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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형 잔디의 종과 품종 간에 황색마름병의 발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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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occurrence of yellow patch for early spring season of 48 cultivars in 5 species of

turfgrass, most popularly used in Korea golf courses. Only yellow patch disease caused by Rhizoctonia cerealis was

occurred naturally from late fall season. Perennial ryegrass and creeping bentgrass cultivars showed susceptibility

from yellow patch in early spring ,respectively. However, among There was no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other species. Creeping bentgrass, ‘Pennlinks ∏’ cultivar was the most susceptible. Yellow patch symptom showed

reddish brown with margins in color and patch showed size from 5 cm to 50 cm in diameter. Based on our results,

Yellow patch showed large differences among cultivar and each turfgrass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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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지형 잔디 종류는 기후적으로 난대와 한대 기후사이

에 속하는 지역에서 주로 생육하고 있다(Christians, 1998).

골프장에 사용하는 한지형 잔디종류는 그린, 티, 페어웨이

및 러프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는 Agrostis

속에 bentgrasses, Poa 속에 bluegrasses (Agrostis spp.),

Lolium 속에 ryegrasses (Lolium spp.) 및 Festuca 속에

fescues (Festuca spp.)가 있다(Beard, 1973; Beard와 Beard,

2005; Turgeon, 1985). 한지형 잔디는 생육기간 중 난지형

잔디에 비하여 녹색기간이 길고, 조직이 부드러워 촉감이

나 품질이 좋고, 특히 강한 답압 저항성 및 낮은 예고

(5 mm)와 잦은 예초 내성이 강하는 등의 많은 장점으로

인하여 그린에 사용하는 bentgrass 종을 비롯하여 여러 종

들이 있다. 

한지형 잔디의 생리적인 특성은 C3 광합성 경로를 갖

고 있어 고온, 강한 햇빛에서는 탄소동화 작용 효율이 떨

어져, C4 경로를 갖고 있는 난지형 잔디에 비해 저장양분

이 fructose 등의 단당류 함량이 높아, 상대적으로 starch

와 같은 다당류로 저장하는 한국 잔디에 비해 여러 종류

의 병의 발생 빈도가 높고 발병에 대한 피해도 크다

(Christians, 1998; Turgeon, 1985). 

잔디병은 잔디의 종류에 따라서 생육습성 못지않게 병

에 대한 저항성이나 감수성의 차이가 크다. 잔디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병으로 피해가 가장 크며 경제적인 손실

을 가장 많이 주는 patch 병, 잎에 반점으로 발병하는 잎

반점병, 뿌리병, mold, 흰가루병, 노균병 및 녹병 등이 있

다(Christians, 1998; Couch, 2000). Patch 병은 봄과 가을

에 발병하는 patch류 병, 여름철 발병하는 patch류 병 및

겨울철 발병하는 patch류 병이 있다(Couch, 2000).

Rhizoctonia cerealis Van der Hoeven 균에 의해 발생하는

황색마름병(yellow patch)은 늦은 가을부터 봄까지 발생하

는 병으로 한지형잔디의 모든 품종에서 발생하고 있다

(Smiley 등, 2000). 병증상은 brown patch 병과 유사하지

만, brown patch 병보다 저온기인 10-20oC에 주로 발생하

며 외관상 증상인 병징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Couch,

2000; 안 등, 1993). 이병의 발생은 난지형잔디보다는 한

지형잔디에서 더 흔하게 발병하는 병명은 저온기 brown

patch 또는 겨울철 brown patch 라고 한다(Smiley 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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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EP (National Turfgrass Evaluation Program)은 잔디 품

종에 대한 평가에서 품질과 각종 병에 대한 발병정도 평

가를 겸하고 있다(http//www.ntep.org). 발병 평가는 중요한

병인 달라스팟, 여름철 발병하는 brown patch, 녹병 등 중

요한 병을 평가하고 있으나 저온기에 발생하는 yellow

patch는 제외되어 있다. NTEP에 의한 잔디 평가 시험은

기후가 다른 동부, 중부 및 서부 지역에서 많게는 12개 주

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은 매년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골프장과 뗏장(sod) 잔디 생산자들에게는 좋

은 정보가 되고 있다(http://www.ntep.org).

