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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lect resistant vegetables against two species of root-knot nematodes, M. incognita and M. arenaria, 39
vegetables belongs to 7 families, 13 genera, 25 species were screened in greenhouse pot test. Susceptible
vegetables to both nematodes were amarath and leaf beet in Amaranthaceae, Malabar spinach in Basellaceae,
Moroheiya in Tiliaceae, and Water-convolvulus in Convolvulaceae, Pak-choi in Brassica campestris var.
chinensis, Tah tasai in B. campestris var. narinosa, B. campestris var. chinensis x narinosa, Leaf mustard,
Mustard green in B. juncea, Kyona in B. juncea var. laciniate, Choy sum in B. rapa subsp. arachinenesis,
Kairan in B. oleracea var. alboglabra, Arugula in Eruca sativa, Garland chrysanthemum in Chrysanthemum
coronarium, Endive in Cichorium endivia, Artichoke in Cynara cardunculus var. scolymus, Lettuce in Lactuca
sativa. Resistant to M. arenaria but susceptible to M. incognita were B. oleracea cv. Matjjang kale, B. oleracea
var. gongyloides cv. Jeok kohlrabi, and C. intybus cv. Radicchio. Resistant vegetables to both nematodes were
C. intybus cv. Sugar loaf, Grumoro, Radichio treviso, B. oleracea cv. Manchu collard, Super matjjang, B.
oleracea italica, B. oleracea var. botrytis italiana, and Perilla in Lamiaceae. Vegetables resistant to both species
of root-knot nematodes could be used as high-valued rotation crops in greenhouses where root-knot
nematodes are problem.
Keywords : Brassica, Cichorium, Lamiaceae, Meloidogyne, Resistance, Root-knot nematode, Vegetables

