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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무잎검은점병 무독수의 선발 및 품종 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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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tegrated control strategy against pear black leaf spot 
disease. Using indicator plant PS-95 we selected six virus-free trees (cv. Niitaka) from commercial orchards in the major
pear production area. Disease symptom by pear black leaf spot in the shoot of pear (Niitaka) has been successfully
inhibited by heat treatments for 3 weeks at temperature of 40℃ (day) and 32℃ (night) or 4 weeks at 37℃ and 30℃,
respectively. However, survival rate of the shoot tips on stocks was low. Seven cultivars Niitaka, Imamura- aki, 
Waseaka, Nijisseiki, Wasenijisseiki, Shinsetsu and Whangkeumbae produced visible symptoms in the first year after 
inoculation with the virus. Other 11 selections remained symptomless. Two resistant cultivars Suwhangbae and 
Gamcheonbae were selected, which showed high fruit quality. It is recommended that these cultivars could be 
top-grafted onto the infected Niitaka trees to overcome the damage caused by the disease in the or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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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배나무잎검은 병은 배 재배농가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병해로 재 시 되는 농약으로는 방제가 곤란하다(Hong 등, 
1985; Nam과 Kim, 1994). 일반 으로 과수는 목에 의해서 

양번식하는 표 인 년생 작물이다. 이와 같이 년생인 과수에

서 어떤 병이 목에 의해서 염되는 병해로 확인되면 일단 곰팡

이와 세균병보다는 바이러스병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Fridlund, 
1967; Posnette, 1963; Nam과 Kim, 1996), 본 병도 목에 의해

서 염되는 것이 확인되었고(Nam과 Kim, 1995b), 본 병의 병원

에 한 많은 연구를 통해 Capillrovirus에 의한 목 염성 병해

로 밝 졌다(Nam과 Kim, 1995b; Nam 등, 1996c).
과수 바이러스병은 주로 목본 지표식물에 의해서 검정하는데

(Posnette, 1963), 본 병에 한 목본지표식물은 배나무 교배실생 

에서 본 병과 유사한 검은무늬병에는 항성이고 본 병에는 병징

이 민감하게 발 하는 개체를 선발 ‘PS-95’로 명명하 고, 한 배

나무잎검은 병을 신속 정확하게 검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본 병의 이병유무 단이 가능하다(Nam 등, 1996a, b). 과수에서 

일단 바이러스병에 감염되면 과실의 품질과 생산성을 크게 하시

켜 피해가 크다. 사과의 경우 바이러스에 심하게 감염되면 30
90%의 수량 감소를 나타내며(Fridlund, 1967; Posnette, 1963), 배
나무에서는 vein yellow virus에 감염되면 40%의 수세 쇠약을 나

타낸다(Werthein과 Oosten, 1986). 본 배나무잎검은 병에 심하게 

이병되면 49%의 수량 감소와 품질 하를 나타낸다(Nam과 Kim, 
1994). 이 게 피해가 큰 과수 바이러스병의 방제는 본식물과는 

달리 바이러스 보독수로부터 바이러스 무독개체를 획득하여 무독

모수를 지정하고 이 모수에서 수를 채취 무독묘목을 생산 보 하

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Campbell과 Best, 1964; Meer, 1975; 
Murashige 등, 1972; Yanase 등, 1988). 그동안 과수 바이러스의 

무독화는 열처리 기술에 의존하여 왔고, 최근에는 조직배양기술로 

경정분열조직배양에 의한 virus-free화가 개발되었다(Campbell과 

Best, 1964; Yanase 등, 1988).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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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sampled Treatment stocks
Double graftingz Chip-buddingy

No. of setting No. of trees without 
symptoms No. of setting No. of trees without 

symptoms
Anseong I 4 2 2 2 2
Anseong II 4 2 2 2 2
Cheonan 4 2 2 2 2
Control 10 5 0 5 0

zSeedling/Niitaka (sample)/PS-95.
yPS-95/Niitaka (sample).

