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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period from 1999 to 2008, we surveyed the major diseases incidence of rice in Korea. Leaf blast

showed 0.85% of the diseased leaf area in 2000 and then consistently decreased to 0.02% by 2008. However,

panicle blast irregularly appeared by the years depending on weather conditions for disease development

from heading to milk stage of rice. Diseased lesion height of sheath blight had the lowest (10.1%) incidence in

2001 and the highest (21.4%) incidence in 2007. A negative corelation (r=−0.88*) was measured between

diseased lesion height of sheat blight and sunshine hours from mid- to late August. In Chunbuk, Gyeongbuk,

and Gyeongnam provinces, brown spot occurrence declined since 2001, however, in Chungnam, Jeonbuk,

and Jeonnam provinces, it increased since 2005. False smut drastically decreased after showing the highest

incidence of 7.59% in panicles in 2000.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diseased panicles of false smut and

rainfall during the late August was calculated as 0.94**. Bacterial leaf blight severely increased in the

chronically infested fields in Jeonnam, Jeonbuk, Gyeongnam, and Chungnam province sinc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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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는 우리나라에서 주식인 쌀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

한 작물이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20만 ha 정도

재배되던 것이 2009년 현재 100만 ha 정도로 꾸준히 감

소하는 추세에 있다. 지구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의 기온이 지난 100년간 약 1.5oC 상승하였고, 1920년대

에 비해 1990년에는 겨울이 약 30일 정도 짧아지고, 봄·

여름은 20일 정도 길어졌다(기상청, 2008). 이런 기후변

화에 따라 벼 재배의 경우에도 이앙기가 빨라지는 등 재

배법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병해충 발생양상도 변

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7월의 장마는 사라져

가는 추세로 이에 문제가 되는 벼 잎도열병 등의 병해

는 점차 줄어드는 대신, 8월부터 시작되던 고온성 세균

병인 흰잎마름병이 한 달 정도 앞당겨서 7월 상순경부

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벼 수확기까지 지속적으로 전체

논으로 번져가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Noh 등, 2007).

2009년 현재 우리나라에 보고되어 있는 벼 병해 종류는

50종 이상으로(한국식물병리학회, 2009), 병 종류에 따라

그 발생이 심할 경우 수량 및 품질에 직접적인 손실로

연결된다. 

따라서 이러한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

립농업과학원에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매

년 정기적으로 주요 벼 병해인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잎

집무늬마름병, 깨씨무늬병, 이삭누룩병, 흰잎마름병 및 세

균성벼알마름병을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벼 주요

병해 발생경향 및 각 병해별 병 발생변화를 기상과의 상

관관계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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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verity of rice leaf blast in the middle of July from 1999 to 2008 in Korea

Province
Diseased leaf area (%)a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yeonggi 0.02 0.63 0.31 0.00 0.06 0.09 0.15 0.04 <0.01 <0.01

Gangwon 0.30 0.81 0.12 0.00 0.03 0.22 0.04 0.01 0.01 <0.01

Chungbuk 0.09 1.37 0.03 <0.01 0.11 0.05 0.00 0.01 0.00 0.00

Chungnam 0.48 1.60 1.73 0.21 0.00 0.08 0.05 0.01 <0.01 0.00

Jeonbuk 0.53 1.15 0.07 0.03 0.32 0.06 0.04 0.02 0.00 0.02

Jeonnam 0.59 0.67 0.34 0.04 0.02 0.19 0.17 0.06 0.06 0.10

Gyeongbuk 0.14 0.20 0.20 0.00 0.14 0.32 0.00 0.04 0.03 0.00

Gyeongnam 0.10 0.30 0.10 0.13 0.05 0.02 0.04 0.04 <0.01 0.00

Average 0.28 0.84 0.36 0.05 0.09 0.13 0.06 0.03 0.02 0.02

aDiseased area was calculated from diseased lesion area of the whole plant.