우리나라는 수입된 잔디 품종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잔디 종류별, 품종별 잔디 품질이나 발병의 심각성

에 대한 기초시험을 실시하지 할 수 없어 일부 연구자들

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

근 골프장수가 크게 증가하고, 더욱이 신생골프장의 경우

한지형잔디의 식재가 증가함에 따라 봄철에도 우리나라

기후 조건은 병 발생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며, 이에 따른

관리상에 문제점도 크게 대두될 것에 대비하여 한지형 잔

디 종과 품종에 대하여 국내에서도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

할 것으로 본다. 

본 시험은 골프장에 사용되고 있는 한지형 잔디 5종류

48품종을 하나의 포장에 조성하여 저온기에 자연적으로

감염되는 병의 종류와 발병의 심각성을 조사하여 잔디관

리, 잔디품종 선택 및 한지형 잔디연구에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잔디 포장 조성

국내 골프장에 식재된 한지형잔디 품종을 한곳에 모아

경북, 경산시 진량면 대구대학교 시험포장(1,650 m2)에 골

프장 조성과 같은 조건으로 조성하고 자동관수시설을 갖

추었다. 시험포장의 지반은 USGA 지반구조에 근거하여

(Kweon 등, 2005) 전체 포장에 잔디 식재층(root zone layer)

Table 1. Turfgrass species and cultivars in this study.

Species Cultivars Seeding rate (g/m2) Species Cultivars Seeding rate (g/m2)  

Creeping bentgrass Crenshaw 3 Chewing fescue Audubon 25

L-93 Jamestown II

Penncross Resccue 911

T-1 MX 86

LS-44 Kentucky bluegrass Award 15

Penn A-1 Beyond

Penn A-4 EverGlade

Pennlinks II NuDestiny

Seaside II NuChicago

 Perennial ryegrass Accent II 40 NuGlade

Revenge GLX Odyssey

Eagle Rugby II

Paragon Gold Rush

Paragon GLR Solar Eclipse

Tall fescue Arid 3 30 Sudden Impact

Inferno Bedazzled

Justice Cabernet

Cochise IV Midnight

Davinch Midnight II

Rembrandt Properity

Falcon IV Blue Berry

Bonsai 2000 Bewiched

Red Fescue Diva

Double centry Blue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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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45 cm 깊이에 가는 모래(0.25-1 mm, 60% 이상)를

30 cm 깊이로 깔고, 중간층은 거친 모래(1-4 mm, 90% 이

상)로 5c m 깊이 와 자갈 배수층(6-9 mm, 65% 이상)은 10 cm

로 하였다. 

잔디품종 및 시험구 배치

잔디 종류별 품종은 잔디종자 수입회사를 통하여 구입하

거나 기증을 받아서 2009년 4월 06일에 파종을 하였다. 잔

디의 종류 및 품종은 Table 1과 같이 Creeping bentgrass

(Agrostis palustris Huds) 9품종, Kentucky bluegrass (Poa

pratensis L) 20품종, Tall fescue (Festuca arundinacea

Schreb) 10품종, Chewing fescues (Festuca rubra var.

commutata Gaud) 4품종 및 Perennial ryegrass (Lolium

parenne L) 5품종이다. 각 품종 당 하나의 단위 시험구의

크기는 4 m2(2 m×2 m) 이며, 시험구 배치는 난괴법 4반복

으로 하였다. 잔디관리는 관행관리에 의해 다음과 같이 관

리를 하였다. 관수는 자동 시스템으로 3월부터 11월 30일

까지 1회에 3-6 mm 수준으로 1일 2-4회 관수하였다. 시비

는 잔디용 복합비료(11-5-7)를 이용했으며, 질소성분 기준

으로 연간 30 g·m-2이 살포되었다. 살균제는 2009년 7월 브

라운팻취병 방제 약제를 1회 살포를 한후, 저온기 발병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가 약제는 살포하지 않았다. 잔디 깎

기는 자주식 그린모아로 주 1-2회 실시 되었으며, 배토는

년 3 mm로 2009년 10월에 1회 실시하였다. 

