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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황을 이용한 감귤 더뎅이병 발병 억제 효과*

1)

오명 **․ 재욱***․박원표****․ 해남*****

Suppressive Effects of Bio-Sulfur on Citrus Scab

Oh, Myung-Hyup․Hyun, Jae-Wook․Park, Won-Pyo․Hyun, Hae-Nam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uppressive effects of the 

bio-sulfur used by eco-friendly farms on the outbreak of citrus scab. To evaluate 

the inhibiting effect of bio-sulfur on citrus scab germ tube growth, the citrus scab 

pathogen Elsinoe fawcettiiwas cultured in PDB and agar media, and germ tube 

growth was observed after bio-sulfur treatment. At both 40 and 88 h after inocula-

tion, germ tube formation was inhibited by 500-, 1000-, and 2000-fold diluted 

bio-sulfur, and at dilutions above 4000-fold, germ tube formation was observed, 

although growth was still inhibited, when compared to untreated cultures. Meanwhile, 

the occurrence of citrus scab on spring-flush leaves in the field was 40.3% in the 

untreated control and 5.3, 10.3, 12.3, 15.3, and 24.0% when treated with imiben-

conazole, 2-4 and 6-6 lime-Bordeaux mixtures, which are also used by eco-friendly 

farms, 500-fold diluted bio-sulfur, lime sulfur, and 1000-fold diluted bio-sulfur, 

respectively. The occurrence of citrus scab on citrus fruit was 79.3% in the 

untreated control and 4.0, 33.8, 42.0, 43.3, 44.8, and 78.0% when treated with 

imibenconazole, 2-4 lime-Bordeaux mixture, 6-6 lime-Bordeaux mixture, 500-fold 

diluted bio-sulfur, lime sulfur, and 1000-fold diluted bio-sulfur, respectively. 

Because citrus scab can infect citrus leaves as early as May, as the spring flush 

begins, preventative control should be implemented by mid- to late-April, thereby 

increase disease control and reducing both labor and farming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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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 초에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식품안전성과 친

환경 웰빙식품 및 환경보호 등 소비자들의 식품고려사항에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KREI, 201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9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유기농 15,528호 24,666 ha, 무농약 41,733호 53,878 ha로 총 57,261호 

78,544 ha이다. 이중 감귤은 유기 277호 147 ha, 무농약 526호 310 ha로 총 803호 457 ha를 

재배한다. 이는 전체 친환경농산물 품목대비 감귤재배 농가 호수는 1.4%, 면적은 0.58%를 

차지하며 과실류 단일 품목으로는 밤, 블루베리, 아로니아, 잣 다음으로 많은 면적을 재배

하는 품목이다(NAPQ, 2018).

제주도는 아열대 기후로 온난하여 내륙지역에 비하여 채소 및 과실류가 4계절 생산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1차 산업의 비중이 높다. 특히, 감귤은 제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과

일로 2016년 20,491 ha에 생산량은 599,642 M/T이다(Kim et al., 2009; Ahn et al., 2018). 감귤 

생산에 문제되는 병 중 하나인 감귤 더뎅이병은 Elsinoe fawcettii가 원인이 되는 병원균이며

(Hyun et al., 2001), 더뎅이병은 봄순이 전개되는 5월부터 감귤의 잎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잎을 기형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실에도 감염을 일으켜 상품성을 심하게 떨어뜨림으로써 감

귤 재배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병해이다(Song, 1997). 무방제 포장에서 이병과율이 

89~100%에 달해 더뎅이병은 검은점무늬병과 더불어 감귤에 가장 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병해로 밝혀졌다(Koh et al., 1996).

우리나라는 화학약제를 사용하는 관행적 농법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안전한 농

산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으로 인해 화학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제방법에 대한 개

발 및 보급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에 의해 화학농약과 화학비

료의 사용량 감축을 유도하고 친환경농업을 강조하는 방향을 추진하여 국립 연구기관의 화

학적 방제 연구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다(Park et al., 2016a).

국내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배

출되는 쓰레기를 처리 할 목적으로 1992년에 개장한 후 월 평균 약 13,400 M/T (2013년 5월 

기준)이 반입 및 매립되며 쓰레기 매립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포집하여 연료가스로서 

활용한다(Eom, 2016). 이 과정 중 매립가스에 함유된 황화수소(H2S)를 제거하기 위해 탈황

과정이 수반되는데 이때 다량의 바이오 황(Bio-S, bio-sulfur)이 부산물로 생산된다(Lee, 2018). 

