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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기법을 이용한 과채류 시설재배지 토양 내 분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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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hylogenetic characterization of root-knot nematodes (Meloidogyne spp.) in soils from fruits

and vegetables greenhouses in Korea. Soil samples were collected from 12 greenhouse fields in which tomato, cucumber, watermelon, 

and Oriental melon were being cultivated. Meloidogyne spp. were detected in all the soil samples at an average number of 72±6

nematodes/300 g of soil to 2,898±468 nematodes/300 g of soil. Phylogenetic analysis using polymerase chain reaction-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was attempted for the second-stage juveniles (J2) of Meloidogyne spp. collected from the greenhouse soils.

Twelve Meloidogyne spp. from the greenhouse soil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by using HinfI digestion of mitochondrial DNA, 

resulting in 900, 410, 290, and 170 bp fragments (group A) and 900, 700, and 170 bp fragments (group B). Phylogenetic analysis based

on mitochondrial DNA sequences (1,483–1,521 bp) showed that nine group A isolates were identified as Meloidogyne incognita (99.73–

99.93%) and three group B isolates showed 99.54–99.73% similarity to Meloidogyne aren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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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내 과채류 시설재배지 토양 내 분포하는 뿌리혹선충의 계통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토마토, 오이, 수박, 참외를 재배하는 12개 과채류 

시설재배지 토양 내 뿌리혹선충의 밀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시설재배지 토양에 광범위하게 분포하였으며 토양 300 g 당 평균 72±6~2,898±468

마리로 검출되었다. 시설재배지 토양에서 수집한 뿌리혹선충 2령 유충을 대상으로 PCR-RFLP 계통분석을 수행하였다. 시설재배지 토양에서 

분리한 12개 뿌리혹선충의 mtDNA PCR 증폭산물을 대상으로 제한효소 HinfI을 처리한 결과 900, 410, 290 및 170 bp의 DNA 절편 양상을 

나타내는 Group A와 900, 700 및 170 bp의 DNA 절편 양상을 나타내는 Group B로 분류되었다. 각 그룹에 속하는 뿌리혹선충의 mtDNA 유

전자 염기서열(1,483~1,521 bp)을 결정하여 계통분석한 결과, Group A에 속하는 9개의 뿌리혹선충은 고구마뿌리혹선충(Meloidogyne incognita)

과 99.73~99.93%의 상동성을 나타내었고 그리고 Group B에 속하는 3개의 뿌리혹선충은 땅콩뿌리혹선충(Meloidogyne arenaria)과 99.54~ 

99.73%의 상동성을 나타내어 유사한 종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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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기생선충 중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뿌리혹

선충(Meloidogyne spp.)은 1850년대 영국의 온실에서 재배중

인 오이 뿌리혹에서 최초로 발견되어진 이래 현재 전 세계적으

로 90종 이상이 보고되었다(Perry et al., 2009). 뿌리혹선충은 

온도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 분포가 매우 광범위하나 주로 한대

지방보다는 온도가 높은 아열대지방에서 피해가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et al., 1998). 뿌리혹선충은 토양에 서식하

면서 식물 뿌리에 침입하여 뿌리 내부에 기생하며 영양분을 흡

The Korean Society of Applied Entomology (KSAE) retains the exclusive copyright to reproduce and distribute for all KSAE publications. 

The journal follows an open access policy. 



86   Korean J. Appl. Entomol. 53(1): 85~91

수하고 혹(gall)을 형성한다. 뿌리에 혹이 형성된 식물은 토양

으로부터 수분과 양분의 흡수가 저하되고 영양결핍 증상이 나

타나게 된다. 식물 지상부의 잎에서는 황화현상과 잎마름 증상

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고사되며 각종 토양 병해와의 상호작용

으로 2차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urtleff 

and Averre, 2000). 뿌리혹선충은 주로 노지나 시설재배지의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멜론 등의 과채류와 당귀, 더덕, 인삼, 

