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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사항

1

1. 황 색 종
1) 잎의 성숙 및 숙도판별
■ 숙도판별은 잎의 성숙징후를 보아 판단하고, 완숙엽을 수확한다
[잎의 성숙 징후]
녹색이 가시면서 엽선부가 다소 갈변되는 상태
대공과 잎의 각도가 커지며, 잎끝은 아래로 처짐
솜털이 없어지고 수지 분비량이 많아져 잎이 끈적거리고 광택이 있음
잎을 딸 때 맑은 소리를 내며, 잎자루 부분에 껍질이 붙지 않고 잘 떨어짐
담배 대공이 굳어져 잘 휘어지지 않음
■ 성숙과 이화학성 변화
성 분

미 숙

적 숙

과 숙

엽록소(㎎)
전질소(%)
단백태 질소(%)
니코틴(%)
니코틴/전질소 비
전당(%)
전분(%)
가용성 탄수화물(%)
풋내
전분/엽색 분해효소

1.59-1.87
3.38
2.47
0.73
0.21
10.10
5.50
15.54
많음
적음

0.58-1.04
2.31
1.82
2.22
0.96
5.80
21.50
27.30
다소 있음
보통

0.48-0.55
2.02
1.19
3.16
1.56
8.40
24.22
32.65
적음
많음

2) 수확시기 및 요령
■ 첫 수확은 엽선부에 갈변징후가 있을 때 착수
■ 땅깔잎 2~3매는 수확하지 않음
■ 중·본엽은 10일정도 늦추어 수확
■ 상위엽 몰아따기는 2회(1회 3매 수준)로 나누어 수확
■ 어떤 경우든 역수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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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엽손질 및 엽편(잎엮기)
■ 잎엮기를 하기 전에 엽소질이 다른 잎을 가려내는 선별작업 시행
■ 착엽위치, 잎의 크기, 성숙도(미숙, 적숙, 과숙)별로 분류
■ 정상엽, 비정상엽(이상엽 및 특수엽) 및 병해엽 등으로 구분
■ 엽소질이 같은 것끼리 모아 잎엮기 시행
■ 엽편기 당 잎엮기 기준량 및 건조실 크기별 발달량을 준수
4) 발달기
가) 벌크건조기 크기별 발달기 기준량
평 형

엽편기

개수

엽편기 당 생엽량
중·하엽

본·상엽

(개)

6.0평형

2.5평형

건 조 량
중·하엽

본·상엽

평균

(Kg)

행거

172

12~`15

15~17

290~360 360~410

365

랙크

120

30~35

30~35 380~530 500~590

500

행거

72

12~15

15~17

120~150 150~170

152

랙크

50

30~35

30~35 160~220 210~250

210

나) 발달기 시 유의사항
① 건조시설별 표준량을 준수한다
② 엽편기와 벽사이 및 엽편기와 엽편기 간 틈새가 없도록 균일하게 단다
③ 하단에는 과숙엽이나 병해엽 및 상대적으로 하위엽인 것을 단다
④ 상단에는 숙도가 덜 진행된 것이나 상대적으로 상위엽인 것을 단다
⑤ 엽편기 개수가 모자랄 때는 상단에 표준개수, 하단은 등간 거리로 한다
⑥ 마지막에 단 엽편기와 문 사이에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기준량을 초과한 발달기가 잎담배 품질에 미치는 영향
열풍순환 장애로 편평엽 발생률 증가
건조엽 색상이 상대적으로 엷어 레몬화 됨
평형수분이 낮고 부스러짐성이 높아짐
단계별 건조진행 지연으로 건조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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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비황변

[예비황변(하우스)]

[예비황변(예비황변실)]

가) 목적(효과)
① 당함량 감소 및 건조실 이용률 증대
② 노동력 배분 및 연료비 절감(30% 정도)
③ 되푸러짐,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품질저하 방지
나) 방법
① 엽편기에 잎을 엮고 10~15cm 간격으로 단다
② 직사광선 및 지습이 방지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주간 34℃, 야간 25℃를
유지(엽온 40℃이하)하여 48시간정도 실시
③ 급격한 탈수를 피하며 어깨가 처지고 주맥이 연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실시
④ 예비황변된 잎의 건조진행은 5시간이상 황변을 조절하고 건조경과에 따라 자동
건조 표준 프로그램에 준함
6) 건조 중 잎담배의 이화학성 변화
가) 잎의 형태변화
① 건조후 잎의 수축율은 엽장과 엽폭이 각각 약 20%, 엽면적이 35% 정도, 엽후
( 厚)가 약 50% 정도
② 주맥은 장축(長軸)방향이 약 5%, 직각방향은 약 50% 정도로 주맥이 S자형으로
구부러지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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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용성분의 변화
- 변화과정(고분자 화합물 → 저분자 화합물)
호정(糊精)

전분

포도당

맥아당
Amylase

각종효소
자당(蔗糖)

단백질

각종효소

Saccharase

과당(果糖)
포도당

아미노산

Protease

클로르겐산
Rutin

갈색 색소

효소, Polyphenol oxidase

Pectin

탄산가스
+
물

유기산

펙틴산+메칠알콜

Pectase

Nicotine
기타 Alkaloid

일부휘산, 일부분해
(감소 적음)