서

론

뿌리혹선충(Meloidogyne)은 전 세계적으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미치는 선충인데 국내에서는 주로 시설재배지 작
물에 많은 피해를 미치고 있다(Park 등, 1995). 뿌리혹선
충에 감염된 식물은 뿌리에 혹이 형성되고, 이로 인하여
양분과 물의 흡수가 저해되어 지상부에는 양분결핍 증상
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다(Williamson
와 Hussey, 1996). 전 세계적으로 약 90종의 뿌리혹선충
이 있는데(Perry 등, 2009) 국내에서 중요한 뿌리혹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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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은 고구마뿌리혹선충(Meloidogyne incognita), 땅콩뿌
리혹선충(M. arenaria), 당근뿌리혹선충(M. hapla)이다. 국
내 남부 시설재배지에는 주로 M. incognita와 M. arenaria
가 분포하고 있는데 그 분포 비율은 각각 45%와 55%이
다(Kim 등, 2001b).
뿌리혹선충의 방제법으로는 살선충제 처리, 객토, 윤작,
담수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Kim, 2001; Kim 등,
2001a), 그중에서 저항성 품종을 이용한 윤작은 효과가
높으면서 환경 친화적인 방제법이다(Rhoades, 1976). 또
한, 저항성 품종은 살선충제나 유기물처리, 열처리, 태양
열 소독, 침수, 비기주식물 윤작 등과 함께 선충 종합관
리(IPM)에 이용될 수 있다.
연작으로 선충의 피해가 만연하고 있는 경북 성주지역
의 뿌리혹선충 피해 포장은 6−7월경 참외가 고사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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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참외가 고사한 포장에는 다음해 선충 피해를 막기
위해 벼 심기, 살선충제 살포, 녹비작물 재배, 객토 등을
하고 있다(Kim 등, 2001a). 이러한 포장에 고부가가치의
저항성품종을 심는다면 저항성 기작으로 인하여 뿌리혹
선충의 밀도를 줄임과 동시에 작물의 수확으로 농가의 부
가적인 소득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모든 밭작
물의 연작에는 연작장해가 발생하는데, 비박과류와의 윤
작은 토양의 미생물상과 이화학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이다.
채소류는 다양한 맛과 풍미가 있고 영양학적으로는 알
칼리성 식품으로 식단의 균형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식
재료이다. 최근 소비패턴의 서구화 및 외식산업의 발달로
양채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또 소득의 증가로 건강 지
향적인 기능성 고급채소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이
와 박, 2006). 이러한 추세로 많은 새로운 채소류가 시중
에 시판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뿌리혹선충 저항성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뿌리혹선충에 저항성인 채소 품종
이 선발된다면 농업인에게는 윤작작물에 대한 선택의 폭
이 넓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 시험은 시중에 시판되는 새
로운 채소류들의 뿌리혹선충, M. arenaria와 M. incognita
에 대한 저항성을 검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접종원. 뿌리혹선충 M. incognita는 경북 군위군 군위
읍의 오이 재배포장에서, M. arenaria는 경북 김천시 농
소면의 참외 시설재배지에서 채집하여 사용하였으며, 뿌
리혹선충의 종은 perineal pattern과 excretory pore의 위치
를 현미경으로 확인하여 동정하였다(Kim 등, 2001b). 채
집한 흙은 직경이 2 mm인 체로 쳐서 굵은 돌과 식물 뿌
리 등은 골라내고, 3번 이상 잘 섞어 선충의 밀도를 균일
하게 한 후, 직경 10 cm 토화분에 담았다. 시험전 토양의
뿌리혹선충 유충 밀도는 토양을 잘 섞은 후 그 중에서 토
양 300 cm3를 취하여 깔데기법(Southey, 1986)으로 선충
을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선충의 밀도가 너무 높을 경우,
깨끗한 강모래와 섞어 시험전 토양의 뿌리혹선충 유충의
밀도를 토양 100 cm3 당 200마리로 조정하였다.
저항성검정. 저항성 검정을 위하여 바우세(Basella alba,
Malaba Spinach) 등 7과 13속, 25종, 총 39품종을 공시하
였다(Table 1). 채소류의 뿌리에 발생된 뿌리혹선충 난낭
의 발육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감수성 표준
품종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마토 Lycopersicon esculentum
cv. Rutger를 시험용 채소류와 같은 방법으로 심어 시험
에 공시하였다. 채소류는 원예용상토(부농)에 2주 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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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하여 육묘하였고, 그 중 균일한 묘를 골라 위에서 준비
한 선충 감염 토양이 담긴 직경 10 cm 토화분에 1포기씩
이식하였다. 각 품종별 반복은 3반복이었다. 재배는 온실
에서 9−10월 사이에 하였으며 시험 기간 중의 온실 내
온도는 10−30oC이었다.
채소류 정식 60일 후 토화분을 비우고 뿌리를 물로 조
심스럽게 씻어 흙을 제거한 후 초장, 식물체 무게, 뿌리
무게를 측정하였다. 뿌리는 Phloxin B 용액(15 mg/l)에 염
색된 난낭과 전체뿌리에 혹이 발생된 정도(%)를 조사하
여 저항성을 판정하였다(Taylor와 Sasser, 1978). 이번 시
험에서 사용된 채소류는 여러 과, 여러 속의 식물이 섞여
있어 뿌리의 발달 양상과 뿌리혹선충의 난낭의 발육 양
상이 다름으로 상호 동일한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일반
적으로 저항성 판정에 사용되는 난낭지수(Eggmass index)
보다 전체뿌리에 혹이 발생된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뿌
리혹지수(Gall index)를 기준으로 저항성을 판정하였다
(Taylor와 Sasser, 1978). 뿌리혹지수(Gall index)는 1 = 0−
5% galls(HR, highly resistant), 2 = 6−10%(R, resistant),
3 = 11−30%(MR, moderately resistant), 4 = 31−70%(S,
susceptible), and 5 > 71%(VS, very susceptible)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시험 기간 중의 온실 내 온도는 10−30oC이었다. 이번
시험에 사용된 2종의 뿌리혹선충이 모두 온난지역 적응
선충임을 고려할 때 선충의 최적 발육온도보다 약간 낮
은 온도였다. 그러나 감수성 표준품종인 토마토 Rutger에
500개 이상의 난낭이 발생되었고, 전체뿌리의 90% 이상
에 뿌리혹이 발생되었음으로(Fig. 1), 이번 저항성 시험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시험에서 비름과(Amaranthacea)에 속하는 아마란
서스와 근대, 낙규과(Basellaceae)의 바우세, 피나무과
(Tiliaceae)의 모로헤이야, 메꽃과(Convolvulaceae)의 공심
채는 모두 감수성으로 나타나 뿌리혹선충이 감염된 시설
재배지의 윤작작물로 부적합하였다(Table 1, Fig. 1).
십자화과 식물은 속이나 종에 따라 감수성과 저항성으
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십자화과 중에서 청경
채, 홍채태(Brassica campestris var. chinensis), 다채(B.
campestris var. narinosa), 다채 x 청경채 교잡으로 만들
어진 다청채(B. campestris var. chinensis x narinosa), 갓,
곱슬겨자(B. juncea), 교나(B. juncea var. laciniate), 채심
(B. rapa subsp. arachinenesis), 가이란(B. oleracea var.
alboglabra), 로케트샐러드(Eruca sativa) 등은 모두 감수
성으로 나타나 뿌리혹선충이 감염된 시설재배지 윤작작