황색마름병 조사 및 통계처리

저온기 자연발생에 의한 병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하순에 brown patch 병에 대한 살균제를 1회 살포하

고 2010년 3월 발병조사까지 살균제를 살포하지 않았다.

Yellow patch 병은 2009년 12월부터 병이 조금씩 발생하

기 시작하였으나 병 발생율이 적어 발병 조사를 하지 않

고 2010년 3월 19일에 Yellow patch의 발생율과 Patches

수를 조사 하였다. 병 발생 률은 전체면적에서 병 발생 면

적을 백분율로 환산하였고, Patches 수(병반 수)는 상대적

으로 병반수가 많은 creeping bentgrass 품종에서만 조사하

였다. 병원균의 검정은 발병지역에서 patch 샘플을 수거하

여 병원균을 분리하여 배양 후 현미경으로 확인하였다. 발

병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분석은 경산 기상대의 자료를 근

거로 하였다. 발병 및 병의 심각성에 대한 통계분석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JUMP 6.0, 200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종과 품종 간에 T-

test을 통하여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 과

황색마름병의 발생과 증상

2009년 12월부터 발병하여 병반이 크게 확장된 2010년

3월 19일에 잔디종류 및 품종별 yellow patch의 증상은

Fig. 1과 같다. 병반 가장자리가 붉은 자줏빛의 색깔의 병

증상을 보였다(Fig. 1B, D, F). Patch에 잔디 잎과 줄기 등

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균핵과 포자는 발견되지 않았

다. 발병기간 중 기상조건은(Fig. 2), 2월 중순부터 최고기

온이 10이상 올랐고, 30일간 강우 횟수는 13회가 되었다.

잔디 종류별 patch의 증상은 차이가 없었으나, patch 수와

크기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Fig. 1). Creeping bentgrass

품종에 patch 증상과 병반 수는(Fig. 1A, B)와 같이 다른

종의 품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병반의 크기는 Perennial ryegrass 종의 5품종 모두 큰 병반

을 보였고(Fig. 1E, F), 크기는 최대 직경이 50 cm 인 반

면, Kentucky bluegrass 와 Tall fescue 품종에서는 상대적

으로 병반의 크기가 작았다(Fig. 1C, D). 발병 조사 후 2010

년 4월 9일에 Perennial ryegrass 품종에서 patch 중앙부 잔

디가 새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때까지도 가장

자리에는 발병이 진전되고 있어 붉은 자줏빛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Fig. 1F). 2010년 5월 14일에 Patch에서 잔

디가 회복되는 상태를 보면(Fig. 3), Perennial ryegrass 품

종에서 빠르게 잔디가 생장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Fig.

3C), Creeping bentgrass 품종은 상대적으로 생장이 늦은

것을 볼 수 있다(Fig. 3A, B) 

황색마름병의 심각성

2009년 12월부터 발생한 병의 심각성을 이듬해 봄인

2010. 3월 19일에 잔디 5종류에 대한 yellow patch 발병률

은 통계적인 유의성의 차이가 있었다(Table 2). Perennial

ryegrass 종의 품종들이 50% 이상 발병률을 보여 가장 감

수성으로 나타난 반면, Kentucky bluegrass 종의 품종들은

발병률이 가장 낮았다(Fig. 4). 잔디 품종별로는 Creeping

bentgrass와 Kentucky bluegrass 품종에서만 통계적인 유의

성의 차이를 보였다(Table 3). 특히 Creeping bentgrass 9

품종은 yellow patch의 발병률뿐만 아니라, patch의 발생

수에서도 통계적인 유의성의 차이를 보였다(Table 4). Yellow

patch에 가장 감수성인 품종은 “Pennlinks ∏”로 발병률이

35%로 높은 반면, “Penn-A1”와 “T-1”의 품종은 7%미만의

발병률을 보여 품종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Patch 수에 있어서도 발병률이 가장 높은 품종인