- 건조 중 일반 화학성분 변화(%)
구 분 전질소 단백태질소 니코틴 전 분 가용성당 Lignin Pectin 전수지

고무질

건조전 1.51

0.87

2.17 25.70 4.41

4.10

2.46

3.11

2.41

건조후 1.63

0.81

3.28 4.40 19.60 3.71

2.20

2.59

1.83

- 건조 중 유기산 및 지방산 함량 변화(mg/g)
구

분

중 엽

본 엽

상 엽

건조전 건조후 건조전 건조후 건조전 건조후 건조전 건조후

유기산

38.4 87.2

40.7

73.0

37.4

52.2

48.9

43.6

지방산

11.2

9.7

11.8

10.9

9.4

11.0

9.0

품종 KF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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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휘발성 유기산은 능금산(Malic acid), 구연산(Citric acid), 수산(Oxalic
acid), 개미산(Formic acid) 등이 있으며 이중 구연산과 수산은 끽미를 나쁘
게 하고 능금산은 구수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지만, 함량이 높으면 매운맛을
나타냄
■ 지방산은 황변기에 많이 감소하며, 일반적으로 함량이 많을수록 향끽미는 양
호하고 향끽미 관련성분인 정유성분은 건조 중에 1/2정도가 감소하나, 색택
고정기와 주맥건조기의 조건에 따라 함량차이가 생김
- 휘발성 향기성분 변화
■ 향끽미 관련 주요 휘발성 향기성분에는 솔라논(Solanone), 다마스콘
(Damascone), 다마세논(Damascenone) 및 베타-이오논(β
-Ionone) 등이
있으며, 색택고정기 중기(45℃ 내외)에 발현되기 시작하여 53℃ 부근에서 최
고조에 달하고 이후 배습되는 습한 공기와 함께 점차 감소됨
■ 폴리페놀(Polyphenol)은 클로르겐산(Chlorogenic acid)과 루틴(Rutin)이
주성분이고 버어리종보다 황색종에서 함량이 많고 건조 중에 증가하며, 담배
연기의 맛과 향에 관련되어 품질과 정(正)의 상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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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 조
가) 벌크건조
■ 잎담배를 넣기 전에 건조실에 있는 건·습구 온도 감지장치의 물통에 물을 가
득 넣고 습구에 거즈를 싸서 물통에 담근다
■ 상단과 하단에 엽편기를 같은 개수로 채워 넣고 문을 닫는다
■ 전원스위치를 누르면 송풍기가 가동되고 현재상태 및 전압, 건구/습구, 경과시
간과 프로그램에 기억된 숫자가 표시된다
건조물 선택

01
선택번호
건조물
표준수량
(kg)
건조시간
사용방법

선택버튼을 누르면 표시부에 선택번호 숫자가 누
를 때 마다 순서대로 나타난다

선택

1
2
3
4
5
6
7
8
9
10 11
하엽 하중엽 중엽 중본엽 본엽 본상엽 상엽 고추 표고 벼 예비
900 1,000 1,200 1,300 1,400 1,500 1,500 300 120 1,800
96

105

114

123 134 143 152

40

15

20

1. 건조물 선택버튼을 눌러 건조물을 선택한다
2. 운전버튼을 눌러 운전을 시작한다

운전 스위치를 누르면 건조물 선택 표시부 숫자 깜박임이 중지된다
송풍기, 배습기, 버너가 가동되면서 건조 1단계부터 진행된다
버너의 점화 등 건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지를 점검한다
■ 엽맥이 완전히 말라 건조가 끝나면 버너가 꺼지고 자동 온·습도 장치의 모든
표시등이 시작단계로 되돌아오고 송풍기만 가동된다
■ 건조기를 식히기 위하여 약 1시간 후 가동을 정지시킨다
■ 이상 경보시 조치사항
이상 고온/고습
이 상 경 고
○버 너
○배습기
○송풍기
● 이상 고온/고습

경보음이 울리고 이상고온, 고습램프
가 점등된다
부저정지를 누르고 이상이 해제되면
자동 복귀된다

이상 발생 후 30분정도 지나도 해제되지 않으면 물통에 물이 없는지 또는 거즈가 물통
에 잠겨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상 고온/고습은 건구온도 보다 5℃, 습구온도 보다 3℃이상 높을 때 경보음이 나고
이상 고온, 고습 램프가 점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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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너이상
이 상 경 고
●버 너
○배습기
○송풍기
○ 이상 고온/고습