Table 1. Inhibition effect of pear black leaf spot symptoms by grafting methods in the shoots of mature pear trees in commercial
orchards.

Heat treatment No. of stocks
grafted with
shoot tips

No. of stocks
with surviving

shoot tips

No. of 
stocks virus 
inactivatedDay/night Period

(Week)
40/32℃ 3 12 2 2
37/30℃ 4 21 5 1
35/30℃ 5 19 8 0

Table 2. Effect of heat treatments on pear black leaf spot disease inactivation of shoot tips grafted on PS-95.

apple stem grooving virus의 병원바이러스를 38/33℃의 열처리와 

경정배양을 겸용하여 바이러스 무독개체를 획득할 수 있었다

(Moriguchi 등, 1989). 일본에서 바이러스병으로 확인된 배괴 반

병은 38 40℃/30℃의 변온조건에서 무독화가 가능하 다(Kishi 
등, 1972, 1976). 열처리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항성 품종으로 

고 갱신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배나무잎검은

병에 한 무독개체를 획득하고 방제 책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방법

바이러스 무독수 선발

본 병의 무독수를 선발하기 해 배 주산단지인 안성시와 천안시 

지역에서 배나무잎검은 병이  발생하지 않은 건 한 신고 품

종의 노목(수령 미상)에서 도장지를 채취하여 본 바이러스의 보독 

유무를 검정하 다. 검정수는 안성 지역 과수원에서 2주, 천안지역 

과수원에서 1주를 상으로 하 다. 1994년 4월에 2개 지역에서 

채취한 수를 배 실생 목에 하고, 1년간 묘목을 양성한 후, 
1995년 4월에 년도에 양성한 묘목에 지표식물 PS-95를 목하

고 검은 병의 병징 발  유무를 찰하 다.  다른 방법으로 

PS-95 1년생 묘목에 2개 지역에서 채취한 수를 목한 후 

PS-95 지표식물의 검은 병 발  여부를 조사하 다. 한 열처리

에 의한 방법으로는 라스틱 폿트(직경 25cm×깊이 30cm)에 이

식한 3년생 신고 이병주를 온도 40/32℃(주/야)의 항온상태에서 3
주간, 37/30℃에서 4주간, 35/30℃에서 5주간 열처리를 하 다. 열
처리 기간에 신장한 신 를 채취, PS-95의 1년생 묘목에 목 1개

월 후부터 PS-95에 발 되는 증상 유무를 찰하 다.

항성 품종 탐색과 고  갱신

배 1년생 실생 목을 포장에 정식하고 시험에 이용하 다. 종

원은 배나무잎검은 병이 매년 발생하는 신고 15년생에서 도장지

를 채취하여 수로 이용하 다. 검정 품종은 감천배 등 18품종을 

상으로 하 다. 검정 품종의 휴면 도장지를 12월에 채취하여 8±
2℃의 온실에 보존한 후 수로 이용하 다. 1993년 4월 상순에 

목의 지표면에서 5cm 되는 곳에 종원을 삭아 목방법으로 

종하고 그 목 에 검정 품종을 하는(삭아 ＋ ) 방법과 

같은 해 같은 시기에 배 목에 2  삭아 목하는 방법의 2가지로 

처리하 다. 처리 수는 목 방법별로 3주 총 6주 단구제로 하

다. 조사는 처리 후 3년간 검정품종에 발생하는 배나무잎검은 병

의 발생 정도를 찰하 고, 그 결과를 검토하 다. 그리고 재 

발생되고 있는 신고 품종을 체할 수 있는 항성 품종으로 수황

배를 선택하여(Yanase, 1974) 고 갱신 방법으로 시험하 다. 경

기도 안성군 소재 과수원에서 본 병이 매년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신고 20년생 12주와 경기도 평택시 소재 과수원에서 발병이 확인

된 신고 21년생 21주를 공시하 다. 1993년 4월에 수황배 수를 

주당 5개의 주지에 고 하 다. 그리고 고  당년부터 수황배에 발

생하는 배나무잎검은 병의 발생 상황을 3년간 찰하 다. 