기존의 대표적인 유황 제품인 석회유황합제와 황토유황은 하우스 철 및 비닐을 부식시킬 

뿐만 아니라 pH 12 내외로 다른 자재와 혼합이 어렵지만 바이오황은 입자 2~10 µm, pH 8 

내외로 비료와의 혼합 등 농업적 이용 가치가 높다(Lee, 2019). 현재 바이오 황 발생량은 15 

m3/day로 연평균 5,475 m3/year가 생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바이오 황을 이용하여 콘

크리트의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 토양정화소재 개발, 농업적 활용방안으로는 고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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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 맟 품질 관리, 오이 탄저병 억제 연구 사례가 있으나 그 외 관련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며(Eom, 2016; Lee, 2018; Lee, 2019; Ko, 2019), 외국에서는 Janssen 등(2009)이 바이오 황은 

곰팡이 병에 효과가 뛰어나 살균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여 일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최근 국내 친환경 농업인들이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감귤에 대한 

연구 자료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농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 황을 이용하여 감귤 더덩

이병에 대한 발병 억제 효과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Ⅱ. 재료  방법

1. 공시재료

실험에 사용된 바이오 황(Bio-S, bio-sulfur)은 ㈜에코바이오에서 제공받았으며, pH 8.05이

며(Lee, 2019)(Table 1), 끈적끈적한 바이오 황 입자가 침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히 저어준 후에 사용하였다.

Table 1. Water-soluble chemical components of the Bio-S suspension used in this experiment

pH
EC SO4 NO3 K Ca Mg Na Cl

dS m-1 (%) (%) (%) (%) (%) (%) (%)

8.05 42.7 2.29 1.32 0.92 1.16 0.76 6.55 1.42

2. 바이오 황을 이용한 감귤 더뎅이병 발아  생장 억제 실험

1) 감귤 더뎅이병 포자 배양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원 감귤연구소에서 분리한 더뎅이병균 16-1 균주를 Potato 

Dextrose Agar (PDA)에 14일간 배양 후, Fries (1978)의 방법으로 더뎅이병 균총을 살균한 

Spatula를 이용해 잘게 부순 후 30 ml의 Fries medium 배지(ammonium tartrate 5 g + ammo-

nium nitrate 1 g + potassium phosphate dibasic 1 g + ammonium sulfate 0.5 g + calcium chloride 

0.1 g + sodium chloride 0.1 g + sucrose 20 g in D.W. 1 ℓ)에 1 g을 넣은 후 Shaking incubator 

(ThermoStableTMIS, DAIHAN Scientific, Korea)로 옮겨 70 rpm으로 27℃에서 48시간 배양하

였다. 그 후 원심분리기(Avanti® J-E, Beckman Coulter, U.S.A.)를 이용하여 4℃에서 10,000 

rpm으로 90초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인 Frise medium을 제거하고 멸균수를 30 ml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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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섞어준 후 앞선 방법과 동일하게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멸균수로 3회 세척하였

다. 포자를 새롭게 생성할 수 있는 감귤 더뎅이병균에 멸균수를 30 ml 넣어 Shaking incubator

에 옮겨 70 rpm으로 27℃에서 24시간 동안 2차 배양하여 더뎅이병균 포자를 Double thickhess 

of cheese cloth 이용하여 Conical tube에 여과하여 더뎅이병 원균으로 3℃에 냉장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2) 배지 제조  종

대조구는 증류수 100 ml에 PDB 1.2 g과 Agar 1.5 g을 혼합하여 조성하였으며, 실험구는 

바이오 황을 증류수로 500배, 1,000배, 2,000배, 4,000배, 8,000배, 16,000배, 32,000배 희석하

여 PDB와 Agar를 혼합하여 조성하고 고압멸균하여 사용하였다. 2차 배양된 감귤 더뎅이병 

포자를 100 µl를 분주하여 유리막대를 이용해서 도말 접종하여 40시간과 88시간 경과 후 

광학현미경(ZEISS)을 이용하여 포자 발아관 길이를 측정하였으며, 3회 반복하였다.

3. 감귤 더뎅이병 발병 억제 효과

1) 시험장소

바이오 황을 이용한 감귤 더뎅이병의 방제 효과를 시험하기 위하여 감귤 더뎅이병이 자

연발생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원 감귤연

구소 시험포장에서 실시하였다.

2) 시험방법

바이오 황에 의한 감귤 더뎅이병 발병 억제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약제를 살포하지 않

은 무처리구, 관행 농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판 살균제인 Imibenconazole 수화제(확시란, 

동방아그로), 감귤 친환경 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가제조 석회보르도액 2-4식, 석회보르

도액 6-6식(IC-66D, 井上石灰工業株式會社, 일본), 석회유황합제(석회황, 인바이오)와 바이

오 황(500배, 1,000배)을 선정하였으며, 시험은 완전임의 배치법으로 3반복 실시하여 2017

년은 4월 20일부터 15일 간격으로 6회 살포하여 약제별로 잎 이병율은 1주당 동서남북 봄 

순의 25잎씩 총 100잎을 2017년 6월 20일 조사하였고, 과실 이병율은 잎 이병율 가지의 과

실 100개를 2017년 7월 21일 조사하여 방제가를 산출하였다.