천궁과 같은 약용식물 등 넓은 범위의 경제작물에 큰 피해를 일

으키고 있다(Choo et al., 1987; Lim et al., 2005). 농림축산식품

부에 등록된 2011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채소류의 재배면적(260,507 ha) 중 과채류의 재배면적은 

54,012 ha로써 그 중 약 80%를 차지하는 43,664 ha가 시설재배

를 하고 있다. 최근 시설재배 면적이 증가되면서 겨울 동안에도 

연작 재배함으로써 아열대 지방에 적응하는 뿌리혹선충의 발

생이 심하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 보고된 뿌리혹선충으로는 시설재배지에서 고구마

뿌리혹선충(M. incognita), 땅콩뿌리혹선충(M. arenaria), 자

바뿌리혹선충(M. javanica), 당근뿌리혹선충(M. hapla)의 피

해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외에 잔디뿌리혹선충(M. 

marylandi)과 양다래에서 분포가 확인된 M. cruciani 그리고 

기주식물이 확인되지 않은 M. hispanica 등 7종의 뿌리혹선충

이 보고되어 있다(Cho et al., 2000; Kang et al., 2002). 이들 뿌

리혹선충의 분류 및 동정은 형태학적 특성과 암컷의 perineal 

패턴 그리고 기주판별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뿌리혹선충

의 동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종 동정에 많은 문제점

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뿌리혹선충의 분류와 동정을 위해 이러한 문제점을 극

복하고 정확한 동정을 위한 방법으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동정법과 효소표현형을 이용한 동정법이 개발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선충에 대한 계통 연구에는 ribosomal DNA인 

18S와 28S, internal transcribed spacer 1, 2 (ITS1, ITS2), 

intergenic spacer (IGS) 유전자와 모계 유전이 되는 미토콘드

리아 단백질 암호 유전자 부위인 mitochondrial cytochrome c 

oxidase (COI, COII)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개체 간 다

형성뿐만 아니라 종 분류 및 진단 연구에 많이 사용되어(Ferris 

et al., 1993; Hyman, 1996; Powers et al., 1997; Blaxter et al., 

1998), 현재 NCBI GenBank database (http://www.ncbi.nlm. 

nih.gov)에 뿌리혹선충 45종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등록되어 있

다. 특히 선충의 분류와 동정을 위한 유전자 다형성 연구기법

[Amplified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AFLP),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RFLP), Single Stranded 

Conformational Polymorphism (SSCP) 및 DNA 염기서열 해

석] 중 PCR-RFLP법은 현재에도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국내에서는 고구마뿌리혹선충, 땅콩뿌리혹선충 그리고 당근

뿌리혹선충을 동정한 바 있으며(Han et al., 2004), 일본에서는 

자국에서 분리한 10여종의 뿌리혹선충을 PCR-RFLP 방법을 

이용하여 동정한 바 있다(Orui, 1998). 또한 PCR-RFLP 방법은 

식물기생선충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심각한 뿌리혹선충의 주

요 4종 뿐만 아니라 Heterodera, Heterorhabditis, Globodera, 

Radopholus, Belonolaimus 그리고 Anguina 등의 ribosomal 

DNA를 이용한 다양한 선충의 분류 및 동정에 사용된 바 있다

(Harris et al., 1990; Powers and Harris, 1993; Joyce et al., 

1994; Fallas et al., 1996; Orui, 1996; Cherry et al., 1997; 

Szalenski et al., 1997; Blok et al., 1998; Powers et al., 2001).

채소류 재배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재배지 뿌리혹

선충에 의한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방제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별 또는 작물별 시설재배지 단지에 분포하는 뿌리혹선충

의 정확한 분류와 동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시설재배 작물인 토마토, 오이, 수박, 참외 시설재배

지 토양에 분포하는 주요 뿌리혹선충(Meloidogyne spp.)의 계

통분류를 위하여 각 토양으로부터 분리된 뿌리혹선충을 PCR- 

RFLP 분자기법에 의거하여 계통해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뿌리혹선충 이병토양 시료채취