“Pennlinks ∏” 품종에 병반수가 27개로 가장 많았으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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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yellow patch의 발병율이 낮아 저항성을 보인 “Penn-

A1”와 “T-1”의 품종의 경우 patch 수도 5.3 개밖에 되지

않아 품종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Table 4).

고 찰

잔디는 종과 품종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병원균에 감염되

어 발생하는 병의 종류와 피해율은 다양하다. 같은 종이라

도 품종에 따라서 특정병원균에 대하여 저항성이나 감수성

을 나타내기도 한다(Couch, 2000). 한지형잔디는 일반적으

로 난지형잔디에 비하여 발병하는 병의 종류가 많다(Christians,

1998; Couch, 2000). 본 시험은 2009. 4월에 잔디포장을 조

성하고 6개월간 약제를 살포하지 않고 자연적인 병원균의

감염에 의하여 발생한 병 종류를 조사한 결과, 2009년 6월

에 처음 brown patch 만이 발병을 하였다(Chang 등, 2009).

그 후 추가적인 병 발생을 조사하기 위하여 7월 초순에

brown patch 병 약제를 1회만 살포하였다. 2009년 12월 하

순경에 yellow patch 병 발생하여 샘플을 수집하여 병원균

을 조사하였다. yellow patch 병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

았지만, 2010년 2월 하순부터 병반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3

Fig. 1. Symptom of yellow patches on turfgrass species during spring season. A and B: disease symptom and severity of creeping
bentgrass on 19 March 2010, C: disease symptom of Kentucky bluegrass, D: disease symptom of tall fescue, E and F: disease
symptom of perennial ryegrass on 12 April 2010.

Fig. 2. Temperature and rainfall for spring season. Fig. 3. Turfgrass recovery from symptom of yellow patches of
turfgrass species. A and B: recover from diseased area of
creeping bentgrass on 14 May 2010, C: recover from diseased
area of perennial ryegrass on 14 Ma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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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모든 월동 병에 근거를 두고 병원균을 조사한 결과

Fig. 1과 같이 5 종류 48 품종에서 유일하게 Rhizoctonia

cerealis 병원균에 의해 발생하는 저온성 병인 yellow patch

만이 발병하였다. 이병은 병원균의 발아온도 범위는 8-40oC

이며 발병 최적 온도는 16oC 범위에서 주로 발생하는 병이

지만(Smiley 등, 2000), 이병과 유사한 병반을 가진 여름철

Table 3. Disease severity among species and cultivars by naturally infection.

Kentucky bluegrass Tall fescue Perennial ryegrass Chewing fescue

 Cultivars
Yellow 

patchx (%)
Cultivars

Yellow 
patch (%)

Cultivars
Yellow 

patch (%)
 Cultivars

Yellow 
patch (%)