M. incognita
Scientific name

Family

Cultivars

English name

Plant

Root
w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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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istance of vegetables to two species of root-knot nematodes, Meloidogyne incognita and M. arenariaa
M. arenaria
Root
wt(g)

Ratin
g

Ht(cm) Wt(g)
Lycopersicon esculentum (Check)
Solanaceae
Rutger
Tomato
44.3
35.6
17.8
3.4
VS
Amaranth sp.
Armaranthaceae Amaranth
Pigweed
65.0
62.4
12.0
1.0
S
Basella alba
Basellaceae
Bause
Malaba Spinach
17.5
23.5
8.9
4.8
S
Beta vulgaris var. cicla
Armaranthaceae Baekgyeong Geundae
Leaf beet
26.0
21.6
4.9
4.4
S
B. vulgaris var. flavescens
Armaranthaceae Jeok Geundae
Leaf beet
17.5
2.9
2.1
4.1
S
B. vulgaris var. flavescens
Armaranthaceae Hwanggyeong Geundae Leaf beet
33.7
48.1
7.9
5.4
VS
B. vulgaris var. flavescens
Armaranthaceae Cheonggyeong Geundae Leaf beet
39.3
84.0
12.5
8.3
S
Brassica campestris var. chinensis
Brassicaceae
Hongchetae
Pak-Choi
31.7
19.4
2.8
1.6
S
B. campestris var. chinensis
Brassicaceae
Cheonggyeongche
Pak-choi
22.5
81.5
5.8
2.3
S
B. campestris var. chinensis
Brassicaceae
Hagae No.1
Pak-choi
24.0 134.0
6.0
3.7
S
B. campestris var. narinosa
Brassicaceae
Vitamin
Tah tasai
12.3
2.6
0.6
0.5
S
B. campestris var. narinosa
Brassicaceae
New vita
Tah tasai
20.0
13.5
2.0
0.7
S
B. campestris var. chinensis X narinosa
Brassicaceae
Dacheongche
17.5
41.3
6.0
3.4
S
B. juncea
Brassicaceae
Asia red mustard
Leaf mustard
20.3
11.5
2.4
2.7
S
B. juncea
Brassicaceae
Asia Gob seul
Leaf mustard
28.0
18.1
2.0
2.1
S
B. juncea
Brassicaceae
Cheong Gat
Mustard greens
44.3 119.6
3.8
5.0
S
B. juncea var. laciniate
Brassicaceae
Red Capital
Kyona
43.0 146.8
7.8
3.8
S
B. oleracea var. acephala
Brassicaceae
Matjjang
Kale
15.3
2.6
0.5
0.4
S
B. oleracea var. acephala
Brassicaceae
Supermatjjang
Kale
23.0
11.6
1.6
3.3
MR
B. oleracea var. acephala
Brassicaceae
Manchu Collard
Kale
55.7
79.1
7.4
4.2
MR
Brassica oleracea italica
Brassicaceae
Broccoli
Broccoli
44.3
59.0
4.9
3.3
R
B. oleracea var. alboglabra
Brassicaceae
Kairan
Chinese Kale
8.5
0.6
0.3
1.1
S
B. oleracea var. botrytis italiana
Brassicaceae
Nero Di Toscana
Leaf Broccoli
34.0
23.4
4.6
3.5
R
B. oleracea var. gongyloides
Brassicaceae
Jeok Kohlrabi
Kohlrabi
18.3
3.4
1.8
1.8
S
B. rapa subsp. parachinenesis
Brassicaceae
Chesim
Choy sum
50.0
43.2
4.7
4.4
S
Chrysanthemum coronarium
Asteraceae
Jungyeop Ssukgat
Garland chrysanthemum 46.0
33.7
3.9
4.6
MR
Cichorium endivia
Asteraceae
Riccia Cuor D’oro
Endive
13.3
5.2
2.7
3.0
VS
C. endivia
Asteraceae
Green curled ruffec
Endive
18.0
8.1
6.6
1.6
S
C. intybus
Asteraceae
SugarLoaf
Chicory
24.0
22.0
1.3
2.8
R
C. intybus
Asteraceae
Grumoro
Chicory
28.3
42.9
5.3
2.9
R
Asteraceae
Radicchio
Chicory
45.0
44.4
3.3
2.4
S
C. intybus
C. intybus
Asteraceae
Radicchio Treviso
Chicory
35.3
61.3
4.0
3.0
HR
Corchorus olitorius
Tiliaceae
Moroheiya
Moroheiya
8.0
0.2
0.6
1.3
S
Cynara cardunculus var. scolymus
Asteraceae
Artichoke
Artichoke
13.3
2.9
1.8
1.3
VS
Eruca sativa
Brassicaceae
Rocket salad
Arugula
34.7
20.6
1.0
1.0
S
Ipomoea aquatica
Convolvulaceae Gongsimche
Water-convolvulus
38.0
20.6
7.2
2.8
S
Lactuca sativa
Asteraceae
Saengche
Lettuce
30.3
27.9
5.5
3.1
S
Perilla frutescens var. acuta
Lamiaceae
Jeokjaso
Perilla
21.0
2.6
1.0
0.4
HR
P. frutescens var. acuta
Lamiaceae
Cheongjaso
Perilla
43.7
14.8
5.9
2.2
HR
P. frutescens var. japonica
Lamiaceae
Jeokssamip
Perilla
39.3
11.8
2.2
1.6
HR
a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a d-10-cm clay pot in a greenhouse with three replications.
b
The root systems were rated for galling indices on a 1 to 5 scale (modification of Taylor and Sasser, 1978), where 1 = 0-5% galls (HR, highly resistant), 2 = 6-10% (R, resistant), 3 = 11-30%
(MR, moderately resistant), 4 = 31-70%(S, susceptible), and 5 > 71% (VS, very susceptible) (modified from Taylor and Sasser, 1978).

