4-12 L을 200배에서 400배로 사용

시로 사용량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사용시기에 있어 생

육후기에 살포할 경우, 백합구근의 생체중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Asjes et al., 1973). 과수에서 휴면기와 늦

은 휴면기에 미국워싱턴 사과나무에 표준 병 방제제로서

권장하고 있으며, 개화 후에는 다른 농약과의 혼용문제,

잎과 실의 약해 및 과실수확량의 감소 및 품질저하 등으

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Spuler, 1927; Willett and

Westigard, 1988). 이는 사과나무에 살포한 파리핀 오일은

광합성 율을 저해한다고 한다(Ayers and Barden, 1975;

Sharma et al., 1978). 이것은 과일의 크기와 수확량 감소

에 기인하는 기작으로 사과 (Spuler, 1927)와 배(Hilton et

al., 2000)에서 알려져 있어 사용에 제한요인이 되어 화학

농약의 대체용으로 크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잔디에서 파라핀오일의 사용에 대한 효과는 연구가 거

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잔디는 일반 작물에 사용시 나

타나는 부작용에 의한 피해가 심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

러 일시적인 생육중지는 잔디를 깎는 시간을 늦을 수 있

다는 점에서 좋은 것으로 생각됨으로 추후 잔디생육과 병

방제 차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요 약

Rhizoctonia solani AG2-2(IV)에 의한 갈색퍼짐병은 들

잔디에서 가장 심각한 병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파라핀

오일을 이용하여 갈색퍼짐병에 대한 실내에서 살균효과와

포장에서 병 방제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포장시험인 골

프장에서 파라핀 오일은 200배와 50배액을 1 m2당 1 L을

살포하였다. 실내시험에서는 균사생육억제효과시험을 위

해서는 0.25%에서 2%까지 파라핀농도에서 시험하였다. 파

라핀 오일의 0.5%의 농도와 2%의 농도에서 각각 43%와

67%의 균사생장 억제효과가 있었다. 두 지역의 포장시험

에서 파라핀 오일의 9월에 1회 살포로서 갈색퍼짐병의 발

달을 48%까지 억제하였다. 파라핀오일은 친환경적으로 들

잔디에 갈색퍼짐병을 방제하는 대체물질로 사용할 수 있

을것이다. 

주요어: 갈색퍼짐병, 들잔디, 환경친화적 방제, 파라핀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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