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아스파라거스(Asparagus officinalis L.)는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온대성 채소로 전 세계에 약 300종이 알려져 있

으나 일부만 식용으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주로 관상용이나 재배종 품종 육성에 이용되고 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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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plant extracts were used to select effective organic components against four major asparagus 

fungal diseases caused by Poitrasia circinans, Botrytis cinerea, Fusarium oxysporum, and 

Stemphylium vesicarium. Primary screening results using the disk diffusion method revealed 

antifungal effects of the extracts of cloves, mixed extracts of coptis chinesis and rhubarb, and 

grapefruit seed, bower actinidia, and purple coneflower. The extracts of cloves and grapefruit + 

Dahlia + chrysanthemum showed about 79.4% and 78.2% inhibition P. circinans growth at low 

concentrations of 500 ppm, respectively. Clove extracts were the most effective against B. cinerea

and F. oxysporum at 500 ppm, with 86.2% and 59.7% reduction in growth, respectively. S. 

vesicarium was found to be effectively inhibited by about 80% at 500 ppm by all the four plant 

extracts. The grapefruit seed + bower actinidia + purple coneflower extract reduced P. circinans

conidiation by 89.0% at 500 ppm. Clove extract showed an excellent reduction in F. oxysporum

conidiation by 94.3% at 500 ppm. These results provide basic data for biologically controlling 

major fungal diseases of asparagus using plant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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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특히 다량의 아스파라긴산이 함유되어 피로회복 및 숙취 해소에 탁월하다. 그

리고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폴리페놀 성분과 스테로이드 사포닌 계열의 식물성 스테롤 등 기능성 성분들은 각종 항암, 

항산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5). 아스파라거스의 재배는 파종 후 3년까지 뿌리 양성 기

간이 필요한데 수확 기간은 15년 정도로 긴 기간에 수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장기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식

물병으로부터의 관리가 중요하다. 국내 아스파라거스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인 Poitrasia circinans에 의한 꽃썩음병

(fruit and blossom rot), Botrytis cinerea에 의한 잿빛곰팡이병(gray mold), Fusarium oxysporum에 의한 줄기썩음병

(crown and root rot), Stemphylium vesicarium에 의한 자색반점병(purple spot) 등이 있다. 2019년 최근 들어 아스파

라거스 병해충 관리를 위한 농약이 등록되기 시작했으나, 아직 등록되지 않은 병해도 있어 재배 농가에서는 이러한 식

물병 방제를 위하여 등록되지 않은 살균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국내 농업여건의 변화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흐름에 따라 80년대 이전에는 다수확, 90년대에는 고품질, 

그리고 이후에는 식품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친환경을 위한 농업으로 변화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

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일컫는데, 무농약농산물과 유기농산물 두 가지로 구분된다. 무농약농산물

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3분의 1 이하로 사용한 것이며, 유기농산물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무농약과 유기농 인증면적은 각각 연평균 약 28% 

이상 증가하였다. 2017년 기준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1조 3,608억 원으로 향후 연평균 5.8% 성장하여 2025

년에는 2조 1,3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Jung et al., 2018).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더불어 유기농자재 시

장도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2019년 3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1,654개 유기농자재가 

등록되어 있다. 유기농자재의 종류에 따라서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병해 및 충해관리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유

기농자재의 원료 종류에는 광물질, 미생물, 식물추출물 등이 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스파라거스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산 아스파라거스는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일본 수

출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가 많은 대만, 호주 등에 시험수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합성농약의 장기간 무분

별한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농약잔류 문제로 수출대상국에 따른 검역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물추출물은 과거부터 향신료 및 식용식물 그리고 한약재 등에서 항균성을 갖는 것이 알려져 왔으며, 현대에 

이르러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로 식물에서 추출한 타감화합물(allelochemical)에 의한 항균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Park et al., 2005). 유기농자재로 등록된 식물추출물의 종류에는 차나무, 대황, 목초액, 자몽종자, 황련, 정향나무, 계

피오일, 목초액, 미파자오일 등이 있으나, 이들의 보고된 항균작용은 주로 세균성 병원균(Lee et al., 2004; Lim and 

Kim, 2003)이나 동물 병원성 곰팡이(Kong et al., 2001; Park and Kim, 2006)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

내 등록된 식물추출물 유기농자재를 선발하여 아스파라거스 주요 병원성 진균들에 대한 항진균 활성을 검증하여 아

스파라거스 재배에서 합성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유기농자재를 선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아스파라거스 주요 병원균 및 식물추출물 선정