김동근·류영현·허창석·이윤수

Plant
Ratingb
Ht.(cm) Wt.(g)
VS
41.3
14.1
S
20.3
1.5
VS
11.0
2.9
S
36.3
95.9
VS
30.0
40.1
VS
20.0
9.5
VS
26.7
20.7
S
26.7
6.8
S
12.3
4.2
S
18.0
22.7
S
16.7
3.7
VS
8.0
0.8
S
20.7
18.9
S
23.7
22.4
S
25.0
15.7
S
43.7
78.7
S
44.3
56.1
R
15.7
1.8
R
36.0
30.0
HR
32.3
30.5
HR
37.3
21.3
S
14.0
1.5
R
24.0
5.9
MR
17.3
4.0
S
49.0
33.9
S
22.8
7.4
VS
10.3
1.7
S
9.8
1.0
HR
15.7
3.4
MR
28.3
25.4
R
28.0
5.0
R
26.7
27.5
S
27.3
2.0
VS
10.5
2.0
S
18.7
4.1
S
27.3
2.6
S
26.0
8.2
R
14.7
0.8
HR
22.0
2.5
R
16.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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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oots of some selected vegetables inoculated with Meloidogyne incognita. A: Lycopersicon esculentum cv. Rutger (VS,
susceptible check), B: Brassica juncea cv. Gob seul geoja (S), C: Chrysanthemum coronarium cv. Jungyeop ssukgat (S), D: Beta
vulgaris var. cicla cv. Baekgyeong geundae (VS), E: Cichorium endivia cv. Green curled ruffec (S), F: 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cv. Jeokssamip (R), G: B. oleracea cv. Manchu Collard (R), H: B. oleracea italica (R), I: Cichorium intybus cv. Grumoro (R). Each bar
represents 3 mm. VS = very susceptible, S = susceptible, R = re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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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부적합하였다. 케일(B. oleracea) 중에서 맛짱 품종
과 콜라비(B. oleracea var. gongyloides) 중에서 적콜라비
품종은 M. incognita에는 저항성 또는 중간저항성이었으
나 M. arenaria에는 감수성이었다. 반면 케일(B. oleracea)
중에서 만추콜라드, 슈퍼맛짱 품종, 브로콜리(B. oleracea
italica), 잎브로콜리(B. oleracea var. botrytis italiana)는
2종류의 뿌리혹선충에 모두 저항성으로 나타나 뿌리혹선
충이 감염된 시설재배지의 윤작작물로 적합하였다(Table
1, Fig. 1). 외국의 연구에서도 케일(Collard, B. oleracea
var. acephala) cv. Georgia Southern과 브로콜리(broccoli,
B. oleracea var. botrytis) cv. De Cicco는 저항성이며, 그
외 배추(B. chinensis), 유채(B. napus), 꽃양배추(B. oleracea),
순무(B. rapa), 무(Raphanus sativus), 백겨자(Sinapis alba)
는 뿌리혹선충 M. arenaria와 M. incognita에 감수성이라
고 하였다(McSorley와 Frederick, 1995).
십자화과(Brassicaceae)는 식물체 조직 내에 glucosinolates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분해되면 살선충제인
메탐소듐의 주성분인 isothiocyanate로 변하여 토양 훈증
제의 역할을 하게 된다(McLeod와 Steel, 1999; Randhawa
와 Sharma, 2008). 따라서 메틸브로마이드의 사용이 금지
된 후 유기적으로 선충을 방제하기 위한 시도로 십자화
과 식물인 유채, 겨자채 등을 녹비작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McLeod와 Steel, 1999; Randhawa와 Sharma, 2008).