뿌리혹선충에 의해 피해가 심각한 토마토, 오이, 수박, 참외 

시설재배지에서 근권토양 시료를 2011년 3월 ~ 2012년 3월에 

수집하였다. 토마토 작물은 춘천, 연기, 공주의 시설재배지 토

양에서 채취하고, 오이 작물은 여주, 평택, 연기에서 채취하였

다. 수박 작물은 논산에서 채취하였으며 참외 작물은 성주에서 

채취하였다. 토양시료는 각 시설재배지별로 식물체 뿌리를 뽑

아 뿌리혹선충의 감염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뿌리혹이 다량

으로 형성된 주변의 근권토양을 토양 채집기를 이용하여 2~3 m 

간격으로 약 200 g씩 10 지점에서 약 1 kg 이상 채취하여 실험

실로 운반한 후 4℃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토양 내 뿌리혹선충

을 분리하는데 사용하였다.

뿌리혹선충 계수 및 분리

뿌리혹선충에 감염된 이병작물의 근권으로부터 채취한 토

양 시료를 50 mesh체를 이용하여 유기물, 굵은 자갈 그리고 모

래 등의 불순물을 골라내고 잘 혼합한 후 Sive &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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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rmann funnel method를 이용하여 선충을 분리하였다. 토양

시료 300 g을 정량하여 증류수 3 L에 토양현탁액을 만든 후 

200 mesh와 400 mesh체로 순서대로 거른 다음 체에 걸러진 

선충을 베르만깔때기법(Baermann, 1917)을 변형한 깔때기법

(Hooper, 1990)을 이용하여 48시간 동안 체에 올려둔 다음 선

충을 분리하였다. 변형깔때기법으로 분리된 선충을 500 mesh

체로 거른 후 15 ml 시험관에 모아 5시간 동안 침전시켰다. 선

충의 종 구분과 원활한 계수를 위해 80℃로 가열한 TAF액을 

처리하여 선충을 고정시키고 선충을 포함한 침전물 5 ml만 남

기고 시험관내 물과 부유물을 제거하였다. 선충 고정액을 micro 

plate well에 1 ml씩 분주하고 해부현미경(DMIL, Leica) 하에

서 50~100배로 확대해 가면서 총 선충수를 조사하고, 식물기생

선충도감(NAAS, 2001)을 참조하여 몸통은 둥글고 머리가 둥

근 서양배 모양 또는 돌출된 원형의 형태를 띠며 구침과 구침절

구를 지닌 형태학적 특징을 나타내는 선충을 뿌리혹선충으로 

선별하여 계수하고 순수분리하였다.

뿌리혹선충 2령 유충으로부터 DNA 추출

뿌리혹선충의 DNA 추출은 Iwahori et al.(2000)가 고안한 

파쇄법에 의거하여 수행하였다. 이병토양에서 분리한 뿌리혹

선충 2령 유충 한 마리를 slide glass 위에 올려놓고 멸균된 filter 

paper 조각으로 짖눌러 유충의 체벽을 파괴하여 유출된 세포 

구성성분을 묻히고 protease K solution (10 mM Tris-HCl, pH 

8.0, 1% Nonidet p-40, 100 ng/㎕ Protease K) 5 ㎕가 담긴 

microcentrifuge tube에 넣어 ‒20℃에서 3시간 동안 보관한 후 

65℃ 30분, 95℃ 35분, 10℃ 10분간 처리하여 genomic DNA

를 추출하였다.