본 연구에 사용된 아스파라거스 주요 병원균은 2017－2018년도 강원도 춘천과 양구 아스파라거스 재배지역에서 

직접 분리하여 18s rRNA 및 기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동정된 균주를 사용하였다. 아스파라거스 주요 병원균 4종 중 

F. oxysporum과 S. vesicarium은 Shin et al. (2018)과 Han et al. (2019)에서 사용한 균주를 사용하였다. P. circinan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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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inerea는 같은 방법으로 분리하고 동정한 균주를 사용하였다. 식물추출물 유기농자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http://organicpro.enviagro.go.kr)을 이용하여 국내 등록된 병해 및 병충해관리용 식물추출

물을 자재로 이용한 제품을 분류하여 선정하였다.

디스크 확산법에 따른 식물추출물 선발

PDA (potato dextrose agar, difco) 배지에서 5일 간 키운 각 병원균의 균사 끝부분을 코르크보러를 이용하여 4 mm 

agar plug로 떼어내어 새 PDA배지 한 가운데 접종하였다. 이 후 25°C에 광조건 16시간, 암조건 8시간의 배양기에서 

3일 동안 배양한 후 각 유기농자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한 paper disk에 식물추출물 유기농자재 원액을 20 ul 씩 접

종하여 5일 동안 추가 배양하여 paper disk와 균사 끝 부분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식물추출물의 병원균 균사 생장억제효과 검정

아스파라거스의 주요 병원균에 대한 효과가 우수한 식물추출물 유기농자재 원액을 PDA배지에 3가지 농도(500 

ppm, 1,000 ppm, 2,000 ppm)로 식물추출물을 함유한 배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양한 병원균의 

agar plug를 배지 한 가운데 올려놓고 8일 간 배양한 후에 균사생장 억제 정도를 아래와 같은 식 (1)로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균사생장억제율(%) = (무처리구 - 처리구 / 무처리구 균사길이) × 100 (1)

식물추출물의 병원균 포자생성 억제효과 검정

아스파라거스 주요 병원균의 포자생성 억제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배지를 6-well plate에 

분주하였다. 배양한 병원균 agar plug를 배지 가운데 접종하고 각 병원균별로 6-well plate에 끝까지 다 자라서 포자를 

생성하는 접종 후 6일 차에 멸균수 5 mL을 넣고 e-tube 끝으로 긁어내어, 포자 현탁액에서 혈구계산판(hemocytometer)

을 사용하여 포자수를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결 과

디스크 확산법에 따른 유기농자재 선발

디스크 확산법은 세균의 항생제 감수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항생제가 포함된 디스크를 배지에 올려두면 디스크 

주위로 항생제 성분이 확산한다. 병원균이 항생제 감수성을 가질 경우, 항생제 성분이 특정 농도 이상인 부분에서 생

장이 억제되어 고리 모양의 억제 영역을 관찰할 수 있다.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여 아스파라거스 병원성 진균이 접종

된 배지에 식물추출물 유기농자재를 함유한 디스크를 놓고 1차 스크리닝을 수행하였다(Fig. 1). 그 결과 4종의 병원균

에서 모두 균사생장 저지효과를 나타낸 것은 정향나무, 황련 + 대황, 자몽 + 다래 + 드린국화 추출물에서 효과를 보였

다. 그리고 P. circinans와 F. oxysporum은 계피오일 + 차나무 추출물에서도 비교적 우수한 효과를 보였으며, S. 

vesicarium은 다른 병원균과 다르게 황련 추출물에서도 강한 저지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우수

한 효과를 나타낸 식물추출물을 선발하고 다음 연구를 수행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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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lection of plant extracts by disk diffusion against major asparagus diseases. C shows no treatment; see table 1 

for respective values.

Table 1. Selection of plant extracts by the disk diffusion method for four asparagus pathogens

No. Contents (%)
Poitrasia 

circinans

Botrytis 

cinerea

Fusarium 

oxysporum

Stemphyillium 

vesicarium

1 대황(Rhubarb) 92% + 피마자오일(Castor oil) 3%  -1) - - -

2 차나무(Tea plant) 10% + 피마자오일(Castor oil) 22% - - - -

3 영릉향(LysimachiaeFoenum-GraeciHerba) 5% - - + +

4 계피오일(Cinnamon oil) 28% + 차나무(Tea plant) 25% +++ - +++ +

5 자몽종자(Grapefruit seed) 10% + 다래나무(Bower actinidia) 30% + 

드린국화(Purple coneflower) 5%

+++ ++ +++ +++

6 차나무(Tea plant) 25% + 계피(Cinnamon) 5% ++ + - ++

7 정향나무(Clove tree) 70% +++ +++ ++++ ++++

8 소프넛(Soap nut) 40% + 계피오일(Cinnamon oil) 20% + + ++ ++

9 황련(Coptischinesis) 80% + + ++ +++

10 황련 + 대황(Coptischinesis, Rhubarb) 7% ++++ ++++ ++++ +++

1)Determined by measuring the average diameter of the clear zone of inhibition: +, < 5 mm; ++, 6–10 mm; +++, 11–15 mm; ++++, > 15 mm.
2)Selected plant extracts are marked in bold.