Disease incidence (%) = (No. of infected / No. of total survey) × 100

Control value (%) =
(Disease of non-treatment - Disease of treatment)

× 100
Disease of non-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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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통계분석

바이오 황에 의한 감귤 더뎅이병의 발아관 억제 및 이병율에 대한 통계분석은 SAS 

Institute, version 9.0 (Statistical Analysis System)을 이용 분석하였다.

Ⅲ. 결과  고찰

1. 바이오 황을 이용한 감귤 더뎅이병 발아  생장 억제 효과

바이오 황이 감귤 더뎅이병의 발아관 생장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감귤 더뎅이병

균을 배지에서 배양하여 발아관을 관찰한 결과, 접종 40시간과 88시간 모두 바이오 황 500

배, 1,000배, 2,000배 처리구에서 발아관 형성이 억제되었으며, 4,000배 이상 희석배수가 높

아질수록 발아관은 형성되었으나 무처리구에 비해 생장이 억제되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아관이 많이 생장되었다(Table 2, Fig. 1). 이는 바이오 황이 감귤 더뎅이병의 발아관 

형성 및 생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Kim 등(2011)은 식물근권세균이 감귤 더뎅

이병균의 포자수와 발아율을 감소시켰고, Park 등(2016b)은 식물근권세균을 감귤 잎에 전 

처리함으로써 감귤 더뎅이병균의 발아율과 발아관 성장을 억제시켰다. 식물병원균의 발아

관 생장을 억제함으로 병 발생을 억제시킨다고 보고되어(Tian et al., 2002; Wisiniewski et 

al., 1995), 바이오 황은 감귤 더뎅이병의 발병에 대한 예방적 방제에 대하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reatment 40 hpi* 88 hpi

Non-treatment 88.1±3.53a** 115.4±4.13a

Bio-S   ×500  0.0±0.00e   0.0±0.00e

Bio-S  ×1,000  0.0±0.00e   0.0±0.00e

Bio-S  ×2,000  0.0±0.00e   0.0±0.00e

Bio-S  ×4,000 47.9±2.28d  66.1±3.45d

Bio-S  ×8,000 52.4±1.83cd  74.7±3.11cd

Bio-S ×16,000 57.2±2.21c  77.8±3.43c

Bio-S ×32,000 66.9±3.19b  97.5±5.29b

 * Hours post inoculation

** Du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2. Number of germ tube of citrus scab according to bio-sulfur by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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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treatment Bio-S ×500

Bio-S ×1,000 Bio-S ×2,000

Bio-S ×4,000 Bio-S ×8,000

Bio-S ×16,000 Bio-S ×32,000

Fig. 1. Observation of germ tube for citrus scab using optical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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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귤 더뎅이병 발병 억제 효과

감귤 봄순 잎에 대한 더뎅이병의 발병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포장에서 약제를 살

포한 결과 무처리구 이병율은 40.3%였으며, 화학농약인 Imibenconazole 수화제 이병율이 

5.3%을 보였으며, 친환경 농업에 사용하는 석회보르도액 2-4식과 6-6식은 모두 10.3%, 바이

오 황 500배 12.3%, 석회유황합제 15.3%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반면 바이오 황 1,000

배에서는 24.0%로 비교적 높은 이병율을 보였다. 방제효과는 화학농약인 Imibenconazole 수

화제가 86.8%로 가장 좋은 방제효과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석회보르도액 2-4식과 6-6

식 74.4%, 바이오 황 500배 69.5%, 석회유황합제 62.0%였으며, 바이오 황 1,000배가 40.4% 

처리구 중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바이오 황 500배가 친환경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기

농업자재인 석회유합합제보다 방제가가 7.5% 높았으며, 석회보르도액 2-4식, 6-6식 보다 

4.9% 낮게 조사되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이는 Hyun 등(2005)의 구리제를 이

용한 친환경적 감귤 병 방제연구에서 구리제가 더뎅이병에 75%의 방제효과를 보여준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Treatment Disease incidence (%) of leaf Control value (%)

Non-treatment 40.3±7.0a* _

Imibenconazole  5.3±0.5c 86.8

Bio-S ×500 12.3±4.8bc 69.5

Bio-S ×1,000 24.0±2.5b 40.4

Bordeaux mixture (2-4) 10.3±3.0bc 74.4

Bordeaux mixture (6-6) 10.3±4.7bc 74.4

Lime sulfur 15.3±5.3bc 62.0

* Du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3. Effect of control of bio-sulfur on citrus scab (leaf) in open field condition

감귤 과실에 대한 더뎅이병의 발병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포장에서 약제를 살포한 