Table 1. Surveyed cities and counties for rice diseases incidence
in Korea

Provinces Surveyed cities or counties

Gyeonggi Gimpo, Pyeongtaek, Icheon, Yeoju

Gangwon Cheorwon, Wonju, Chuncheon, Gangneung

Chungbuk Cheongwon, Cheongju, Boeun, Chungju

Chungnam Asan, Dangjin, Seosan, Hongseong, Nonsan, 

Jeonbuk Iksan, Gimjae, Jeongeup, Jinan, Namwon

Jeonnam Jangseong, Naju, Haenam, Jangheung, Suncheon

Gyeongbuk Andong, Gumi, Sangju

Gyeongnam Miryang, Jinju, Sacheon, Gimhae, Geochang

Fig. 1. Regional leaf blast occurrence in Korea and rainfall during
the last 10 days of June and the first 10 days of July in 2000.
Correlation coefficients (r) during the last 10 days of June and the

first 10 days of July were 0.79** and −0.45ns, respectively.

재료 및 방법

병해조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개도를 대상으로 각

도별 3-5개 시·군에서(Table 1), 각 시·군별 3개 읍·

면·동의 10-15개 필지를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시기별 조사 병해는 7월 중순에 잎도열병 병반면적률을

조사하였고, 9월 상순에는 이삭도열병 발병수율, 잎집무

늬마름병 병반고율, 깨씨무늬병 발병필지율, 이삭누룩병

발병수율, 흰잎마름병 발병필지율, 세균성벼알마름병 발

병수율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필지 당 벼를 20주씩

무작위로 선정하여 병반면적률은 농촌진흥청의 조사방법

에 준하여 조사하였고(농촌진흥청, 2008), 병반고율은 초

장에 대한 잎집무늬마름병의 병반높이 비율을 구하였다.

발병수율은 전체 이삭수에 대한 발병 이삭수 비율로 구하였다.

기상분석. 기상분석은 경기도 수원, 강원도 원주, 충북

청주, 충남 서산, 전북 전주, 전남 광주, 경북 안동, 경남

진주 기상대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였고, 각 지역별 병 발

생과 기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병해별로 감염

시기와 병 진전시기를 구분하여 각 기상값의 순별 평균

값 또는 누적값과 병 발생정도와 상관관계를 SAS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벼 도열병. 잎도열병은 2000년도 전국적으로 0.85%의

병반면적률을 보인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2008년에는 전국적으로 0.02%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특히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지

역에서는 2008년에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Table 2). 이렇

게 잎도열병이 감소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잎

도열병 주 감염시기인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 순별

기상자료와 병 발생과의 상관계수 값을 분석하였다. 병반

면적률이 가장 높았던 2000년의 경우에는 지역별 잎도열

병 병반면적률이 높을수록 6월 하순의 강수량이 많았고

r=0.79**의 상관계수 값을 보여 6월 하순에 병원균의 침

입이 이루어지고 2-3주 후에 병반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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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Fig. 1).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연차간 병 발생

과 기상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6월 하순의

강수량, 강우일수와 병 발생과는 상관계수 값이 0.49와

0.45로 통계적 유의성은 인정할 수 없었다. 반면에 7월 상

순의 경우에는 강우량과는 부의 상관(r=−0.65*)을, 일조시

간과 일사량과는 0.78**과 0.75*로 정의 상관을 나타냈다

(Table 3). 이것은 건조한 토양에서 식물체의 감수성이 증

가한다는 보고(Hemmi와 Abe, 1932; Kahn과 Libby, 1958)

와 벼 생육 중에 물논 상태에 밭논 상태로 전환 시 잎도

열병 발생이 증가한다는 보고(Kim과 Kim, 1990)와 비교

해 볼 때, 이앙이 빠른 1모작의 경우 7월 초부터 중간 낙

수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높은 일사량

에 의해 논 표면이 쉽게 마르게 되고 이에 따라 식물체

의 감수성이 증가하여 병 진전이 빨라진 것으로 사료되었다. 