유기농자재의 병원균 균사 생장억제효과

각 병원균별로 선발된 식물추출물 유기농자재의 농도에 따른 균사 생장 억제효과를 알아보고자 농도별로 첨가된 

배지에 병원균을 접종하고 균사 생장 억제율을 측정하였다(Fig. 2). 그 결과 P. circinans에서는 정향나무와 자몽 + 다

래 + 드린국화 추출물은 낮은 농도의 500 ppm에서도 각각 79.4%와 78.2%로 우수한 균사 생장 억제율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두 식물추출물을 포함하여 계피오일 + 차나무와 황련 + 대황 추출물은 2,000 ppm에서 약 90% 이상의 균사 생

장 억제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 cinerea는 가장 효과가 우수한 것은 정향나무 추출물로 500 ppm에서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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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수한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2,000 ppm에서는 황련 + 대황 추출물도 100%로 완전히 균사가 생장하지 

않는 것이 관찰되었다. F. oxysporum에서도 정향나무 추출물이 500 ppm에서 59.7%로 가장 억제효과가 좋았으며, 

2,000 ppm에서는 정향나무와 황련 + 대황 추출물이 각각 77.4%와 78.5%로 균사 생장 억제효과가 우수하였다. 마지

막으로 S. vesicarium은 500 ppm에서 4종류 모두 80% 이상의 우수한 균사 생장 억제효과를 보였으며, 2,000 ppm에

서는 약 90%의 균사 생장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 4종의 병원균에 따른 식물추출물 유기농자재의 감수성

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체적으로 정향나무 추출물이 낮은 농도에서도 가장 우수한 균사 생장 억제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2. Inhibition of mycelial growth of major pathogens of asparagus by plant extracts.

유기농자재의 병원균 포자 생성억제효과

대부분의 진균은 포자를 생산하여 바람이나 비에 의해 병을 퍼뜨리는 생활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발된 식물추

출물 유기농자재를 이용하여 병원성에 중요한 인자인 포자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지 in vitro에서 포자생성을 유도하

기 쉬운 P. circinans와 F. oxysporum 2종을 이용하였다(Fig. 3). 그 결과, P. circinans는 500 ppm의 자몽 + 다래 + 드

린국화 추출물에서 89.0%의 우수한 포자 생성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2,000 ppm을 첨가한 배지에서는 계피오일 + 

차나무, 정향나무, 자몽 + 다래 + 드린국화 추출물에서 각각 98.9%, 96.5%, 93.9%를 나타내어 포자생성을 대부분 억

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oxysporum은 정향나무 추출물이 500 ppm에서도 94.3%의 포자생성 억제율을 나타내어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2,000 ppm에서는 황련 + 대황, 정향나무, 자몽 + 다래 + 드린국화 추출물에서 각각 

99.4%, 97.7%, 86.8%의 높은 포자생성 억제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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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hibition of conidiation of two pathogens of asparagus by plant extracts.

고 찰

화학 비료나 농약의 사용에 크게 의존하는 농업은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로 인한 농약 잔류, 토양의 

황폐화,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생태계에 해가 적고, 안정적으로 병

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생물농약의 개발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im, 2015). 생물농약은 동물이나 식물, 미

생물, 광물질 등 천연물을 통해 얻어진 산물 또는 특정 물질로 700종류 이상의 사용 가능한 활성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다양한 식물 소재를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식물의 2차 대사산물로 페놀, 알카로

이드, essential oils, terpenoids, phytoalexin 등이 있으며, 제충, 제초, 항균활성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ntrell et al., 2001; Cho and Shin, 2004; Moon et al., 2004; Van Peer et al., 1991).