이 실험 결과에 의하면, 십자화과 식물을 녹비로 이용할
때, 십자화과 식물 중에서도 뿌리혹선충에 감수성인 다채,
갓, 겨자채 등을 녹비작물로 심기보다 저항성인 케일, 브
로콜리, 잎브로콜리를 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한
다. 왜냐하면, 저항성 십자화과 식물을 심음으로서 1차적
으로 저항성의 효과로 토양 내 선충의 밀도를 낮추고,
2차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부분은 수확하여 부가적인 소
득을 얻으며, 3차적으로는 수확 후 남은 부분을 토양에
경운함으로서 토양훈증 효과가 발생하여 뿌리혹선충을 추
가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물론 이 가설은 처리시기 및 방법, biomass의 양 등에 대
한 고려와 함께 실험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십자화과중에서 뿌리혹선충에 저항성인 만추콜라드, 슈
퍼맛짱, 브로콜리, 잎브로콜리는 생육이 왕성하고 내한성
이 강한 특수 쌈채소로서 가을재배가 가능하다. 성주의
경우 뿌리혹선충의 피해를 받은 시설재배지에는 참외 후
작으로 이들 채소를 심어 7−12월까지는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쌈채소류의 12월 가격은 1 kg에 5,000−
15,000원 정도임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채소를 출하
한다면 뿌리혹선충의 방제와 더불어 상당한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화과(Asteraceae)는 종에 따라 뿌리혹선충에 대한 감
수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쑥갓(Chrysanthemum coronarium),
엔다이브(Cichorium endivia), 아티쵸크(Cynara cardunculus
var. scolymus), 상추(Lactuca sativa) 등은 모두 감수성이
었다. 반면, 치커리(C. intybus)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
었는데, 슈가로프, 구루모, 통콘네로네(Radichio Treviso)
품종은 2종류의 뿌리혹선충에 모두 저항성이었고 적치커
리(Radicchio)는 M. incognita에는 저항성이었으나 M.
arenaria에는 감수성으로 나타났다. Tsay(2004)는 국화과
에 속하는 56종의 식물을 시험하여 그중 코스모스(Cosmos
bipinnatus), 노랑코스모스(C. sulphureus), 실망초(Erigeron
bonariensis), 인디안국화(Gaillardia pulchella), 녹영(Senecio
rowleyanus), 메리골드(Tagetes erecta), 멕시코해바라기
(Tithonia diversifolia), 갯금불초(Wedelia trilobata), 백일홍
(Zinnia elegans) 등 9종은 매우 강한 저항성이라고 하였
고, 32종은 중간저항성, 15종은 감수성이라고 하였다(Tsay
등, 2004).
이번 연구와 Tsay 등(2004)의 연구와 비교하면 엔다이
브, 상추는 감수성으로 유사한 결과를 얻었고, 쑥갓은 중
간저항성이라고 하였으나 이번 시험에서 쑥갓은 감수성
이었다. 아티쵸크와 치커리 4품종은 이번 연구에서 감수
성(아티쵸크)과 저항성(슈가로프, 구루모, 통콘네로네)이
새로이 확인되었다. 국내에서는 국화가 당근뿌리혹선충
(M. hapla)에 피해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Kim 등, 2004).
국화과 중에서 뿌리혹선충에 저항성인 슈가로프, 구루
모, 통콘네로네는 모두 씀바귀속의 잎치커리로 은은한 쓴
맛이 있는 독특한 쌈거리 혹은 샐러드채이다. 서늘한 기
후대에서 잘 자라며 늦여름-늦가을에 파종, 육묘(25일)하
여 정식 후 70−90일째에 수확되는데 성주지역에서 뿌리
혹선충의 피해를 받은 참외 시설재배지의 참외 후작으로
재배하는데 시기적으로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꿀풀과(Lamiaceae)의 차즈기, 들깨는 2종류의 뿌리혹선
충에 모두 저항성으로 뿌리혹선충이 감염된 시설재배지
에서 윤작작물로 사용이 가능하였다. 차즈기, 들깨는 7월
하−8월상에 파종하여 11−1월까지 수확할 수 있는데, 단
점으로는 짧은 일장에 조기 개화됨으로 가을-겨울 재배
에서는 전조재배를 하여야 한다.