Mitochondrial DNA 유전자 PCR 증폭

뿌리혹선충 2령 유충 한 마리로부터 추출한 genomic DNA

를 대상으로 mitochondrial DNA (mtDNA) 유전자 PCR 증

폭을 위하여 Harris et al.(1990)가 제작한 forward primer 

5-TAAATCAATCTGTTAGTGAA-3와 reverse primer 5-AT 

AAACCAGTATTTCAAACT-3를 이용하였다. PCR은 증폭

은 0.2 ml PCR 반응 tube에 template DNA 5 ㎕, forward primer 

1.5 ㎕, reverse primer 1.5 ㎕, EF-Taq polymerase (Solgent co., 

Korea) 0.25 ㎕, dNTP 1 ㎕, 10 × buffer 5 ㎕, 5 × band doctor 5 ㎕, 

H2O 30.75 ㎕를 넣고 혼합한 후 94℃에서 2분간 반응한 다음 

94℃에서 denaturation 1분, 48℃에서 annealing 2분, 68℃에

서 extention 3분을 35회 반복하고, 72℃에서 5분간 final extention

의 조건으로 PCR 반응을 실시하였다. Thermal cycler는 Perkin 

Elmer (GeneAmp PCR system 9700, Applied Biosystems)를 

이용하였다. Mitochondrial DNA를 확인하기 위해서 PCR 증폭

산물은 0.8% agarose gel, 0.5 × TAE buffer (0.045 M Tris- 

borate, 0.001 M EDTA)에서 100 V, 25 mA로 30분간 전기영

동한 후 ethidium bromide (EtBr)에 15분간 염색하여 UV하에서 

증폭 여부를 확인하였다(Gel documentation system, Bio-Rad).

PCR-RFLP band pattern 분석

뿌리혹선충의 종 분류를 위한 PCR-RFLP 분석은 증폭된 

PCR 산물 4 ㎕를 microcentrifuge tube에 넣고 NE buffer 0.5 ㎕

와 제한효소 HinfI 0.5 ㎕를 넣고 잘 섞은 후 37℃에서 5시간 동안 

처리하여 충분한 효소활성 시간을 유지시킨 후 3% polyacrylamide 

gel, 0.8 × TAE buffer (0.045M Tris-borate, 0.001M EDTA)에

서 100 V, 25 mA로 50분간 전기영동한 후 EtBr에 20분간 염색

하여 UV하에서 DNA 절편양상을 확인하였다(Gel documentation 

system, Bio-Rad).

뿌리혹선충의 mtDNA 염기서열 분석 및 계통도 작성

PCR 증폭된 mtDNA는 PCR Purification Kit (Qiagen Inc.)

를 이용하여 정제하고 솔젠트(주) sequencing lab에 염기서열 

분석을 의뢰하였다. MtDNA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염기서열

을 결정한 후 NCBI/GeneBank database의 BLAST program을 

이용하여 계통분류학적 유연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염기서열

의 상동성은 Clustal X algorithm을 이용하여 병렬로 정렬하였

다. 계통수는 Neighbor-Joining method에 의하여 작성하였으

며, 계통수의 안정성은 bootstrap 분석(1000회 반복)을 통해 평

가하였다(Saitou and Nei, 1987; Thomson et al., 1994).

결과 및 고찰

과채류 시설재배지 이병토양 내 뿌리혹선충의 밀도

국내 시설재배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주요 과채류인 토마토, 

오이, 수박, 참외 작물을 대상으로 뿌리혹선충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12개 시설재배지에서 이병토양을 채집하여 

총 선충수와 뿌리혹선충 수를 각각 계수하여 뿌리혹선충의 분

포율을 조사하였다(Table 1).

토마토 시설재배지 이병토양으로부터 검출된 뿌리혹선충의 

평균 밀도는 토양 300 g 당 72±6~2,898±468마리였으며,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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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nsity of root-knot nematodes infecting soils from various fruit and vegetable greenhouses 

Crops Locations Soil samples
No. of nematode/300g soil

Total (X) RKN
a 
(Y) Y/X (%)

Tomato Gongju GGT 4,650±369
b

1,461±237 31.4

Tomato Chuncheon A CCT1 3,645±261 1,395±204 38.2

Tomato Chuncheon B CCT2 16,344±1,602 1,926±276 11.8

Tomato Chuncheon C CCT3 1,596±192 138±24 8.6

Tomato Chuncheon D CCT4 8,562±858 2,742±522 32

Tomato Chuncheon E CCT5 4,842±354 2,898±468 59.8

Tomato Yeongi YGT 1,134±111 72±6 6.3

Cucumber Yeongi YGC 2,232±228 198±36 8.9

Cucumber Pyeongtaek PTC 2,577±294 558±87 21.6

Cucumber Yeoju YJC 3,651±321 1,167±171 31.9

Oriental melon Seongju SJO 4,356±357 2,295±429 52.7

Watermelon Nonsan NSW 2,955±372 1,536±228 52
a
 RKN: root-knot nematodes. 

b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s of three replicates.