아스파라거스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충남, 전북, 제주도 등지에서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수한 국내 아스파

라거스의 수출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등록 시판중인 유기농자재 중 다양한 단일 및 혼합 

식물추출물을 선정하여 아스파라거스 주요 병원균에 적용할 수 있는 유기농자재를 선발하고자 하였다. 10종류의 식

물추출물 유기농자재의 디스크 확산법에 의한 아스파라거스 주요 병해 4종에 대한 스크리닝 결과 감수성 정도는 차이

가 있었지만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정향나무, 황련 + 대황, 자몽 + 다래 + 드린국화 추출물에서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단일 추출물로 볼 때 황련 + 대황 추출물에 비교하여 대황 + 피마자오일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아 황련추출물에 의한 효과이거나 두 추출물의 시너지효과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

된 계피 또는 차나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유기농자재는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병원균마다 감수성에 차이를 보였다. 이

것은 혼합물의 성분 함량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추출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출물

을 제조할 때 일반적으로 각각 극성이 다른 물, 메탄올, 알코올 또는 석유 에테르 등의 사용이 가능하며, 추출 조건에 

따라 항균활성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Lee et al., 2004).

본 연구에서 가장 균사생장 및 포자 생성 억제에 가장 우수한 정향나무 추출물의 항균활성은 Escherichia coli, 

Staphylococcus aureus. Salmonella typhimurium, Pseudomonas aeruginosa 등 세균에 항균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보고되었다(Lee et al., 2004). 그리고 정향나무와 계피오일로 Penicillium italicum에 의한 귤 푸른곰팡이병의 균사 

생장을 억제한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다(Anjum and Akhtar, 2012). 또한 P. circinans와 S. vesicarium에 효과가 좋

은 자몽 + 다래 + 드린국화 추출물에서 자몽 종자 추출물은 세균에 대한 항균활성 보고가 있으며, 그람 양성균에 대한 

높은 저해 활성을 보였다(Park and Kim, 2006). 또한 사람 피부에 칸디다증을 일으키는 Candida 종에 대한 항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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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밝혀졌다(Eslami et al., 2017). P. circinans와 F.oxysporum에 균사 생장 및 포자 생성 억제 효과를 나타낸 차

나무추출물은 식중독균과 효모 및 곰팡이 등에 항균활성을 가지며 항종양 활성 또한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Yoon et 

al., 2005). 드린국화 추출물은 효모 및 Candida 종에 대한 항진균 활성이 알려져 있으며, 

undeca-2E,4Z-diene-8,10-diynoic acid isobutylamide와 dodeca-2E,4E,8Z,10E/Z-tetraenoic acid isobutylamide의 

활성물질에 의한 것으로 연구되었다(Binns et al., 2000). 공통적으로 효과가 우수하였던 황련은 전통적으로 진정, 소

염, 항균 및 해열에 쓰이고 있으며, 주성분인 berberine은 강력한 항균작용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8). 대황 추출물은 phenol성 화합물인 2-methoxy-phenol, 4-vinyl-2-methoxy-phenol 등에 의한 식품위해성 미생

물에 대하여 항균효과를 갖는 것이 연구되었다(Lim and Kim, 2003).

본 연구결과는 아스파라거스 주요 병해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추출물 유기농자재의 균사 생장 및 포자 생성을 in 

vitro시험을 통해 억제효과를 검정하였으며, 이는 합성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생물농약의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며, 추가적으로 이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아스파라거스 포장시험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또는 결론

아스파라거스 주요 병해 4종(Poitrasia circinans, Botrytis cinerea, Fusarium oxysporum, Stemphyillium vesicarium)

에 대해 효과가 우수한 식물추출물 유기농자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시판중인 10종의 단일 및 혼합 식물추출물 유기농

자재를 선정하였다.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한 1차 스크리닝 결과 공통적으로 정향나무, 황련 + 대황, 자몽 + 다래 + 드린

국화 추출물에서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500, 1,000, 2,000 ppm의 농도에 따른 균사 생장 억제율을 측정한 결과, 

P. circinans에서는 정향나무와 자몽 + 다래 + 드린국화 추출물은 낮은 농도의 500 ppm에서도 각각 79.4%와 78.2%

의 억제율을 나타내었다. B. cinerea와 F. oxysporum은 정향나무 추출물 500 ppm에서도 각각 86.2%와 59.7%로 가

장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S. vesicarium은 유기농자재 4종 모두 500 ppm에서 약 80%로 효과가 좋은 것으

로 나타났다. 포자생성 억제효과는 병원균 2종을 이용하였는데, P. circinans는 500 ppm에서 자몽 + 다래 + 드린국화

와 정향나무 추출물에서 89.0%의 우수한 포자 생성억제효과를 보였으며, F. oxysporum은 정향나무 추출물이 500 

ppm에서도 94.3%의 포자생성 억제율을 나타내어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아스파라거스 주요 병

해를 생물학적으로 방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 사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사업(117035-03)과 2018년도 강원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인용문헌(References)

Anjum, T., Akhtar N. (2012) Antifungal activity of essential oils extracted from clove, cumin and cinnamon against 

blue mold disease on citrus fruit. pp.321-326.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lied Life Sciences. IntechOpen, 

London, UK.



