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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사항

1

1. 병해 방제
1) 바이러스병
담배 바이러스 병은 전 세계적으로 20여종이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주
로 담배모자이크병, 감자바이러스Y병, 오이모자이크병 등이 발생한다.
가) 담배 모자이크병(Tobacco Mosaic Virus, TMV)
- 증상
■ 담배 잎의 엽맥을 따라 진한 녹색과 엷은 녹색 또는 황색을 띤 얼룩반점(모자
이크 무늬)이 생기고 전체가 기형이 되면서 생장이 정체된다
■ 심하면 병반에 괴저(壞疽)가 생기고 조직이 죽게 된다
- 발병생태
■ 고추, 토마토, 가지 등 가지과 작물 및 잡초 등의 식물에 감염되며 이병식물
체와 건전식물체의 기계적인 접촉으로도 전염된다
■ 밭에 남은 병든 식물체 잔해 및 토양, 병든 담뱃잎으로 만든 제품담배 등을
통해 전염이 된다
- 방제법
■ 병 발생 포장은 윤작을 하거나 저항성 품종을 재배한다
■ 이병성 품종을 재배할 때에는 이식 시 분유 10%액(분유 1kg+물 10ℓ)에
이식 묘의 지상부를 담그거나 분무하여 묘의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도록 우유
처리 후 이식한다

[담배 모자이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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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자바이러스 Y(Potato Virus Y, PVY)
- 증상
■ 발병 증상에 따라 엽맥녹대계통( 脈綠帶系統)과 엽맥괴저계통( 脈壞疽系
統)으로 나누어진다
■ 엽맥녹대계통에 감염(感染)된 담배
생육에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없고 외관상으로는 건전주와 구분이 어렵다
건전주에 비해 하위엽 쪽이 일찍 황화현상(黃化現象)이 나타나고 성숙된
잎 같이 보여 일찍 수확하게 된다
담배 잎은 두께가 얇고 가뭄이 계속될 때에는 한낮에 위조(萎凋)증상이 나
타난다
■ 엽맥괴저계통에 감염된 담배
엽육 및 엽맥조직이 죽어 갈변(褐變)하며 잡아늘인 것처럼 잎이 뒤쪽으로
오그라들고 잎 전체가 시들어 죽는다
- 발병생태
■ 감자바이러스는 대부분의 가지과 식물들(꽈리, 소리쟁이 등 다년생 잡초 및
감자)에서 월동하고 특히 담배밭 인근에 감자가 재배 될 경우 바이러스가 진
딧물에 의하여 매개되므로 심한 피해를 가져온다
- 방제법
■ 담배가 이식되기 전에 담배밭 주위에 있는 기주식물을 제거한다
■ 감자밭 가까이에 담배를 재배하지 않도록 한다
■ 초기에 발생한 이병주는 빨리 제거하여 파묻는다
■ 보급된 저항성 품종을 재배한다
■ 매개충인 진딧물 방제는 공동방제로 철저히 한다

[감자바이러스 Y병에 감염된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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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이모자이크병(Cucumber Mosaic Virus, CMV)
- 증상
■ 잎 전체가 담록색 또는 담황색이 되며 녹색과 황색의 얼룩 반점무늬(모자이
크 무늬)가 생긴다
■ 담배모자이크병은 엽맥을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비하여 오이모자이크병은 엽
맥과 관계없이 잎 전체에 모자이크 무늬가 나타난다
■ 특히 새로 나오는 잎에 증세가 심하며 엽폭이 좁아지고 비틀어지는 등 여러
가지 기형이 나타나 생육이 억제된다
■ 병든 담배의 하위엽은 번개무늬 모양으로 갈색의 괴저(壞疽) 증상이 나타난다
- 발병생태
■ 화본과를 제외한 광범위한 기주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오이, 고추, 무우, 배추
등의 채소작물을 비롯한 60여종의 많은 식물에 병을 일으킬 수 있다
■ 다년생 기주식물에서 월동하고 자연상태 하에서는 대부분이 복숭아, 벚나무
등의 꽃눈에서 월동한 진딧물에 의해 담배에 전염된다
- 방제법
■ 담배밭 주변의 기주식물(주로 십자화과 및 가지과 식물)을 제거하고 이식 초
기에 이병주를 뽑아 묻거나 소각한다
■ 배추, 무우, 고추 등이 재배되고 있는 인근 포장과 공동으로 철저한 진딧물
방제를 실시한다