지역(공주, 춘천 A, 춘천 D, 춘천 E)은 토양 내 총 선충수의 30% 

이상이 뿌리혹선충으로 높은 분포율을 나타내었다. 충남 연기, 

경기도 평택, 여주지역의 오이 시설재배지 토양 300 g 당 뿌리

혹선충은 198±36~1,167±171마리였으며, 토양 내 총 선충 

9~32%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경북 성주지역의 참외 시설재배

지 토양 300 g 당 뿌리혹선충 밀도는 2,295±429마리로 약 53%

의 분포율을 보였다. 충남 논산지역의 수박 시설재배지 토양 

300 g 내에는 1,536±228마리로 52%의 분포율을 나타내었다.

과채류 시설재배지 토양 내 뿌리혹선충은 지역별, 작물별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혹선충의 발

육에 적당한 온도는 25~30℃로 약 30일 전후에 한 세대를 완료

하여 증식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과채류의 재배

면적 중 시설재배가 약 80%를 차지하며, 시설재배지 환경은 뿌

리혹선충에 유리한 온도조건을 제공하고 대부분의 시설재배 

작물이 뿌리혹선충의 세대기간을 넘어 재배되고 겨울철에도 

연작재배로 인해 토양 내 뿌리혹선충의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

게 되어 피해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뿌리혹선충 2령 유충으로부터 mtDNA 추출 및 PCR 증폭

토마토, 오이, 수박, 참외 시설재배지 12곳에서 채집한 이병

토양(300 g)으로부터 선충을 분리하고 해부현미경 하에서 뿌

리혹선충의 형태를 관찰하면서 각 토양시료 당 무작위로 뿌리

혹선충 20마리씩 순수분리하여 표준집단으로 선정하였다. 각 

토양시료별로 수집한 뿌리혹선충 표준집단(n=20)으로부터 각

각 DNA를 추출하고 PCR 증폭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약 1.7 kb

의 증폭산물을 성공적으로 획득하였다. 이들 뿌리혹선충의 PCR 

증폭산물 50 ㎕의 농도는 78~135 ng/㎕로 RFLP 분석에 충분

한 양을 얻었다.

PCR-RFLP 분석에 의한 뿌리혹선충의 계통분류

시설재배지 12곳 토양시료로부터 분리한 뿌리혹선충 표준

집단(n=20) 내 종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CR 증폭산물에 

HinfI 제한효소를 처리한 후 전기영동으로 DNA band pattern

을 확인한 결과, 12개 토양시료 모두 표준집단(n=20) 내 뿌리혹

선충은 동일한 DNA 절편양상을 나타내어 토양시료 내 뿌리혹

선충은 동일 종 임을 알 수 있었다(자료 미제시). 각 시설재배지 

토양으로부터 분리된 대표 뿌리혹선충의 PCR-RFLP 분석을 

수행한 결과, 크게 2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Group A는 900, 

410, 290 및 170 bp의 4개 단편으로 확인되었고, 9개 지역으로

부터 분리된 뿌리혹선충(CCT1, CCT2, CCT3, CCT4, CCT5, 

YGC, PTC, YJC 및 NSW)이 Group A에 속하였다. Group B는 

900, 700 그리고 170 bp의 3개 단편이었으며 3개 지역으로부터 

분리된 뿌리혹선충(GGT, YGT 및 SJO)이 속하였다(Fig. 1). 