결    과

2개 지역 농가 과수원에서 재배되고 있는 신고 노목으로부터 

수를 채취하여 배나무잎검은 병의 감염 여부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안성 과수원의 2주는 지표식물에 2  방법과 

지표식물에 직  목하는 방법에서 2주 모두 지표식물인 PS-95에 

배나무잎검은 병의 병반이 발 되지 않았고, 천안의 1주에서도 발

되지 않았다. 조구인 발생주의 수를 목한 처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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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tom expressionz Pear cultivar

 Positive Niitaka, Imamuraaki, Waseaka, Nijisseiki, Wasenijisseiki, Whangkeumbae, Shinsetsu

 Negative
Suwhangbae, Gamcheonbae, Chojuro, Kumoi, Hosui, Shinsui, Shinko, Kikusui, Wasedama, 
Kimitsukawase, Hakko

zDetermined by symptoms that developed on leaves for 2 year after inoculation by grafting method.

Table 3. Cultivar differences in response to pear black leaf spot disease following artificial inoculation with grafting method.

Location of orchard 
investgated

No. of trees
investigated

No. of trees showing symptomsz

1993 1994 1995

 Pyeongtaeg 21 0 0 0

 Anseong 12 0 0 0
zDisease incidence was investigated in five scions per tree for 3 year after top-grafting in commercial orchards.

Table 4. Incidence of pear black leaf spot disease in Suwhangbae top-grafted to Niitaka stocks with severe symptoms.

PS-95에 검은 반 이 심하게 발생하 다. 따라서 공시한 3주는 본 

배나무잎검은 병에 무독한 것으로 생각된다. 열처리의 온도조건과 

기간이 바이러스의 무독화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40/30℃의 항온 처리에서는 처리 13일경부터 잎이 흑색으로 

변하고 신 가 고사하는 것이 많았고, 목 활착률도 12개체 에

서 2개체로 낮았다. 그러나 활착한 2개체는 무독화되었다. 37/30℃
의 변온 처리구에서도 같은 경향으로 목한 21개체  5개체가 

활착하 다. 그  1개체가 무독 개체 다. 35/30℃의 변온 처리에

서는 목 활착률  신 의 생육은 비교  양호하 으나 바이러스

의 무독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 배나무잎검은 병의 무

독화는 37/30℃의 변온처리를 4주간 이상하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

되었다.
본 병의 항성 검정을 해서 본 바이러스를 종한 결과 발

성 품종은 Table 3  Fig. 1과 같다. 병징 발 이 빠르고 증세가 

심한 품종은 조생 , 이십세기, 황 배 등이었다. 황 배는 최근 육

성된 품종으로 고 갱신할 경우 주의가 요망된다. 목 종하여도 

발병하지 않는 품종은 수황배, 감천배, 장십랑 등 11품종이었다. 발
병 시기는 해에 따라 품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5월 하순경

부터 발병이 시작되고, 6월 상, 순이 발생 최성기 다. 발병한 품

종의 증상은 신고 품종의 증상과 부분 같았으나, 각 품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그 차이는 그 게 크지 않았다. 본 병의 

증상이 형 으로 나타나는 품종은 신고, 조생 , 이십세기 고, 
반 의 모양과 발생 추이는 신고 품종과 비슷한 증상을 보 다. 