경보음이 울리고 버너이상 램프
가 점등된다
버너에 부착된 녹색 리셋(Reset)
버튼을 누르면 복귀된다

■ 총 경과시간 확인
총 경과시간

부 저

생송풍

경과시간 표시부에 단계별 진행시간이 표시될 때 총 경과시간 버튼을 누르면
총 경과시간이 3초간
로 나타난다
■ 배습기 동작 표시
버 너

배 습 기

○

○자동 ○열림
○중간
○수동 ○닫힘

콘트롤 박스 내부의 배습기 2단 스위치는 (자동)-(수동)을 선택할 수 있고 이
상태는 자동, 수동 램프에 표시된다
배습문(흡입댐퍼)위치는 열림, 중간, 닫힘 램프에 표시된다
나) 신 벌크건조법
■ 신 벌크건조 프로그램(KF114, KF118 및 NC82)
황 변 기 : 기존의 단계별 승온(step건조)에서 건조시작 12시간 후인 건조
4단계부터 건구온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과시키나, 습구온도
를 35℃~38℃로 1시간 간격으로 12시간 변온 처리(cyclic건조)
색택고정기 : 풍량을 기존의 전 과정 133㎥/min.에서 건조 20단계 이후(건
구 45℃ 이후) 건조종료까지 송풍 모터의 전압 조절(220V→
115Ⅴ)로 순환 풍량을 조절(133㎥→110㎥/min)
주맥건조기 : 58℃이후 기존의 61℃ 3시간, 64℃ 3시간, 68℃ 15시간유지에
서 61℃ 5시간, 64℃ 5시간, 68℃ 11시간으로 변경
총 건조시간 : 기존 프로그램 대비 5시간 연장(본엽 125시간→ 1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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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프로그램 대비 개선효과
적색도(a) 증가로 오렌지색 발현율 증가
장각비율 증가 및 부스러짐성 감소
고급 지방산 및 향끽미 관련성분 함량 증가
■ 건조환경별 건조진행 및 이화학성 관계
구

74

분

건조 조건별 엽중 화학성분 및 품질

황변기

저온 : 황변이 충분히 되지 않아 건조비율은 높아지나 당
생성이 늦고 유기산 함량이 낮아짐
고온 : 황변기간이 다소 빨라지나 색택고정이 순조롭지
못하며,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짐
38℃, 85% RH 조건이 제일 양호

신장 조작

벌크건조시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나 기상이변에
의한 미숙엽의 수확 등 필요한 경우는 시행
중엽 : 12시간 경과 후 최고온도를 44~46℃로 조작
본·상엽 : 12시간 경과 후 최고온도를 46~48℃로 조작

색택고정기

초기탈수 촉진 : 평형수분이 낮고, 부스러짐성, 단백태질
소 및 전분함량이 높아짐
초기탈수 지연 : 적변엽의 발생이 많고 앞뒷면의 색차가
커짐

주맥건조기

승온이 빠르고 최고온도 지속시간이 길수록 당과 지방산
함량이 낮고 질소함량이 높으며, 앞뒷면의 색차가 크고
적변화 경향이 강함

발달량

죄어달기하면 평형수분율이 낮고 부스러짐성이 높아짐

송풍량

송풍량이 적을수록 당함량이 높고 질소화합물의 감소율
이큼
색택고정기 중기부터는 송풍량을 20%내외 감량하면 휘
발성 향기성분 휘산량이 10%정도 줄어듬
주맥건조기에 풍량을 50%감량하면 품질이 4%정도 향상됨
100㎥/min./8.3㎡의 풍량이 건조엽의 외관 품질 및 향
끽미 관련성분에 가장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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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조단계별 건조진행
■ 건조단계별 건조조작
- 황변기
하·중엽 36℃, 본·상엽 38℃로 하·중엽 35시간, 본·상엽 50시간정도
경과되면 황변이 완료되며, 자동 건조프로그램 장착으로 온·습도 및 배습은
자동 조절됨
- 색택고정기
온도 43℃에서 58℃까지 단계별로 2~3℃의 승온으로 7단계가 설정되어 있
으며, 엽분별로 50~60시간정도 경과하면 엽육건조가 완료됨
- 주맥건조기
58℃이후부터 68℃까지 단계별로 2℃의 승온으로 5단계가 설정되어 있으
며, 엽분별로 17~30시간 정도 경과하면 주맥건조가 완료됨
## 보급기종별 건조프로그램 ##

제작사 프로그램수

시작
온도

건조단계

건조시간

비 고
건구

습구 하엽 중엽 본엽 상엽

(hrs.)

(℃)
R
S
K
Y

4
정상엽분 4
비정상엽 3
정상엽분 4
숙도차이 3
정상엽분 4
비정상엽 3

32

17

8~9

87

108 125 135

30~32 20~21 8~11

90

120 134 150

86

100 130 130

신장과정별도조작
상엽신장과정도입
5단계까지변경불가
본·상엽,

36

14~15

8

미숙·장마엽
신장과정도입

34

17

9

103 120 135 146 신장과정별도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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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수엽과 이상엽
가) 특수엽의 발생원인과 증상 및 품질
- 적갈색엽(Mahogany leaf)

- 홍엽(Cherry leaf)

■ 증상 :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진행되고
농홍/담홍 얼룩이 있으며, 중엽은 담홍
색, 본·상엽은 선홍이나 적갈색
■ 원인 :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생, 주로 일조량
이 많은 점질 토양에서 재배된 잎담배
에서 발생
■ 품질 : 색상이 어두울수록 품질은 떨어지나,
니코틴이 적고 노르니코틴이 많으며,
당취가 있고 완화하며 구수한 맛이 있
어 품질은 좋게 평가
■ 증상 : 벚나무 열매색이고 비 탄력적인 박엽,
숙도는 좋지만 엽질이 취약하고 이취
가 있으며, 감미가 없는 끽미를 나타냄
■ 원인 :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생
■ 품질 : 저장 중 흑변경향 및 부서지기 쉬워
중급이하 평가