Diva 6.3a Bonsai 2000 8.8a Paragon GLR 55.0a Jamestown II 9.6a

Award 5.8a Arid III 2.3ab Paragon 52.7a Audubon 8.5a

Bedazzled 2.0b Inferno 1.8ab Accent II 51.7a Mx 86 4.3a

Cabernet 2.0b Red Fescue 0.8b Revenge GLX 50.0a Rescue 911 2.5a

Odyssey 2.0b Double sentry 0.3b Eagle 49.0a 

Blue Stone 1.8ab Cochise IV 0.3b

Beyond 1.5b Justice 0.0b  

Midnight 1.3b Davinch 0.0b  

Rugby II 1.3b Rembrandt 0.0b  

Prosperity 0.8b Falcon IV 0.0b  

Sudden Impact 0.3b     

Bewitched 0.0b     

Ever Glade 0.0b    

Nu Glade 0.0b    

Blue Berry 0.0b    

Nu Chicago 0.0b    

Nu Destiny 0.0b     

Gold Rush 0.0b     

Solar Eclipse 0.0b     

Midnight II 0.0b     

x Disease severity was rated on 19 March 2010 in the field
y 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within column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Fig. 4. Severity of yellow patches among turfgrass species for
spring. Disease severity was rated at 19 March 2010. PRG:
Perennial ryegrass, CBG: Creeping bentgrass, CFG: Chewing
fescue grass, TFG: Tall fescue grass, KBG: Kentucky
bluegrass.

Table 2. Analysis of variance for yellow patches on turfgrass
species and cultivars.

Source df Mean square F ratio P>F

species 4 8872.24 129.8684 <.0001**

Creeping Bentgrass 
cultivars (Number of 
patches) 

8 203.981 2.7959 0.0334*

Creeping Bentgrass 
cultivars 

8 300.833 3.8514 0.0083**

Tall fescue cultivars 8 26.3545 0.8756 0.5643

Kentucky bluegrass 
cultivars

19 12.4038 2.5622 0.0040**

Perennial ryegrass 
cultivars

4 16.500 0.0568 0.9930

Chewing fescue 
cultivars

3 40.7292 0.7015 0.5691

* level significant difference at 5% level
* * level significant difference at 1%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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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균인 brown patch (Rhizoctonia solani)와는 확연하게 다

른 병징을 보인다(www.turffiles.ncsu.edu). 이 기간의 기상상

황을 보면 발병에 적합한 온도 환경과 1달간 강우횟수가

13회로 발병에 좋은 다습환경이 지속된 것이 발병의 피해

가 심한 것으로 생각한다. 

Yellow patch 병징은 난지형잔디와 한지형잔디에서 증상

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잔디가 휴면에서 깨어나는 봄에

patch가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Smiley 등, 2000). 3초순부

터 발병하기 시작하여 4월 상순까지 patch의 주변이 붉은

자색을 띠며 크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병원균의 감염이

활발하여 patch의 가장자리부분이 자줏빛 색깔을 띄우지

만 잎과 줄기에 나타나는 반점 증상은 없었고, 균핵과 포

자도 관찰 되지 않았다. yellow patch 병은 보통 뿌리지제

부나 기는줄기인 영양번식체(stolons)에 감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miley 등, 2000). 잔디에 발병 증상은 봄철에 잔

디의 휴면이 타파되면서 시작 되어 2-8주에 나타나며, patch

에는 잔디가 살아있는 지하경 수가 적어 잎의 생장률도

(Fig. 2) 낮게 된다(Smiley 등, 2000). Rhizoctonia spp. 에

의해 발생하는 병원균은 종을 동정하기는 어렵다. 유사한

균사를 생산하며, 어린균사와 성장한 균사는 분지각의 각

도가 다른 등 외관상의 차이를 나타내지만 실험실 배양기

에서 자랄 때 생육습성을 보면 R. solani 는 보통 그늘 같

은 갈색의 색상이 나타나지만, R. cerealis는 흰색 또는 담

황색이 나타나는 데(Smiley 등, 2000), 본 시험에서도 균

사는 흰색으로 나타났으며 포자는 형성되지 않았으며, 균

사로는 종을 구별할 수가 없었다. 