요

약

새로운 채소류를 뿌리혹선충이 감염된 시설재배지에 윤
작작물로 추천하기 위하여 7과 13속, 25종, 총 39품종을
고구마뿌리혹선충과 땅콩뿌리혹선충을 대상으로 저항성
을 검정하였다. 2종류의 뿌리혹선충에 모두 감수성인 것

새로운 채소류의 고구마뿌리혹선충과 땅콩뿌리혹선충에 대한 저항성

은 비름과(Amaranthaceae)의 아마란서스와 근대, 낙규과
(Basellaceae)의 바우세, 피나무과(Tiliaceae)의 모로헤이야,
메꽃과(Convolvulaceae)의 공심채, 십자화의 청경채, 홍채
태(Brassica campestris var. chinensis), 다채(B. campestris
var. narinosa), ‘다청채’(B. campestris var. chinensis x
narinosa), 갓, 곱슬겨자(B. juncea), 교나(B. juncea var.
laciniate), 채심(B. rapa subsp. arachinenesis), 가이란(B.
oleracea var. alboglabra), 로케트샐러드(Eruca sativa), 국
화과(Asteraceae)의 쑥갓(Chrysanthemum coronarium), 엔
다이브(Cichorium endivia), 아티쵸크(Cynara cardunculus
var. scolymus), 상추(Lactuca sativa)였다. M. incognita에는
저항성이나 M. arenaria에는 감수성인 것은 십자화과의
케일(B. oleracea) cv. 맛짱, 콜라비(B. oleracea var.
gongyloides) cv. 적콜라비, 치커리(C. intybus) cv. 적치커
리였다. 두 종류의 뿌리혹선충에 모두 저항성인 것은 치
커리(C. intybus) cv. 슈가로프, 구루모, 통콘네로네(radichio
treviso), 십자화과의 케일(B. oleracea) cv. 만추콜라드, 슈
퍼맛짱 브로콜리(B. oleracea italica), 잎브로콜리(B. oleracea
var. botrytis italiana), 꿀풀과(Lamiaceae)의 차즈기, 들깨
였다. 2종류의 뿌리혹선충에 모두 저항성인 채소류는 뿌
리혹선충이 감염된 시설재배지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저
항성 윤작작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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