- 생리적 반점병엽
■ 증상 : 붉은색의 발생부위는 당 함량이 높고
구수하며, 탄력적이나 건조후 발병부
위의 엽육 탈락 경향
■ 원인 : 비 기생성이며, 생육초기인 4~5월경
기상환경(강우, 기압, 오존) 영향으로
발생
■ 품질 : 원료의 사용가치 면에서는 하위 등급
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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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상엽의 분류
- 비정상엽 : 급건엽, 열상엽, 고온장해엽, 편평엽, 녹색엽, 주맥부위 습상엽,
주맥부위 팽대엽, 습열상엽 등
- 부적격엽 : 스폰지엽, 평활엽, 회갈색엽, 회색엽, 이취엽, 과습엽 등
- 폐 기 엽 : 사청엽, 부패엽, 수해엽, 엽조직 부패엽, 엽맥부패엽 등

다) 건조중 병 발생엽
- 엽조직 부패엽(Web rot)
■ 원인 : 병원균(Rhizopus arrhizus Fisher)에 감염된 잎담배는 황변기에 급
격히 확산되며, 하단보다 상단에서 더 심함
■ 증상 : 감염부위는 갈변하여 우기 중에 무르고 채소 썩는 냄새가 나며 마르면
부서지고 잎자루부터 부패되어 흑갈색으로 변하며 수분이 많아 축축함
■ 품질 : 건조엽은 자극적인 냄새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
- 엽맥 부패엽(Vein rot)
■ 원인 : 병원균(Sclerotinia sclerotiorum (Lib.) de Bary)에 의해 포지에서
감염
■ 증상 : 줄기로부터 시작되어 주맥과 지맥으로 전염되며, 감염된 부위는 흰색
이나 밀짚색으로 나타남
■ 품질 : 건조엽은 자극적인 냄새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
- 엽선부 흑갈색 반점엽(Freckle rot)
■ 원인 : 병원균(Alternaria alternate)의 감염으로 포지에서 발생
■ 증상 : 엽선부에 머리핀에서 6mm정도 크기의 검은 반점이 생기며, 명상태에
서 적갈색, 암상태에서 흑색이고 빛을 받으면 병반은 투명해짐
■ 품질 : 엽선부가 적갈색이나 흑색으로 변색되어 중·하위등급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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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조 이상엽
- 편평엽(Flat leaf)
■ 원인 : 발달량이 많거나 엽간 공기흐름의 불
균일로 건조실내 풍속이 고르게 분포
되지 않을 때 발생
■ 증상 : 잎의 외관은 다리미로 다려 놓은 것 같
이 다소 탁한 색상을 띠며, 표면은 딱
딱하나 엽질은 연약하여 부서지기 쉬
운 형태
■ 품질 : 내용성분이 빈약하고 물리성이 떨어져
정상엽보다 낮게 평가
- 주맥부위 습상엽
■ 원인 : 주맥건조 중 급격한 온도하강으로
주·지맥속 수분이 이미 건조가 완료
된 엽육으로 스며든 후 건조종료
■ 증상 : 주·지맥부위의 색상이 흑갈색으로
물든 잎
■ 품질 : 주·지맥속의 수분이 엽육에 스며든
증상에 따라 다르나 심한 것은 품질이
극히 떨어짐

- 주맥부위 팽대엽
■ 원인 : 주맥 수분이 완전히 탈수되지 않은 불
완전한 상태로 건조완료
■ 증상 : 젤리(Jelly)모양으로 부드럽고 저장 중
주맥에 곰팡이가 발생
■ 품질 : 품질은 매우 불량하여 최하위 등급 또
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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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건엽
■ 원인 : 가뭄담배의 수확이나, 건조초기 과다 배습으로 탈수가 너무 빨라 효소
작용이 충분히 진행되기 전에 고온으로 급건된 경우에 발생
■ 증상 : 고온으로 급건된 잎으로 엽육에 청색이 끼어 있음
■ 품질 : 풋내가 나고 자극취가 있어 품질은 정상엽에 비해 낮게 평가
- 녹색엽(Greenish tobacco)
① 이청(Pale back)
■ 원인 : 질소과다엽, 미숙엽의 수확건조 및 황변부족 등이 원인
■ 증상 : 표면은 정상이나 이면에는 청끼가 잔존하고 주맥과 엽병부에 약간의
청끼가 있음
■ 품질 : 저장 중 청끼가 빠져서 색상은 정상에 가까우나 풋내가 나며 인화력,
보화력이 불량하고 끽미가 나빠 품질은 다소 떨어짐
② 저청(Bottom green)
■ 원인 : 건조실패, 미숙엽 수확 및 황변 부족 등
이 원인
■ 증상 : 표면일부 및 주맥에 청끼가 남거나 엽병
부에 약간의 청끼가 잔존하는 건조엽
■ 품질 : 저장 중 청끼가 빠져 정상색이나 연소성,
인화력이 낮아서 중위등급

③ 사청(Set green)
■ 원인 : 가리비료 부족, 질소과다엽, 되푸름엽, 한발 시 수확엽, 미숙엽 및 황
변 부족한 잎에서 발생
■ 증상 : 청끼가 조직 내부까지 잔존하여 저장중에 없어지지 않고 엽육이 조강
■ 품질 : 풋내와 자극취가 강하여 품질은 최하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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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상엽(Fire-killed leaf)
■ 원인 : 수확 후 직사광선에 의해 데워지거나
건조 중에 과도한 열로 탈수가 급격히
이루어졌을 때 발생
■ 증상 : 담배잎이 과도한 열로 데워진 녹색엽
형태
■ 품질 : 풋내, 자극취, 잡취가 있고 사용가치
가 적어 폐기나 최하위 등급