2002년에는 전국적으로 잎도열병 발병이 0.05%로 급격

히 감소하였는데 6월 하순 강수량이 10.5 mm로 평년의

1/8 수준으로 매우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사료되었다(Table

2, Fig. 2). 그러나 2003년에 강수량이 190 mm 이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잎도열병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

다(Fig. 2). 2004년 이후로는 6월 하순의 강수량이 평년

이하로 적었던 것이 병 발생 감소의 한 원인이기도 하지

만 2003년처럼 기상조건이 호조건이어도 잎도열병 발생

이 급격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2000대에 들어오면서 고품

질 쌀 생산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질소시비량을

9 kg/10a 이하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이

러한 질소시비량의 감소가 도열병 격감의 가장 큰 원인

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겨울이 짧아지고 봄과 여름이 길

어지면서(기상청, 2008) 이앙시기가 전반적으로 빨라져 잎

도열병 침입 및 발병의 호적기인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

에 벼 자체의 성체저항성이 증가한 요인(Koh 등, 1987)

과 최근 이앙 시 3-4가지 병해충을 동시 방제할 수 있는

육묘상 처리제 보급 등의 경종적 요인이 감소 원인으로

사료되었다. 특이적으로 전남지역의 경우에는 2000년도

에 0.67%에서 2003년도에 0.02%로 병반면적률이 감소하

였다가 2004년도에 0.19%로 다시 증가하였고, 특히 2008

년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0.1%의 병반면적률을 보였다(Table 2). 이것은 남해

안 지방을 중심으로 이모작 재배가 많아 이앙기가 늦어

져 이에 따라 감염 시기인 6월 하순에 감수성인 조건이

되었고 6월 하순의 강수량이 126.6 mm로 평년의 63.1 mm

보다 2배로, 다른 지역보다 30~100 mm 이상 많았던 원

인으로 추정되었다(자료미제시).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average occurrences of
leaf blast in Korea and weather factors during 10 days of blast
infection and development periods in Chungnam Province from
1999 to 2008

Weather factors
Correlation coefficients (r)

Last June First July

Rainy days −0.45 −0.42

Rainfall −0.49 −0.65*

Hours of sunshine −0.26 −0.78**

Amount of solar radiation −0.43 −0.75*

Table 4. Incidence of rice panicle blast in the middle of September from 1999 to 2008 in Korea

Province
Diseased panicles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yeonggi 0.17 1.98 0.12 0.03 3.88 0.72 0.40 0.35 1.79 3.60

Gangwon 0.30 1.53 0.47 0.68 3.88 0.60 4.10 1.17 0.48 0.36

Chungbuk 1.95 4.83 0.80 0.33 3.30 1.61 0.02 2.37 0.39 0.17

Chungnam 0.46 4.17 0.20 0.01 4.10 0.07 1.40 0.60 1.86 2.60

Jeonbuk 2.16 1.73 0.22 0.79 6.15 0.50 4.53 3.97 2.03 0.30

Jeonnam 4.30 0.81 0.02 0.07 0.50 0.25 5.17 2.63 2.53 0.07

Gyeongbuk 1.43 2.20 0.00 0.10 1.08 0.97 0.45 1.00 0.38 0.02

Gyeongnam 2.57 1.61 0.10 0.00 0.75 0.77 0.09 0.19 0.40 0.02

Average 1.67 2.36 0.24 0.25 2.95 0.69 2.02 1.53 1.23 0.89

Fig. 2. Annual leaf blast occurrence and rainfall during the last 10
days of June in Chungnam Province from 1999 t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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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도열병의 경우에는 잎도열병과는 다르게 연차간,

지역간의 병 발생의 차이가 뚜렷하였는데 잎도열병 발생

이 심했던 2000년에는 전국평균이 2.36%의 이병수율을

나타내었다(Table 4). 하지만 잎도열병이 상대적으로 적었

던 2003년에는 이삭도열병이 2.95%로 가장 높게 발생한

이후에 잎도열병 거의 발생하지 않아도 이삭도열병은 2005

년도에는 2.02%에서 2008년도 0.89%로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Fig. 3). 이러한 잎도열병과 이삭