[오이모자이크병에 감염된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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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균병(細菌病)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담배세균성마름병( 枯病), 담배줄기속썩음병(空胴病),
들불병(野火病), 모무늬병(角斑病)등이 발생한다. 대부분이 토양에서 월동하여
다음 해에 전염원이 되는 토양전염성이고 약제방제가 어렵다
가) 담배세균성마름병( 枯病)
- 증상
■ 담배 뿌리의 상처나 자연개공부를 통하여 병원균이 침입, 감염되면 침입한
뿌리나 줄기의 도관부가 갈색으로 변한다
■ 병원균 침입 부위의 상단부에 달린 잎을 시들게 한다
■ 병이 진전되면 세균이 침입된 부위에서 상단부 쪽으로 담배의 줄기를 따라
흑갈색의 줄무늬가 생기며 이 부분을 자르면 도관부가 갈변되어 있고 손으로
누르면 우유 빛 세균액이 흘러나온다
■ 병이 더욱 진전되면 식물 전체가 시들고 고사한다
- 발병생태
■ 병원균의 생육적온은 15℃~34℃이므로, 이식후 지온이 20℃이상 상승되는
5월 하순경부터 시작되며 30~35℃의 고온이 유지되면 급속히 진전되어 위
조증상이 나타난다
■ 토양 중에서 월동, 생존하는 토양전염균으로 땅속에서는 5~8년간 생존하고,
물 속에서는 약 3개월간 생존한다
■ 토양 중에서는 수분과 함께 이동하며 가뭄 후에 큰 비가 올 때 많이 발생될
수 있다
- 방제법
■ 발병이 심한 포장은 고추, 토마토, 참깨, 가지, 감자 등이 아닌 콩과나 화본
과 작물로 윤작하거나 저항성 품종을 재배한다
■ 다른 포장으로부터 지표수(地表水)의 유입( 入)을 막고, 발병 가능성이 있는
포장에는 가뭄에도 물을 대지 않도록 한다

[담배 세균성마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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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배줄기속썩음병(空胴病)
- 증상
■ 강우가 계속될 때 담배의 지상부에 생긴 상처(순지르기, 곁순따기 등)를 통해
침입하여 담배줄기 속이나 엽맥을 썩게 한다
■ 발병 후에 강우를 동반한 흐린 날이 계속되면 2~3일 이내에 담배 전체가 썩
어 흘러내리고 심한 악취를 내며 시간이 지나면 담배 줄기의 속이 비게 되어
섬유질만 남는다
- 발병생태
■ 병원균의 생육적온은 27~30℃이며 최저온도는 0℃, 최고온도는 32~40℃
로 평균기온이 10℃이상일 때 강우가 계속되면 언제나 발병 가능성이 있다
■ 이병식물의 잔해, 월동잡초 및 기주식물의 근권토양 15㎝이하의 심토(心土)
등에서 월동률이 높은 토양전염성 세균으로 대부분의 토양에서 검출된다
- 방제법
■ 가을갈이와 봄갈이를 통해 심토를 혹한 및 햇볕에 많이 노출시켜 토양중 병
원균의 밀도가 감소되도록 한다
■ 밭에 남아있는 기주 및 담배식물체 잔해는 가능한 빨리 썩어 분해 되도록 한다
■ 질소비료의 과용을 피하고 순지르기 및 곁순방제는 맑은 날에 한다
■ 순지르기 기구는 살균 소독하도록 한다
■ 순지르기 후 장마 직전 또는 태풍 직후 1회에 한하여 농용 항생제 아그리
마이신수화제(Agrimycin) 1,000배액을 살포한다
■ 발병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강우 중에는 약체처리 효과가 없다