- 평활엽(Slick tobacco)

- 스폰지엽

■ 원인 : 과다밀식에 의한 일조부족과 시비량 부
족, 한발, 지나치게 높은 순지르기, 미
숙엽 수확, 장마로 인한 비분유실 등이
원인
■ 증상 : 엷은 담황색으로 표면의 20%이상이
가죽과 같이 매끄럽고 반들 반들하며,
잎은 미숙이고 두꺼운 비닐을 만지는
느낌
■ 품질 : 담황색으로 향끽미가 불량하고 이취가
심하며, 풋내나 신내가 나고 조직이
빈약하여 종이와 같고 인화력과 보화력
및 진충효과 불량
■ 원인 : 배습 불량한 미숙 후엽계에서 발생되
며, 세포사멸후의 효소 반응이 이상적
인 상태에서 좋지 않은 상태로 변화되
어 발생
■ 증상 : 회색이 전체나 부분적으로 퍼져 있어
탁하고 어두운 다갈색이거나 해면상인
잎담배, 갈반엽과 유사하나 갈반엽은
과숙엽에 발생
■ 품질 : 품질은 하급품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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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바램엽(Gray back)
■ 원인 : 질소비료의 과다흡수, 거름발 그침 상
태, 미숙엽 수확, 일조부족, 건조 중 황
변불량 등이 발생원인
■ 증상 : 잎 표면은 정상색상이나 이면의 해면상
조직이 거칠어 반사율이 크기 때문에
희게 보임
■ 품질 : 일반적으로 건조엽은 이취가 나고 끽미
가 불량

- 이취엽
■ 원인 : 건조과정 중 불완전 연소로 인한 냄새, 토양수분 오염이나 농약잔류로
인한 냄새가 잎담배에 스며듬
■ 증상 : 아황산가스나 수질오염 및 농약잔류에 의한 냄새
■ 품질 : 제품으로서의 사용가치가 없어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
- 수해엽
■ 원인 : 포지의 침수로 인한 치마름 현상으로
수확일정을 앞당겨 미숙엽을 수확하거나
건조과정 중 건조실 침수 등으로 발생
■ 증상 : 건조엽의 색상이 매우 불량하게 나타남
■ 품질 : 색상이 극히 불량, 하급 또는 폐기엽
으로 평가

- 우박 피해엽
■ 원인 : 생육 중 우박으로 잎이 탈락되었을 때
수확하면 잎담배가 미숙엽 상태로 건
조되므로 발생
■ 증상 : 잎 전체가 파열되거나 손상 상태로 건
조되어 건조 상태가 불량
■ 품질 : 손상상태로 품질이 매우 나빠 하위 등
급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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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장해엽
■ 원인 : 건조 중 부적절한 온습도 조절원인으
로 발생
■ 증상 : 적갈색을 띠는 건조엽은 앞·뒷면의
색상차가 크며, 조직이 거칠고 탄력이
없으며, 전질소 함량이 높고 당 함량
이 낮음
■ 품질 : 정상엽보다 낮게 평가하며, 중위등급
에 속함
- 고온 장해엽의 발생원인과 대책
단 계