도열병 발생량의 불일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나

라 중만생종의 출수기인 8월 하순부터 순별 기상 값과 연

차별 이삭도열병 발생과의 상관계수 값을 충남지역을 대

상으로 분석한 결과 8월 하순의 강수량과는 0.71*, 9월 상

순의 강우일수와는 0.77*로 정의 상관을 나타내었고, 일

조시간(−0.81**)과 일조량(−0.73*)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

였는데(Table 5),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자료미제시). 이는 경종적 요인 등에 의해 잎도열병

발생이 감소하더라도 이삭도열병은 이와 관계없이 기상

요인에 따라 출수기에서 호숙기 사이의 잦은 강우에 의

해서 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Kim과 Min(1991)의 잎도열병 발생정도와 이삭도열병 발

생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보고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삭도열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노령화 등

으로 인해 농가들이 출수기 전후에 이삭도열병 방제를 소

홀히 하는 경향을 감안할 때 지역 단위별로 항공방제 등

의 공동방제를 추진하거나, 출수기까지 방제효과를 나타

낼 수 있는 모판처리제 등의 개발로 노동력을 최소화하

면서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술과 예찰모형을 활용

한 적기 방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잎집무늬마름병. 연차간 잎집무늬마름병 발생을 비교

하여 보면 전국적으로 2001년도에 10.2%의 병반고율로

가장 적게 발생하였고 2007년에 21.4%로 가장 많이 발

생하였다(Table 6). 잎집무늬마름병은 23-35oC 범위의 고

온에서 96% 이상의 다습 조건(Kozaka, 1965)에 일조시간

이 적을 때(Endo, 1935; Yoshimura, 1955) 발병이 잘 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수형성기인 8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의 연차별 기상과 병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average occurrences of
panicle blast in Korea and weather factors during 10 days of blast
infection and development periods in Chungnam Province from
1999 to 2008

Weather 
factors

Correlation coefficients (r)

August September

Last First Middle

Rainy days −0.52 −0.77* −0.01

Rainfall −0.71* −0.24 −0.15

Hours of sunshine −0.32 −0.81** −0.15

Amount of solar radiation −0.43 −0.74* −0.17

Average temperature −0.26 −0.52 −0.13

Fig. 3. Comparison of the annual occurrences of leaf blast and

panicle blast from 1999 to 2008.

Table 6. Incidence of sheath blight in the middle of September from 1999 to 2008 in Korea

Province
Diseased lesion height (%)a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yeonggi 29.2 20.1 13.9 25.4 22.8 15.9 8.3 13.2 27.2 24.9

Gangwon 15.1 17.0 12.4 15.0 14.1 12.2 15.6 7.9 24.3 14.2

Chungbuk -b 14.1 10.1 23.1 26.3 21.0 13.1 12.8 12.5 12.3

Chungnam 15.2 19.7 9.5 22.6 25.8 24.6 16.3 14.0 30.9 27.0

Jeonbuk 14.7 21.2 6.0 18.9 7.3 13.6 21.8 25.1 16.1 13.0

Jeonnam  8.6 20.1 2.2 19.0 7.1 12.9 18.4 31.5 25.6 12.2

Gyeongbuk 35.6 5.5 17.6 22.1 13.8 9.6 7.8 12.5 8.2 13.6

Gyeongnam 31.4 20.5 9.5 15.0 8.1 12.3 11.7 11.0 26.4 27.5

Average 18.7 17.4 10.2 20.1 15.7 15.2 14.1 16.0 21.4 18.1

aDiseased lesion height (%)=lesion height/plant length×100.
bNot investigated.



1999-2008년도 벼 주요 병해 발생 개황 187

해보면 충북지역의 경우 일조시간과 병반고율 사이에 상

관계수가 −0.88*로 부의상관을 나타내어 기존의 보고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Fig. 4) 다른 지역에서도 유

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자료미제시). 잎집무늬마름

병의 경우에는 살균제 의한 방제 효과가 탁월하여 적기

에 방제를 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고(Ou, 1985),

지역 간에 기상조건에 따라 발병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별 기상조건을 감안하여 예찰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방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깨씨무늬병. 깨씨무늬병은 2001년에 경남, 충북, 경북

지역에서 각각 51.5%, 61.3%, 79.2%의 발병필지율을 보

여 가장 심하게 발생 이후에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에 충남, 전북, 전남 지역에서는 2005년에 각각 60.5%,

