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씨무늬병균

50

Cochliobolus miyabeanus(Helminthosporium oryzae)

1. 병원체 일반정보
■ 일반명 : Helminthosporium leaf spot, Brown spot Helminthosporium blight
■ Cochliobolus 속의 곰팡이 균으로 주로 화본과 식물에 피해를 주는 병원균임
■ 기주식물 : 벼ㆍ보리ㆍ옥수수ㆍ수수 등 화본과 식물
■ 분포국 : 한국ㆍ일본ㆍ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2. 병원성 및 감염증상
■ 병원균 특성
- 진균계의 자낭균문에 속하며, 병원균의 분생포자는 암갈색 방추형이고, 6~11개의 격막을 갖고 있음
- 발육한계 온도는 2~41℃이며, 최적온도는 25~30℃임
- 병원균의 전파방법은 종자전염, 공기전염 등
■ 병징
- 화본과 식물의 잎에 발생하나 벼알ㆍ이삭목 잎가지에도 발생하며, 잎에는 암갈색의 작은 반점을 형성하고, 점차 확대되면
병반둘레에 황색의 중독부를 형성함
- 병반이 깨알과 같이 작고 유묘에 발병되면 초엽이 암갈색으로 변하고, 엽초에 암갈색의 줄무늬 병반을 형성함.
■ 피해
- 재배 중인 화본과 식물의 묘에 생육을 저지시킴

3. 생물안전정보
▷ 실험 중 감염가능 위해요소 및 유의사항
■ 원인 : 감염식물 및 병원균의 외부 유출로 비산
■ 주요 위해요소
- 식물병원균의 생물검정 시 사용된 식물의 방치
- 배양한 균주의 무단 외부유출, 실험기구의 세척으로 병원균 포자 유출
▷ 취급안전정보
■ 폐기 : 병원체의 실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이 발생할 시에는 살균하여 안전한 용기에 밀봉보관 하였다가 소각해야 함
■ 유출 : 유출된 지역의 해당 식물을 수거하여 소각폐기 조치하고 살균제 살포 및 토양 소독을 실시 해야 함
▷ 생물안전밀폐시설
■ 분자생물학적 검사 등 위해도가 낮은 실험은 BL-1 밀폐시설도 가능함
■ 배양검사 및 생물검정 등 위해도가 높은 실험은 BL-2 밀폐시설이 권장됨
▷ 생물무기로서의 이용가능성
■ 주요 식량작물인 벼 재배포장에 살포할 경우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등 환경에 유해한 생물무기로 사용가능성이 있음
■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단기간 내에 대량 증식이 가능함

4. 예방과 방제
■
■
■
■

보관 시 외부유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출입자를 제한함
적절한 실험장비 및 실험용기는 실험 후 즉시 멸균하고 세척함
외부유출에 의한 식물체 오염 시 해당식물체를 수거하여 소각함
오염식물 재배지역에 벼 이삭마름병에 효과가 있는 등록된 살균제 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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