원

인

대

책

황 변 기

비맞은 상태 그대로 건조할 때
배습이 불량한 상태에서 건조

황변초기 충분한 탈수 실시
배습과 승온을 동시에 실시

색택고정기

저온·저습 상태에서 색택고정기를
경과시킬 때

하·중엽은 53℃, 본,상엽은 55℃
이하에서 색택고정 완료

주맥건조기

고온·다습 상태에서 건조진행
70℃이상 고온으로 건조할때

이전단계에서 충분한 배습
68℃에서 주맥건조 완료

- 건조 중 이상의 원인과 대책
상

황

인

대

책

청건조

건조실에 틈새가 있다
순환시 바람이 샌다
발달량이 적다

새는 곳을 막아준다
흡기구의 틈새 점검
발달기 기준량 준수

갈색이나
흐린 색상

온도조작 부적정
배습 불량
배기된 습공기 재흡입

표준 온도의 상태에 따라 승온
발달량 준수 및 만황건조
배기관을 실외로 길게 빼줌

불균일한 발달기
풍향 및 배풍불량
숙도의 불균일

적정 잎엮기 및 발달기
풍향 및 배풍판 재조정
숙도별 잎엮기

노즐에 공기 과다 흡입
연통의 통풍력 부족
분무량 과다

버너 정지, 공기조절판 조절
연통 높이고 곡자관 확인
노즐교환

짝건조
착화시불꽃이
들어가지않고
나온다

82

원

표준연초재배

2. 버어리종
1) 잎의 성숙 및 숙도 판별
가) 적숙엽의 일반적인 성숙 징후
① 잎이 두꺼워지면서 잎 표면에 황반이 나타난다
② 줄기와 엽병과의 각도가 커지며, 위로 향하고 있던 잎이 점차 평평하게 되며 늘
어진다
③ 주맥은 백색을 나타내며, 하위엽일수록 현저하다
④ 토엽은 유백색으로 변하며, 엽선이 약간 갈변하기 시작한다
⑤ 줄기는 목화되고, 구부려 보면 휘어지지 않고 뻣뻣하다
⑥ 잎이 조강하게 되고, 주맥이 퇴색하며, 맑은 소리를 내면서 잘 부러진다
⑦ 모용이 탈락하고, 수지 분비량이 많아지며, 잎에 광택이 난다
나) 성숙과 내용성분의 변화
① 질소화합물은 감소하며 불용성이 수용성으로 전환
② 알칼로이드, 수지, 조섬유 등은 증가 / 단백질 및 탄수화합물은 감소
③ 전분 및 엽색 분해효소는 증가/ 자당을 분해하는 효소는 감소
④ RNA와 DNA량이 감소 / 아미노산과 phytohormone ethylene이 증가
⑤ 성숙된 잎은 엽록소가 40%까지 소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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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줄 말 림
가) 수 확
수확시기와 수확방법은 건조방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 줄말림 : 이식 후 65일(순지르기 후 10일 내외) 이후 수확
▷ 대말림 : 이식 후 75일 내외(순지르기 후 20일 내외)일 때 수확
① 줄말림 수확시기 및 요령
■ 이식후 65일 이후(순지르기 후 10일 내외)부터 시작되며 강우, 일조, 시비조
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수확횟수는 6~7회로 1회에 3~4매(하엽은 2~3매, 중엽은 3~4매, 본엽은
4~5매, 상엽은 5~6매)를 1주일 간격으로 수확함
■ 발뢰기에 하엽 2매를 수확하여 폐기함
② 수확엽의 숙도별 끽미 평가
숙 도

끽미평가

미 숙 엽
적 숙 엽
과 숙 엽

3
2
1

의

견

자극성이 강하고, 맵고 잡취가 있으며 뒷맛이 나쁨
순하고 부드러우며 뒷맛이 좋음
적숙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줌

③ 산지에서 미숙엽을 수확하는 이유
■ 장마나 태풍 전에 하엽 수확을 마치려는 습관(습관적인 조기 수확)
■ 논담배를 벼 재배를 위해 조기 수확
■ 역병, PVY, 입고병 등 이병주를 성숙으로 판단
■ 하엽을 조기에 수확하면 상엽이 충실해지는 것으로 생각
■ 습해나 한해에 의한 치마름 잎을 성숙으로 판단

[미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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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잎 선별 및 잎 엮기
① 잎 선별
■ 수확엽의 소질에 따라 건조 진행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 소질의 잎
끼리(착엽위치, 잎의 크기, 숙도, 엽육의 후박, 병해 유무 등) 선별
■ 잎 선별은 건조관리에 편리하고, 건조 후 조리가 매우 용이하며 건엽 선별시
간의 20~30% 정도 노력이 절감
② 잎 엮기 요령(수작업/ 엽편기/ 행거이용)
■ 선별한 잎은 표면은 표면끼리, 이면은 이면끼리 서로 맞보게 하여 한 잎씩 엽
병부 끝의 2cm 부위를 엮되, 잎이 작은 하엽이나 상엽은 두 잎씩 엮음
■ 1줄에 엮는 매수는 연승의 길이와 엽분에 따라 조정
다) 발달기 및 건조관리
① 발달기 (병해엽은 격리)
■ 달줄간격은 18~20cm (단, 장마가 예상될 때는 25~30cm)
② 건조관리 및 실제
버어리종은 자연조건에서 엽중 수분이 서서히 탈각하면서 내용성분이 분해, 생
성, 소실되어 이화학성이 증진되고, 갈색으로 고정하여 버어리종 고유의 특성을
유지 발휘하게 하는 것이 건조의 요점이다
[건조단계별 관리요령 및 잎담배의 변화]

건조단계

의

견

황변기

온도 30~32℃ / 습도 75~80%유지, 1일 10~15% 탈수
차광 및 환기 → 급건엽과 부패엽 방지에 주력
엽중 수분 40~50% 탈수 / 30% 갈변
단위엽면적중이 13~14% 소실
내용성분 분해 활발 : 고분자(불용성) → 저분자(가용성)

갈변기

온도 30~32℃ / 습도는 80% 유지(황변 후 7~9일 동안)
달줄 간격(6cm정도)조정 → 급건엽 방지에 주력(우기 : 외습방지)
엽중 수분 65~70% 탈수 / 1일 3~4% 탈수
세포사가 일어나며 / 단위엽면적중 : 2~3% 소실
내용성분 분해 - 저분자 물질의 분해 소실 및 생성
물리성 향상 및 향끽미 발현(갈변 후기부터)

