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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 양파 묘상 생육불량 피해 현장기술지원  

  양파묘상에 살균제와 영양제를 살포한 후 10일 후부터 묘판에서 

잎 끝이 마르고, 본포정식 후에 양파가 고사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기술지원을 요청

민 원 요 지

 

1. 일반현황

 지 　　역 : 무안군 경면

 작물(품종) : 양  (뉴마르스)

2. 민원인 의견

 9월 15일경 농 에서 양 육묘용 상자를 가져와 육묘를 했고, 정식 

10일 에 명작+ 양제(짱짱이)를 혼용하여 살포를 한 후 11월 10일

부터 잎 끝이 마르기 시작하여 피해발생 원인을 알고 싶음

3. 현지 조사결과

 피해가 발생한 묘상은 지난해 양 를 재배했던 포장으로 여기에 6개의 

묘상 두둑을 만들어 육묘(약 4,000 )를 하 고,

 묘상 6두둑 에서 3두둑의 묘상에서만 양  잎 끝이 하얗게 마르는 

증상이 발생했음

 장 방문 당시, 양  묘상에는 건 한 묘와 잎 끝이 마르는 증상의 

샘  약 10여 상자만 남아 있었고, 같은 약제(명작+짱짱이)를 살포한 

두둑 간의 피해 발생 유무가 확연히 구분되었음

 묘상에 있는 정상 인 묘와 피해 묘 간 뿌리 상태를 찰한 결과 

큰 차이 을 발견할 수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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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 발생한 양 에서는 체 장의 약 2/3 정도 잎이 고사된 

상태 고, 피해가 발생된 두둑의 양  묘 에서 가장자리에 있는 

양  일부는 정상 인 묘도 있었음 

 피해가 발생한 묘상에서 채취한 양  묘를 정식한 포장에서는 뿌리

까지 고사되어 약 90% 이상이 완 히 고사된 상태 음

   - 양파정식 약 4일 전에 ‘스톰프’ 유제와 ‘라쏘’ 유제를 혼용하여 토양에 살포

하였고, 정식 1일 전에 투명비닐을 멀칭한 후 양파를 심고,

   - 정식 후 활착을 돕기 위하여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관수를 실시하였음

 양  묘상에서 나타난 피해 식물체를 채취하여 제 제(glufosinate 

ammonium) 성분을 분석한 결과 검출이 되지 않았음(농업기술실용

화재단 12. 13.)

4. 종합 검토의견

 양  묘상에서 잎과 기에 나타난 고사피해는 동일한 약제(명작 +

짱짱이)를 살포한 6두둑의 묘상  3두둑의 묘상에서만 약해가 발생한 

으로 보아 이 시기에 살포한 살균제나 양제의 피해는 아닌 

것으로 단되며,

 양  잎과 기에 나타난 고사증상으로 보아 병해충이 아닌 비선택성 

제 제에 의한 약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제 제(glufosinate 

ammonium) 성분을 분석한 결과 검출되지 않았고,

 한 농가에서는 어떠한 약제도 사용한 이 없다고 하므로 재로서는 

정확한 피해 발생 요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어떤 물질에 의해 약해를 

받은 것으로 단됨

 본포에서 나타난 피해는 묘상에서 약해를 받아 묘소질이 약해진 상태

에서 정식 후 스 링클러를 이용해 수함으로써 과습에 의한 본포

에서 처리한 제 제의 약해가 가 된 것으로 추정됨

   ※ 본포에 사용한 알라클로르 제초제의 약효, 약해에 관한 주의사항을 보면 

토양이 과습한 토양에 사용하지 말며 비닐멀칭 재배 시에는 약해가 우려되니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있음(2012 작물보호제지침서 p.1038~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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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지원 방향

 제 제 살포 시에는 기에 량을 살포토록하고, 비닐 피복 시에는 

제 제를 살포하고 7일 이상 지난 후에 비닐을 우도록 함

 제 제를 살포한 다음에 양 를 정식한 포장에서는 약해 발생 우려

가 높으므로 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육묘 시에는 자람의 정

도에 따라 트 이 간격을 넓 주어 모가 웃자라지 않도록 리

6. 관련사진

육묘상 전경(왼쪽 두둑 피해, 오른쪽 두둑 정상)

왼쪽 피해 양파, 오른쪽 정상 양파

  

피해 양파 뿌리 상태

육묘 중 피해발생 양파를 정식한 포장 상태

 

뿌리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