[담배 줄기속썩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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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곰팡이병(眞菌病)
주로 발생되는 곰팡이 병은 묘상기에 모잘록병(苗 枯病), 탄저병(炭疽病)과
본포기에 역병(疫病), 시들음병(萎凋病), 흰가루병(白粉病), 붉은별무늬병
(赤星病) 등이 발생된다
가) 역병(疫病)
- 증상
■ 유묘의 병징은 땅가 줄기(地祭部)에 병원균이 침입, 감염되어 줄기가 흑갈색
으로 썩는다
■ 본포에서는 배토시에 생긴 상처로 병원균이 침입하며 검고 무른 병반이 생기
고 줄기가 썩어 식물체가 갑자기 시들게 된다
■ 발뢰기 이후에는 땅에서부터 담배줄기가 암갈색으로 썩어 올라가며 시들고
병든 담배의 줄기를 세로로 쪼개면 흰색 곰팡이가 자라 줄기 속이 마르고 원
판 모양의 대나무속 같은 가로 격막이 생긴다
- 발병생태
■ 역병균은 주로 난포자나 후막포자의 형태로 토양 또는 이병 식물체조직 속에
서 월동하는 토양 전염성 균이다
■ 병원균의 생육온도는 10℃~36℃이며 발병적온은 25℃~32℃이다
■ 대체로 5월 중순 이후부터 발병이 시작되어 수확기까지 발병된다
- 방제법
■ 저항성 품종을 재배한다
■ 방제 약제로는 리도밀(Metalaxyl)수화제 2,000배액을 담배포기당 200㎖씩
이식 및 배토시에 토양에 관주 처리한다
■ 최근 메타락실수화제(Metalaxyl)약제에 대한 저항성 균이 발생하여 약제 처
리 후에도 발병되며, 이런 포장은 옥사딕실엠수화제(Oxadixyl +
Mancozeb, 상표명 : 산도판), 디메쏘모르포·만코지수화제(Dimethomorph
+ Mancozeb, 상표명 : 포룸만) 등의 약제로 대체 사용한다

[담배 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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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들음병(萎凋病)
- 증상
■ 병원균이 침입하면 도관조직 전체가 병원균이 분비하는 효소작용에 의하여
갈색으로 변색되고 수분 이동이 막히게 된다
■ 침입된 부위 쪽으로 담배가 시들고 비틀어지며 점차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서
서히 황변되며 말라죽는다
■ 침입된 부위에서 상단부 쪽으로 담배의 줄기의 목질부가 흑갈색(초콜릿색)으
로 변색되어 줄무늬가 생긴다
■ 이와 같은 변색은 담배세균성마름병( 枯病)의 병징과 매우 유사하다
- 발병생태
■ 생육적온은 24~30℃이며 7℃이하 또는 35℃이상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 이 병원균은 토양에서 생존력과 적응력이 강한 토양전염성 균으로 휴면중인
후막포자는 1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담배 생육기에 고온(28~31℃)에서 병의 진전이 빠르고 기온이
낮으면 발병이 거의 없다
■ 토양선충의 밀도가 높은 포장에서 발병이 심하다
- 방제법
■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포장은 윤작하거나 저항성 품종을 재배한다
■ 토양 훈증제 처리를 제외하고는 효과적인 방제 약제가 없다