57.5%, 47.2%의 발병필지율을 보인 후에 2008년까지 30-

50% 내외로 꾸준하게 발병하였다(Table 7). 깨씨무늬병은

K, Ma, Mg, Si, K 및 Ca 같은 영양 결핍이나 질소 과다

또는 결핍시 병원균 쉽게 감염된다고 보고되었다(Baba,

1958). 2001년 우리나라의 경우 그 원인이 주로 사질답

토양에서 양분의 용탈 등에 의해 규산, 철, 염기 등 양분

이 부족함에 따라 식물체 중 양분결핍으로 보고되었고

(경상북도농업기술원, 2004), 깨씨무늬병 발생이 많은 포

장은 토양 중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칼슘, 마그네슘 및

유효규산이 적으며(예 등, 2009) 그 이후에 사질답, 노후

화답 등에 대한 규산 객토 및 시비방법 개선에 의해서 발

병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전남, 전북,

충남의 경우 2005년부터 갑자기 발병이 증가하였고, 경

기지역의 경우에는 2005년에 4.5%에서 2006년에 30.0%,

2008년에 22.5%로 2006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발병필지

가 증가하였고, 강원지역의 경우에는 2006년에 1.1%에서

2007년 24.4%, 2008년 42.3%로 2007년부터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는데, 전국적으로 2008년에는 경남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20% 이상의 필지율을 나타내어 그 발생면적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관행농법이 볏집을

콤바인으로 수확하면서 분쇄하여 바로 논에 경운하여 유

기질 비료의 공급원으로 이용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

터 전국적으로 볏짚곤포 사일리지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

해 최근에는 대부분의 필지에서 볏짚곤포 사일리지로 사

용되고 있는데(김, 2008), 이로 인한 사질답이나 노후화답

에서의 양분결핍이 깨씨무늬병 증가의 한 원인으로 추정

되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남북 지역의

경우처럼 시비법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삭누룩병. 이삭누룩병은 2000년도 전국적으로 7.59%

의 이병수율을 보여 가장 심하게 발생하였는데 충북지역

에서 13.7%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경북지역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Table 8). 2000년 이후에는 2002년에

1.47%로 발생이 많았고 2006년도에 0.12%로 가장 적었

다. 연차간 이삭누룩병 발생과 기상요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충남지역의 경우 중만생종 출수기인 8월 하

순의 강수량과 상관계수 값이 0.94**로 고도의 정의상관

Fig. 4. Correlation between average diseased lesion height of leaf
sheath on rice and sunshine hours during the middle and the last
10 days of August in Chungbuk Province from 2000 to 2008. 

Table 7. Brown spot occurrence in the middle of September from 1999 to 2008 in Korea

Province
Diseased paddy field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yeonggi 15.6  8.4  6.1  0.6  0.0  4.5 30.0 24.4 22.5

Gangwon  3.2  3.2  0.8 11.2  0.9  0.2  1.1 13.3 42.3

Chungbuk 11.1 61.3 10.0 18.6  0.6 14.2  0.0  5.8 26.7

Chungnam  6.7  7.0  0.0  0.8  0.0 60.5 13.3  6.9 31.6

Jeonbuk 11.8  4.4 29.1  5.0 <0.1 57.5 57.3 13.3 50.0

Jeonnam 13.4  8.9  7.1  7.1  0.1 47.2 63.3 13.3 56.7

Gyeongbuk 23.0 79.2 16.7 32.4  0.0  9.8  6.7  0.0 10.0

Gyeongnam 14.0 51.5 30.0 32.5 43.3 11.8 26.7 4.4 3.3

Average 12.4 28.0 12.5 13.5 5.6 25.7 24.8 10.2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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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었는데 2000년에는 강수량이 459.7 mm로 평년

보다 4.5배 수준으로 많았던 것이 이삭누룩병이 대발생하

게 된 원인으로 사료되었고(Fig. 5), 다른 지역에서도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자료미제시). 이삭누룩병은 월동

한 균핵이 1차 전염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Ou, 1985), 한

번 발생한 포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또한 감염도 출수기에 1차 감염과 등숙기에 2차