미국에서는 한지형잔디에서 주로 발병하는 yellow patch

는 미국 잔디 품종 평가 프로그램인 NTEP에서 평가를 하

지 않기 때문에 어느 종류의 잔디와 품종이 감수성인지를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본 시험에서는 Perennial

ryegrass 6 품종은 모두 yellow patch 병에 가장 감수성을

보인 반면, 잔디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병반 중앙부위에서

부터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Creeping bentgrass

품종은 전반적으로 다른 4종류의 잔디품종 보다 봄철에

잔디의 피복 율이 떨어지고(www.ntep.org), yellow patch

병이 발생한 부위의 잔디의 회복은 5월이 되어도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아(Fig. 2) yellow patch에 의한 피해율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종과 품종이 Yellow patch 병

에 대하여 감수성이고 저항성이라는 평가하기는 쉽지 않

을 것으로 본다. 미국 잔디품종 프로그램인 NTEP에서

yellow patch 병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병이기 때문에

1년 성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추후 지

속적인 시험을 통하여 우리 기후 하에서 저항성을 보이는

품종을 선발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골프

장이나 잔디농장에서 병 방제에 좋은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 고온 기에 발병하는 브라운 패치

의 병의 경우는 NTEP 프로그램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평가 한 성적과(Chang 등, 2009) 비교 검토

하면 품종 선발에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봄 가을철 병으로 국내에서는 품종별

평가를 하지 않은 Yellow patch 병은 3월과 4월에 Perennial

ryegrass종의 5개 품종 모두에서 50%이상 발병을 하는 품

종이지만 여름철에 발병하는 brown patch 병과는 전혀 다

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Chang 등(2009)에 의하며, brown

patch에 감수성은 2009년 6월과 11월 조사에 의하면, 5종

48 품종에서 6월 고온 기는 Fine fescue 류의 chewing fescue

품종이 가장 감수성을 보인 반면, 11월 조사에서는 Creeping

bentgrass 품종에서 발병이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품종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의 차이는 없었다. Kentucky

bluegrass 종은 19품종 대부분이 brown patch 병(Chang 등,

2009) 과 yellow patch 병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아 상대적인 저항성을 보였다. 

본시험을 수행하면서 우리 연구진들은 지역 기후에 맞

는 품종을 잔디의 종류 중에서 과학적으로 선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점에서 본 연구진은 직접적

인 피해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병해에 대한 평가를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을 평가하여 여기에 대한 기

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추후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한다. 

요 약

우리나라 골프장에 조성된 한지형 잔디 5종류 48품종

Table 4. Disease severity and number of yellow patches among
cultivars by naturally infection.

Creeping bentgrass

 Cultivars Yellow patchx (%) Number of patchy

Pennlinks II 35.0a 27.0a

Penn-A4 26.7ab 21.7ab

L-93 22.7ab 12.3bc 

Crenshaw 15.7bcd 9.7bc

Seaside II 10.0cd 6.3c

LS-44 9.5cd 4.3c

Penncross 8.3cd 5.7c

Penn-A1 7.0d 5.3c

T-1 6.0d 4.3c

x Disease severity was rated on 19 March 2010 in the field
y Size of disease patches was from 5 cm to 34 cm
z 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within column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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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eping bentgrass 9품종, kentucky bluegrass 20품종, tall

fescue 10품종, perennial ryegrass 5품종, chewing fescue 4

개 품종)에 대하여 봄철에 발병하는 병의 종류와 병의 심

각성을 평가하였다. Rhizoctonia cerealis에 의해 늦가을부

터 자연적으로 발병한 yellow patch 뿐 이었다. 잔디 종류

중에서 Perennial ryegrass 품종과 creeping bentgrass 품종

에서 이른 봄에 심각하게 발생한 반면, 다른 종류의 품종

들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Creeping bentgrass 품

종 중에는 “Pennlinks ∏”가 가장 감수성을 보였다. Yellow

patch의 증상은 가장자리가 자줏빛갈색을 보였으며, 직경

의 크기는 5 cm-50 cm 이었다. 이결과로 볼 때 yellow patch

의 발병 률은 잔디 종류와 품종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주요어:크리핑벤트그라스, Rhizoctonia cerealis, 펄에니

얼라이그라스, 옐로우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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