배나무잎검은 병이 매년 발생하는 신고 품종에 항성 품종인 

수황배를 고  갱신한 결과 고  당년부터 3년 후까지 수황배 가

지에는 검은 반 이 발생하지 않았고(Table 4), 간 목인 신고 

품종은 검은반 이 심하게 발생하 다. 따라서 본 병에 한 책

의 하나로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신고 품종에 항성 품종으로 고

갱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    찰

과수 바이러스병의 책으로는 바이러스 무독모수의 탐색, 격리 

 보존, 바이러스 무독묘 공  등을 들 수 있다. 배나무에 나타나

는 각종 바이러스병은 일반 으로 40 30℃의 변온 처리를 3 4
주간 실시한 후 신장한 가지의 신 를 채취 목하는 방법으로 무

독화가 가능하다(三浦와 丸山, 1960; Posnette, 1963; Yanase 등, 
1988). 사과의 경우는 37℃ 후의 열처리에 의해서 각종 바이러

스가 무독화되었고(Campbell과 Best, 1964: Posnette 등, 1962; 
Yanase 등, 1988), 복숭아에서의 바이러스 무독화는 38/35℃에서 

4 5주간의 열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바이러스의 무독화

는 시간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본 시험에서는 배 생산 주

산단지에서 본 바이러스병에 감염이 안된 나무를 선발하고, 모수로 

선정하고자 시험을 수행하 다. 본 바이러스병의 지표식물인 

PS-95를 이용하여 재까지 배나무잎검은 병이 발생하지 않는 배

나무를 상으로 검정한 결과 무병주인 것이 확인되었다(Table 1). 
우리 나라에서는 매년 약 100만본의 배나무 묘목이 생산되고 있으

나 이들의 모수  묘목에 하여 바이러스 검정은 아직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 검정한 나무를 수 

채취용 모수로 지정하여 이용하면 건 한 묘목 생산이 가능할 것으

로 사료된다. 바이러스를 무독화하기 해서는 40/32℃, 37/30℃, 
35/30℃에서 3 5주간 열처리하여 무독 개체를 얻을 수 있었다. 
Moriguchi 등(1989)은 38/33℃에서 10주간의 열처리에 의하여 배 

ASGV가 무독화되었고,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열처리의 온도와 

기간이 다르다고 보고하 다. 본 시험에서는 40/32℃ 의 3주간 항

온 조건에서 2개체, 37/30℃ 의 4주간 항온 조건에서 1개체의 바

이러스 무독개체를 획득하 다. 그러나 35/30℃ 의 5주간 항온 조

건에서는 무독개체를 얻지 못하 다. 본 바이러스를 무독화하기 

해서는 37/30℃에서 4주간 이상 열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시험에서 얻은 배나무잎검은 병에 한 무독개체는 다른 바이

러스병에 해서도 무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본 병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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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ymptoms of pear black leaf spots on leaves of various varieties after artificial inoculation.

는 방제 책으로는 먼  재배 품종의 항성 유무를 검정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요한 품종에 하여 항성 품종을 검정한 

결과 신고 등 7품종이 이병성으로 밝 졌고, 11품종은 잠복성 품종

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에 신품종인 수황배, 감천배 등이 포함되

었다. 이들 2품종은 재 배나무잎검은 병이 발생하고 있는 성목

에 고  갱신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농가의 과

수원에서 시험한 결과 재 배나무잎검은 병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신고 품종에 수황배를 고 해도 수황배에는  문제가 없었

다. 따라서 품질이 신고보다 나쁘지 않은 새로운 항성 품종으로 

고 갱신하는 방법이 재로는 배나무잎검은 병에 한 유일한 

방제 책으로 생각된다.

    록

배나무잎검은 병에 한 종합방제 책을 수립하고자 시험을 

수행하 다. 배 생산단지로부터 무독모수를 선발하기 해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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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 한 감염 여부를 검정한 결과, 배나무잎검은 병이 발생하

지 않는 6주를 확인하 다. 본 바이러스는 40/32℃에서 3주간, 
37/30℃에서 4주간 변온처리에 의해서 무독화가 가능하 으나 신

의 활착률이 매우 낮았다. 본 바이러스를 종하여 병징이 발

하는 품종은 신고 등 7품종이었고, 발 하지 않는 품종은 수황배 

등 11종이었다. 품질이 우수한 항성 품종인 수황배를 배나무잎

검은 병이 발생하고 있는 신고 배나무에 고 한 결과 배나무잎검

은 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추가 주요어：열처리, 고 , 바이러스무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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