주맥건조기

온도40℃ 이하 / 습도 70% 이하로 유지
엽중 수분 85% 탈수 / 1일 1~2% 탈수 / 서서히 건조
부패엽 및 백화엽 방지에 유의
탈수 건조기간 / 갈변후 10~15일 향끽미 발현 시기
단위엽면적중은 2% 소실 / 야간 및 우기에 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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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 말 림
가) 수 확
① 성숙주의 징후
■ 상엽이 완전히 개장하여 잎의 각도가 주야로 변하지 않는다
■ 줄기가 굳어져 약간 백색을 띄며, 상부는 농록색이 된다
■ 엽색은 황반을 나타내어 줄기색과 엽색이 구분된다
■ 미숙의 경우는 상엽의 엽병과 줄기의 각도가 낮에는 펴지고 밤에는 오므라든다
② 수확시기 결정요건
■ 잎의 성숙 : 강우, 고온 또는 비옥도에 따라 생육기간이 짧아질 수 있고, 생육
조건이 좋고 비옥한 토양에서 거름발 그침이 늦을 때 성숙이 지
연된다
■ 기상조건
강우 시는 2~3일 후에 실시(엽중 수분함량이 과다하지 않은 시기)
볕데임이 발생하기 쉬운 11시~15시는 약광이나 담천일이 좋음
③ 수확 시기
수확시기는 수량 및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시기결정에 신중을 기한다.
대베기 적기는 시비수준 및 비옥도에 따라 달라지나, 대체로
■ 비옥도가 중용지이고 표준시비일 경우는 순지르기 후 25~30일
■ 비옥지 또는 시비량 과다 경우는 순지르기 후 30~35일이 적기
④ 수확 방법
■ 성숙한 주부터 순차적으로 1~2회에 걸쳐 수확한다
■ 지면 가까이의 대를 베어, 대걸 때 아랫잎의 손상이 없도록 하며 대걸이에도
편리하도록 함
■ 강우 시는 3일 후에 맑은 날을 택하고, 당일 이슬이 걷힌 후 수확
■ 청명한 날에는 오후 3시 이후에 수확하고 다음날 오전 11시 이전에 대걸이를
하여 볕데임 발생을 방지
■ 수직형 대말림은 대를 베기 전에 먼저 낫으로 대걸이 할 곳에 경사지게 대를
1/2 정도 벤 후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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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확 시 유의사항
■ 사전에 충해를 방제 (담배나방이 잔존할 경우 대말림 기간에도 계속 가해)
■ 곁순 완전 제거 (곁순은 대말림 기간에도 상당기간 생장)
■ 이병주(공동병, 입고병, 역병 등)는 수확하지 않음
(혼입 건조할 경우, 건조 초기는 과습 상태이므로 다른 주까지 부패)
나) 예비탈수
①목적
■ 운반작업 편리, 대걸기가 간편, 대걸 때 주수 조절이 용이
■ 탈락엽과 잎의 손상을 줄임
■ 건조기간 단축, 부패 감소
■ 수평건조시는 반드시 예비탈수
② 방법 및 탈수량
■ 베어서 그 자리에 눕히기
■ 교호쌓기
■ 서로 줄기 끝이 맞닿게 하거나, 줄 또는 스틱을 이용하여 세우기
■ 베어서 제자리에 꽂기
■ 예비 탈수량이 12~15%일 때 운반 및 대걸기 작업 용이
(20% 이상 탈수시킬 경우는 품질이 저하될 뿐 아니라 당일에 탈수되지 않음)
다) 운 반
대말림 작업은 수확주의 운반이 가장 힘들다. 따라서 운반구(손수레/경운기/무
륜트레일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수확주의 취급요령은 다음과 같다
■ 수확포 등으로 10주 정도 싸서 운반 (잎의 손상이나 탈락을 방지)
■ 잎을 조심스럽게 취급 (예비탈수된 잎이 손상되면, 건조 후 물친잎과 같은 형
태로 되거나 흑갈색으로 변하여 품질을 저하시킴)
라) 대 걸 기
현재 대말림 건조하우스는 50평형의 수평건조와 수직건조 두가지 형태가 보급
되었다. 두 형태 모두 대걸이 밀도나 건조기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서, 건조시설의 부족으로 조밀하게 걸었을 경우, 부패 위험은 물론 건조기간이
길어지므로 대걸이 밀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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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평 건조
■ 방법 및 기타사항
- 잎이 모두 아래로 쳐지도록 담배 줄기를 수평으로 들고 달대에 꽂음
- 담배 줄기의 꽂는 간격은 6~7cm정도
- 담배 줄기가 위에서 그늘을 지워 주고, 잎이 모두 쳐져있기 때문에 건조가
고루 진행됨
- 잎이 햇빛을 적게 받기 때문에 백화엽 발생이 아주 적음
- 건조기간은 수직보다 대체로 1주일 정도 빠름
- 상단이 하단보다 건조기간이 약 1주일 정도 빠르기 때문에 상단을 먼저 내
리는 것이 바람직함
- 대걸기는 홈을 파지 않고 그대로 간격 사이에 꽂기만 하므로 수직형 대걸기
보다 33% 정도가 생력적임
■ 수용능력
- 대걸이 간격이 6∼7㎝일 때, 평당 90∼100 주 정도 수용
- 50평형 건조실은 4,500∼5,000주(18∼20a 정도) 대걸이 가능
② 수직 건조
■ 방법 및 기타사항
- 수확주를 대걸이에 거꾸로 걸기 때문에, 대를 벨 때 베는 자리보다 약간 윗
부분에 먼저 1/2 정도 경사지게 자른 후에 대를 벰
- 대걸이는 철사(#16)에 잘 메달릴 수 있도록 건다
- 대걸이 간격은 20×18cm 정도에 1주씩 건다
- 착엽 위치에 따라 건조기간의 차이가 매우 큼
- 일찍 건조된 하위엽은 백화엽 발생이 우려되며 10매까지도 발생함
- 따라서 백화엽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광막 활용이 필수적
■ 수용능력 및 유의사항
- 대걸이 간격이 20×18㎝일 때, 평당 90∼100 주 정도 수용
- 50평형 건조실은 4,500∼5,000주(18∼20a 정도) 대걸이 가능
- 유의할 점 : 본엽은 건조되면서 약간 말아져 상엽을 덮어 싸고 있기 때문에
건조기간이 길어지며, 또한 대걸이 밀도에 따라 건조기간 차이
가 있으므로 대걸이 밀도를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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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조관리 및 조작
건조단계