Harris et al.(1990)의 보고에 의하면 Meloidogyne incognita는 

4개의 단편(900, 410, 290, 170 bp), Meloidogyne arenaria는 3

개의 단편(900, 700, 170 bp), Meloidogyne javanica는 2개의 

단편(1,600, 170 bp)으로 분류되어 종 동정이 가능함을 제시하

였다. 이상의 12개 시설재배지 토양으로부터 분리한 대표 뿌리

혹선충의 PCR-RFLP 분석 결과를 Harris et al.(1990)의 보고

와 비교 하면, Group A에 속하는 뿌리혹선충은 Meloidogyne 

incognita로 추정되었으며, Group B에 속하는 뿌리혹선충은 

Meloidogyne arenaria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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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CR-RFLP band patterns on 3% polyacrylamide gel after restriction enzyme (HinfI) digestion of mitochondrial DNA amplified from 
a single juvenile of Meloidogyne spp. M; DNA marker, 1; GGT, 2; CCT1, 3; CCT2, 4; CCT3, 5; CCT4, 6; YGT, 7; CCT5, 8; YGC, 9; PTC, 10; SJO, 11; 
YJC, 12; NSW.

Fig. 2. A phylogenetic tree based on the mitochondrial DNA sequence of different species and isolates of Meloidogyne. The tree was 
constructed using the CLUSTAL X and the neighbor-joining method. The GenBank accession numbers of the sequences are shown within 
parentheses. Bootstrap value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1000 replications, are provided at branching points when >50%. Scale bar 
corresponds to 0.01 subscription per nucleotide position.

뿌리혹선충의 mtDNA 염기서열 해석

토마토, 오이, 수박, 참외 시설재배지의 이병토양에서 분리

한 Group A에 속하는 뿌리혹선충과 Group B에 속하는 뿌리혹

선충의 계통해석을 위하여 mtDNA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

였다. 뿌리혹선충의 mtDNA 유전자 염기서열(1,483~1,521 bp)

을 해석한 후 NCBI/GeneBank의 database에 등록된 45종의 뿌

리혹선충 유전자 염기서열 중 mtDNA 유전자 염기서열이 등록

된 19종의 뿌리혹선충과 상동성을 검색한 결과, Group A에 속

하는 뿌리혹선충 중 평택 오이(PTC), 여주 오이(YJC)와 논산 



90   Korean J. Appl. Entomol. 53(1): 85~91

수박(NSW) 시설재배지의 뿌리혹선충은 Meloidogyne incognita 

(AY635611)와 99.73%의 상동성을 나타내었고, 연기 오이

(YGC)와 춘천 토마토(CCT1, CCT5) 뿌리혹선충은 99.80%의 

상동성을, 춘천 토마토(CCT2, CCT3 그리고 CCT4) 뿌리혹선

충은 99.93%의 상동성을 나타내어 Meloidogyne incognita와 

유사하였다. Group B에 속하는 뿌리혹선충 중 연기 토마토(YGT) 

뿌리혹선충은 Meloidogyne arenaria (GQ266685)와 99.54%의 

상동성을 나타내었고, 공주 토마토(GGT) 뿌리혹선충은 99.66%

의 상동성을, 성주 참외(SJO) 뿌리혹선충은 99.73%의 상동성

을 나타내어 Meloidogyne arenaria와 유사하였다(Fig. 2). 

이상, 국내 과채류 시설재배지 토양에 분포하는 뿌리혹선충

을 PCR-RFLP 분자기법에 의거하여 계통분류를 수행한 결과, 

토마토(CCT1, CCT2, CCT3, CCT4 그리고 CCT5), 오이, 수박 

시설재배지로부터 분리한 뿌리혹선충의 대부분이 M. incognita

와 유사한 종으로 나타났으며, 토마토(YGT, GGT)와 참외 시

설재배지로부터 분리된 뿌리혹선충은 M. arenaria와 유사한 

종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조사한 12 지역의 시설재배지 중 9 지

역의 시설재배지 토양으로부터 분리된 뿌리혹선충은 고구마뿌

리혹선충(Meloidogyne incognita)으로 추정되었으며, 국내 과

채류 시설재배지에 우점 분포하는 주요 뿌리혹선충 종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뿌리혹선충의 종 분류와 계통해석

을 위한 PCR-RFLP 분자기법은 향후 과채류 작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주작물과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는 뿌리혹선충의 

분류 및 동정에 쉽게 이용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키는 뿌리혹선충의 종합적 방제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

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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