김경수 외 / 아스파라거스 주요 식물병원성 진균에 대한 식물추출물의 항진균 효과 ∙ 71

Binns, S., Purgina, B., Bergeron, C., Smith, M., Ball, L., Baum, B., Arnason J. (2000) Light-mediated antifungal activity 

of Echinacea extracts. Planta Med 66:241-244.

Cantrell, C. L., Franzblau, S. G., Fischer, N. H. (2001) Antimycobacterial plant terpenoids. Planta med 67:685-694.

Cho, H. J., Shin, D. (2004) Antifungal activity of some essential oils and their major constituents on 3 plant pathogenic 

fungi. J Life Sci 14:1003-1008.

Eslami, H., Babaei, H., Mehrbani, S. P., Aghazadeh, M., Babaei, Z., Nezhad, S. K. (2017) Evaluation of antifungal effect 

of grape seed extract (GSE) on Candida glabrata and Candida krusei: in vitro study. Biomed Res 28:9163-9170.

Han, J. H., Shin, J. H., Fu, T., Kim, K. S. (2019) A new record and characterization of asparagus purple spot caused 

by Stemphylium vesicarium in Korea. Mycobiology 47:120-125.

Jung, H. K., Sung, J. H., Lee, H. J. (2018) 2018 Domestic and international current status of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market. 169:20.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im, E. H., Jang, Y. A., Kim, S. B., Kim, H. H., Lee, J. T. (2018) Antimicrobial, antifungal effect and safety verification 

using BCOP assay of extracts from Coptis chinensis. J Appl Biol Chem 61:297-304.

Kim, J. C. (2015) Trends of global biopesticide market and development of new biopesticides. The Korean Society of 

Pesticide Science 2015:42-50.

Kong, Y. J., Hong, G. P., Kwon, H. J., Hong, J. K., Park, B. K., Oh, D. H. (2001) Antimicrobial activities of Quercus 

spp. leaf ethanol extract against foodborne disease microorganism. J Food Sci Nutr 30:415-420.

Lee, J., Heo, B., Bae, J., Ku, Y. (2015) Comparison of plant growth, dormancy breaking, yield, and biological activities 

of extracts in four asparagus cultivars. Korean J Hortic Sci Technol 33:796-804.

Lee, O., Son, J., Jung, S. (2004) Antimicrobial activity of clove extract by extraction solvents. J Food Sci Nutr 

33:494-499.

Lim, M., Kim, M. (2003) Antimicrobial activity of methanol extract from Rheum tanguticum against food hazardous 

microorganisms and the composition of the extract. Korean J Food Cookery Sci 19:470-476.

Moon, J. S., Kim, S. J., Park, Y. M., Hwang, I. S., Kim, E. H., Park, J. W., Park, I. B., Kim, S. W., Kang, S. G., Park, 

Y. K., Jung, S. T. (2004) Antimicrobial effect of methanol extracts from some medicinal herbs and the content of 

phenolic compounds. Korean J Food Preserv 11:207-213.

Park, H. K., Kim, S. B. (2006) Antimicrobial activity of grapefruit seed extract. J Food Sci Nutr 19:526-531.

Park, S. M., Jung, H. J., Han, S. H., Yeo, S. H., Kim, Y. W., Ahn, H. G., Kim, H. S., Yu, T. S. (2005) Antifungal 

activity of extract from Xmthitim strumarium L. against plant pathogenous fungi. J Life Sci 15:692-695.

Shin, J., Han, J., Kim, K. (2018) Isolation of asparagus crown and root rot pathogen Fusarium oxysporum and 

evaluation of fungicides for disease control. J Agric Life Environ Sci 30:152-160. 

Van Peer, R., Niemann, G., Schippers, B. (1991) Induced resistance and phytoalexin accumulation in biological 

control of Fusarium wilt of carnation by Pseudomonas sp. strain WCS 417. Phytopathology 81:728-734.

Yoon, W. H., Choi, J. H., Lee, K. H., Kim, C. H. (2005) Antimicrobial and antitumor activities of seed extracts of 

Camellia sinensis L. Korean J Food Sci Technol 37:108-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