[담배 시들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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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흰가루병(白粉病)
- 증상
■ 습하고 흐린날이 계속될 때 햇볕이 잘 들지 않는 하위엽에서 부터 밀가루
같은 흰 가루가 덮이기 시작한다
■ 심하면 잎표면 전체가 흰 가루로 덮이고, 일찍 황변되면서 시들어 말라버린다
- 발병생태
■ 포자가 발아하여 담배 식물체의 표피를 뚫고 흡기(吸器)를 세포 속에 박아
영양분을 흡수하여 생장한다
■ 담배의 조직 또는 잡초에서 자낭각(子囊角) 또는 균사의 형태로 월동하여
다음해에 전염원이 된다
■ 발병은 온도 16~24℃, 습도 60~75%에서 잘 된다
■ 특히 일조시간이 적고 질소 시비가 많은 담배밭의 그늘진 부분에 발병이
심하다
- 방제법
■ 휴주간거리를 충분히 넓혀 수광 및 통풍이 좋게 한다
■ 발병시에 벤레이트수화제, 지오판수화제, 산코유제 등을 중하위 엽면에
고루 뿌려준다
■ 2회 이상 약제 살포시에는 약제 저항성균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단일
약제를 계속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담배 흰가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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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붉은별무늬병(赤星病)
- 증상
■ 수확기에 이른 성숙된 담배잎의 표면에 갈색의 원형에 가까운 반점이 생기고
점차 커지면서 병반내부에 나무의 나이테처럼 생긴 흑색 윤문( 紋)이 생기
며 병반 주위에 황색의 무리가 생긴다
- 발병생태
■ 병원균은 분생포자(分生胞子)가 담배의 표면에 접촉, 발아하여 침입균사를
내고 담배의 표피를 직접 뚫거나 기공(氣孔)을 통해서 침입한다
■ 담배 순지르기기 이후에 비가 자주 내려 습하거나 이슬이 잘 맺히는 날씨가
계속되면 심하게 발병한다
■ 발병온도는 16~31℃이며 최적온도는 20~25℃이다
■ 같은 지역에서도 질소 시용이 과다한 포장에 발병이 심하다
- 방제법
■ 수확 후 이병 잔간주를 제거하여 소각하거나 파묻고 일찍 정지작업을 실시한다
■ 질소의 과다시용을 피하고 8월 중순까지 수확이 끝나도록 조기이식 한다
■ 발병 포장은 자주 수확하여 피해를 줄이고 발생이 심한 포장에서는 저항성
품종을 재배한다
■ 방제약제로는 포리옥신수화제(Polyoxin B) 800배액을 1주일 간격으로 2회
정도 살포한다
■ 2회 이상 살포 해야할 때는 약제에 대한 저항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담배 붉은별무늬병]
Ⅴ. 병해충 피해 및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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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충 방제
1) 거세미나방류
■ 주로 담배 이식 직후부터 6월 상순까지 지면
가까운 부분 줄기를 갉아 넘어뜨림
■ 피해가 적으면 피해주 주변의 흙을 파서 잡아
죽이고, 심하면 줄기 주변에 유제나 수화제를
관주
거세미나방류 피해

2) 담배나방

담배나방 피해

■ 처음에는 담배잎에 구멍을 뚫지만 나중에는
주맥만 남기고 먹어치움
■ 유충은 보통 어린잎을 좋아하지만 씨다래가
맺히면 미숙종자를 즐겨 먹음
■ 피해가 적으면 유충을 잡아죽이고, 심하면 약
제를 처리

감자나방 피해

■ 부화 유충이 잎의 표피를 뚫고 들어가 잎살
을 먹고 나중에는 표피만 투명하게 남게되므
로 속에 있는 유충이 보임
■ 방제법으로 수확 후 담배 잎과 줄기 등 잔재
물을 철저히 제거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약제
를 처리

3) 감자나방

4) 진딧물류
■ 진딧물류는 그을음병을 유발하고 PVY나
CMV 같은 바이러스병을 매개
■ 주로 연한 잎이나 줄기에 기생
■ 방제를 위해서는 담배포장으로의 침입과 포
장 내의 이동을 막도록 약제를 처리
진딧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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