결과, 무처리구 이병율은 79.3%였으며, 화학농약인 Imibenconazole 수화제 이병율은 4.0%을 

보였으며, 친환경 농업에 사용하는 석회보르도액 2-4식 33.8%, 6-6식 42.0%, 바이오 황 500

배 43.3%, 석회유황합제 44.8%로 비슷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반면 바이오 황 1,000배에서는 

78.0%로 비교적 높은 이병율을 보였다. 방제효과는 화학농약인 Imibenconazole 수화제가 

95.0%로 가장 좋은 방제효과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석회보르도액 2-4식 57.3%, 6-6식 

47.0%, 바이오 황 500배 45.8%, 석회유황합제 43.5%였으며, 바이오 황 1,000배가 1.6%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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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바이오 황 500배가 친환경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석회유합

합제보다 방제가가 2.3% 높았으며, 석회보르도액 2-4식, 11.5%, 6-6식 보다 1.2% 낮게 조사

되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감귤 잎보다 열매에서 더뎅이병의 방제효과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감귤의 열매가 잎 보

다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제효과가 적게 나타났으며, 감귤 친환경 재배지에서는 감귤 

더뎅이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특히 전년도에 발생한 농장에서는 감염된 가지나 잎에 

감귤 더뎅이병균이 남아 있어 발병 조건이 좋을 경우 봄순과 과실 등으로 이병되어 대발생

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David, 1988; Hyun et al., 2001; Oh et al., 2005)(Fig. 2).

Treatment Disease incidence (%) of fruit Control value (%)

Non-treatment  79.3±9.8a* －

Imibenconazole  4.0±1.7c 95.0

Bio-S ×500 43.3±9.6b 45.8

Bio-S ×1,000 78.0±2.5a  1.6

Bordeaux mixture (2-4) 33.8±8.3b 57.3

Bordeaux mixture (6-6) 42.0±6.5b 47.0

Lime sulfur 44.8±12.4b 43.5

* Du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4. Effect of control of bio-sulfur on citrus scab (fruit) in open field condition

Citrus scab (leaf) Citrus scab (fruit)

Fig. 2. Photo of citrus s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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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 등(2000)은 전국 125개 포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병충해 발생시 대응방

법, 문의처 및 감수 피해율을 조사하여 적기 방제로 과도한 농약 사용을 줄이고 노동력과 

영농비용 절감을 제시하였다. 더뎅이병은 노지 포장에서 발병율은 가장 높은 병해지만 약

제를 적기에 살포할 경우 높은 방제효과를 얻을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Koh 

et al., 1996), 바이오 황은 곰팡이병에 효과가 뛰어나 살균제로 사용될 수 있다(Janssen et al, 

2009).

따라서 감귤 더뎅이병은 봄순이 전개되는 5월부터 감귤의 잎에 발생하기 때문에 봄순이 

전개되기 전인 4월 중하순부터 예방방제를 시작하여 예찰을 통해 방제하면 높은 방제율과 

노동력 및 영농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요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농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 황(Bio-S, bio-sulfur)을 이용하여 

감귤 더덩이병(Citrus scab)에 대한 발병 억제 효과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바이오 황이 

감귤 더뎅이병의 발아관 생장 억제 효과는 감귤 더뎅이병균을 PDB와 Agar 배지에서 배양

하여 발아관을 관찰한 결과 접종 40시간과 88시간 모두 바이오 황 500배, 1,000배, 2,000배 

처리구에서 발아관 형성이 억제되었으며, 4,000배 이상 희석배수가 높아질수록 발아관은 

형성되었으나 무처리구에 비해 생장이 억제되었다. 포장에서 감귤 봄순 잎에 대한 더뎅이

병의 발병 억제 효과는 무처리구 이병율은 40.3%였으며, 화학농약인 Imibenconazole 수화제 

이병율이 5.3%을 보였으며, 친환경 농업에 사용하는 석회보르도액 2-4식과 6-6식은 모두 

10.3%, 바이오 황 500배 12.3%, 석회유황합제 15.3%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반면 바

이오 황 1,000배에서는 24.0%로 비교적 높은 이병율을 보였다. 감귤 과실에 대한 시험결과 

무처리구 이병율은 79.3%였으며, Imibenconazole 수화제 이병율은 4.0%을 보였으며, 석회보

르도액 2-4식 33.8%, 6-6식 42.0%, 바이오 황 500배 43.3%, 석회유황합제 44.8%로 비슷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반면 바이오 황 1,000배에서는 78.0%로 비교적 높은 이병율을 보였다. 

따라서 감귤 더뎅이병은 봄순이 전개되는 5월부터 감귤의 잎에 발생하기 때문에 봄순이 전

개되기 전인 4월 중하순부터 예방방제를 시작하여 예찰을 통해 방제하면 높은 방제율과 노

동력 및 영농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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