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3 -

16161616161616161616161616161616161616161616 양파 이상증상 발현에 대한 현장기술지원  

  신안군 관내 양파재배 농가에서 잎이 고사하고 구근속이 물러지며 

변색된 증상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현장기술지원 요청

민 원 요 지

1. 일반현황

 주　　소 : 신안군 자은면

 경종개요

   - 양파재배 형태 : 노지 비닐멀칭재배 9,240㎡ 

   - 양파 품종 : ‘다모아’

   - 정식 시기 : 2012. 11. 16

 재배 리상태 : 양 는 정상 으로 잘 생육되다가 구비  ~ 후기부터 

이상 증상이 발 된 것으로 보임 

2. 민원인 의견

 물 1,700L에 농 에서 구입한 살충제 “로고”유제 2병, 노균병약 “오티바” 

액상수화제 4병, 잿빛곰팡이병약 “후론싸이드”수화제 2 , 양제 

“ 드러” 5병 등을 혼용하여 2012년 5월 11일에 살포한 후 피해가 

발생되어 농약 혼용에 의한 피해로 생각하고 있음 

3. 현지조사 결과

 재 양 의 포장상태는 이상증상(5월 14일)이 발생된 이후 재배 리가 

안된 상태로 생육 이상증상에 한 원인 진단이 어려운 상태임 

 민원인의 양 는 생육 기부터 구의 비 기까지는 정상 으로 생육

되다가 비  후기에 이상 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 

 이상 상은 양 잎이 황화되어 고사하고 구의 생장  부 잎에 발육 

이상이 생겨 구가 단단하게 형성되지 않고 무르며 갈변 증상이 나타나서 

상품성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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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가 양 밭에 사용한 농자재는 “로고” 유제, “오티바” 액상수화제, 

“후론싸이드” 수화제,  “ 드러” 양제로써 이  “로고 유제”는 

양 에 고시되지 않은 농약임

 양 밭에는 잡 의 발생이 많지 않고 군데군데 산재해 있는 잡  

에서 엽잡 (여 , 명아주, 쇠비름 등) 부분이 신 가 축되거나 

세엽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농가에서는 지난 5월 11일 살포한 살충제, 살균제  양제를 혼합

살포한 후 피해가 발생되어 약해로 생각하고 있음

4. 종합 검토의견

 농가가 양 밭에 사용한 농자재는 “로고” 유제(마늘 뿌리응애), “오티바” 

액상수화제(노균병), “후론싸이드” 수화제(잿빛곰팡이병),  “ 드러”

( 양제)로써 일반 으로 지 양  농가가 4 ~ 5월에 이용하는 농자재

로써 농 이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피해 수 사례는 없고, 살포시의 

환경과 4종류의 물질을 혼용한 결과에 해서 알 수 없음

 농가가 의심하고 있는 살충제와 살균제  양제와의 혼용에 의한 

피해 증상은 일반 으로 잎에 반  는 고사 형태로 나타나는데 

반해, 잡 에 나타난 증상들은 신 의 축과 세엽 증상이 나타났음

 따라서 농가에서 양 밭에 투여한 농자재는 “로고” 유제, “오티바” 

액상수화제, “후론싸이드” 수화제,  “ 드러” 외에는 없다고 하여 

양 에 발생된 이상 증상에 한 발생원인 규명은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규명하기 해서는 재 시험을 통하여 피해발생 여부를 조사

해야 하는바 양  는 잡 에 동일한 시기와 방법으로 약제를 처리

해야 할 것으로 단됨

5. 기술지원 방향

 작물의 병충해 방제를 하여 살충제와 살균제의 혼용은 혼용표에 

하여 실시해야 하며 특히 정확한 정보가 없는 양제와의 혼용은 

삼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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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사진

피해 양파밭 전경

 

양파밭의 잎마름현상

양파속의 이상증상

 

양파밭 잡초(여뀌)의 잎 증상

비름의 잎에 이상증상 

 

양파밭에 발생된 잡초의 이상증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