관리요령 및 잎의 변화

황변기

기간 10일 정도 / 잎담배 수분 약 50% 탈수 / 대부분 황변 / 갈변 시작
건조실내의 온도 30~35℃, 습도 75% 정도 유지
환기량 증가 / 차광재료 사용(급건엽 발생방지에 주의)
계속된 강우일 경우 부패엽 발생 방지를 위하여 보조화력 사용
건조시작 4일 동안의 탈수량 7~8%/일, 이후는 3~4%/일 정도
내용성분이 분해, 소실, 생성되며, 단위엽면적중의 14%가 소실

갈변기

주 맥
건조기

건조시작 후 10~20일 정도. 잔여수분의 약 70% 탈수
엽색 : 대부분 황변말기에서 갈변초기가 혼재한다
건조실내의 온도 30~35℃, 습도 75~80% 정도 유지
차광재료 사용(급건엽 발생방지에 주의)
우기일 경우는 건조실 밀폐
탈수량 1~2% 정도. 내용성분의 분해, 소실, 생성
단위엽면적중 14% 정도 소실
건조실 온도 30~35℃, 습도 75~80% 유지, 우기는 건조실 밀폐
건조시작 20일 이후 / 잔여수분의 85% 탈수 / 1일 탈수량은 1~2% 미만
백화엽 및 부패엽 방지를 위하여 차광과 온풍기 사용 필수
단위엽면적중 3% 소실되고 향끽미가 발현

(수평)

(수직)
[대말림]

[산지 건조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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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조 중 이상엽 발생과 방지대책
가) 이상엽이란
잎담배 생산과정에서 기상, 토양환경, 재배조건, 건조 환경/조작 등에 의해 잎담배
로서의 품질과 이용가치가 미흡하거나 상실된 비정상적인 건조엽
나) 건조 중 발생되는 주요 이상엽 : 급건엽, 백화엽, 물친엽, 부패엽, 볕데임엽 등
다) 건조 중 이상엽 발생원인과 품질 및 방지대책
① 급건엽
■ 발생원인
- 고온 저습조건이 지속되어 엽중 수분탈각이 빨리 진행될 경우
- 황변시 과도한 탈수로 갈변되지 못한 상태
- 갈변 이후에 과도한 탈수로 빨리 건조된 상태
■ 품질
- 내용성분 : 내용성분의 분해, 소실과 다른 성분의 생성 불량
건물중의 4~5%가 감소되지 않음
단백태질소의 분해 불량(수확시의 1/2이 감소)
탄수화물(전분 등) 분해 불량
향기성분 전구물질의 미분해로 버어리취의 발현 불량
유기산이나 지방산의 분해가 불량
- 물리성 : 세포 및 세포간극의 내용물 분해 차이
정상엽에 비하여 부풀성 낮고 연소성 불량 ⇒ 부스러짐성 증가
- 끽미 불량 <급건엽 끽미불량에 관여하는 주요성분>
고분자 질소화합물(단백질 등) : 매운맛, 끽미가 아주 불량
고분자 탄소화합물(전분 등) : 끽미 불량
황색계 색소(카로틴, 키산토필 등) : 끽미불량
비휘발성 유기산(malate acid 등)과 지방산 : 끽미 불량
엽록소 : 불쾌감, 끽미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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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 성상
황갈색을 띠고, 엽이 조강하며, 세포공극이 적어 보습력 부족 (쉽게 마르
고 물리성이 불량)

[급건엽]

② 부패엽
■ 발생원인
- 건조실 내 고습, 과수분 잎담배 수확, 이병주 수확, 염소과다로 인한 과습
- 건조실의 부적절한 환경과 병원균에 의해 발생
초기 : 줄기속썩음병균, 균핵병균, Botritis sp. 등
후기 : 누룩곰팡이, 푸른곰팡이, 서리곰팡이, 잿빛곰팡이
■ 영 향 : 수량감소, 품질저하(끽미 불량)
■ 품 질 : 건조초기 부패엽은 수매 불가 / 건조후기 부패엽은 엽선이 검고 곰팡
이가 피거나 냄새가 심함

[부패엽]

Ⅵ. 수확 및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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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백화엽
■ 발생원인
자외선에 의한 탈색
야간흡습과 주간건조의 반복으로 엽중 갈색색소 용탈
■ 발생시기 및 영향 부위
갈변 이후 주맥건조기 / 건조후 발내리기가 늦을 경우
하엽과 중엽에서 주로 발생되며, 엽병부 부근의 잎이 흰색 내지 옅은 회색
으로 탈색된 상태
대말림방법에서는 수직대말림에서 많음

[백화엽]

④ 볕 데임엽
■ 발생원인 및 조건
줄말림 시 수확물 처리 부주의
무차광 건조 대말림 경우 예비탈수 부주의
강한 볕에 의한 엽온 상승(50℃ 이상 시)

[볕데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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