감염이 가능해서(Raychaudhuri, 1946) 출수 전후부터 등

숙기까지 다습조건만 유지되면 언제든지 발병이 증가할

수 있고(심 등, 2001) 실제로 일부포장에서는 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병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

만 방제방법으로 출수 전부터 예방적으로 살포하면 병 발

생을 줄일 수 있는 살균제들이 시판되고 있으나 그 방제

효과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Ou, 1985), 최근 친환경 재

배 증가 및 노령화 등으로 인해 약제 살포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1차 전염원이

비산하는 시기를 예측해 효과적으로 이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예찰모델과 이에 근거한 방제체계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흰잎마름병. 흰잎마름병은 1999년에 전국적으로 8.8%

의 필지에서 발생한 이후 2002년까지 감소하다가 2003년

부터 전남과 경남 지방에서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과 2005년에는 전북지방에서 73% 내외의 발병필

Table 8. False smut occurrence in the middle of September from 1999 to 2008 in Korea

Province
Diseased panicles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yeonggi 8.48 0.06 0.05 0.70 1.11 0.20 0.00 0.29 0.30

Gangwon 3.00 0.15 0.72 0.03 0.05 0.04 0.43 0.48 0.75

Chungbuk 13.70 0.46 0.15 0.85 0.10 0.35 0.00 0.01 0.27

Chungnam 8.46 0.13 0.20 1.63 0.63 <0.01 0.21 1.29 0.00

Jeonbuk 9.50 0.03 0.08 0.00 0.01 <0.01 0.10 0.20 0.90

Jeonnam 1.50 0.06 0.33 0.18 0.02 <0.01 0.10 0.04 0.20

Gyeongbuk -a 0.50 3.65 0.53 0.87 0.35 0.03 0.15 0.07

Gyeongnam 8.46 0.01 6.58 0.30 0.20 0.93 0.07 0.01 0.04

Average 7.59 0.18 1.47 0.53 0.37 0.24 0.12 0.31 0.3

aNot investigated.

Fig. 5. Correlation between diseased panicles of falls smut on rice
and rainfall during the last 10 days of August in Chungnam
Province from 2000 to 2008. 

Table 9. Incidence of bacterial leaf blight in the middle of September from 1999 to 2008 in Korea

Province
Diseased paddy fields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yeonggi 0.0 0.0 0.0 11.7 2.9 6.6 14.6 0.0 0.0 2.9

Gangwon 0.0 3.0 5.0 0.0 1.9 5.0 4.2 3.3 0.0 0.0

Chungbuk 2.5 4.2 0.0 0.0 0.0 0.7 7.7 1.1 0.0 0.0

Chungnam 12.5 5.9 6.3 0.0 3.1 2.5 2.5 0.0 0.0 23.9

Jeonbuk 0.0 0.0 0.0 0.0 10.0 73.0 72.9 53 22.2 15.1

Jeonnam 13.2 30.1 10.3 3.4 31.7 39.1 39.1 62.3 60.0 22.8

Gyeongbuk 10.0 0.0 0.0 0.0 0.0 2.2 2.2 1.3 0.0 0.0

Gyeongnam 32.0 4.5 1.9 0.0 11.9 0.0 0.0 33.3 23.9 25.0

Average 8.8 6.1 2.9 1.9 7.7 16.1 24.7 19.2 13.3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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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을 나타내었고 전남지방에서는 2006년 62.3%, 2007

년 60%의 발병필지율을 보인 후에 2008년에 22.8%로 소

강상태를 나타내었다(Table 9). 이병은 1980년대에 전라

남·북도의 서남해안 지역에서 발생이 많았다가 1990년

대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Noh 등, 2007), 1999년부

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Xa3 저항성

유전자를 보유한 ‘화영벼’, ‘주남벼’, ‘동진1호’ 등의 품종

들이 1990년대에 보급되었다가 이들이 새로운 레이스의

출현으로 이병화 되면서(Kim 등, 2005), 그 발생이 증가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8년의 경우에는 전남의 상습

지에서 7월 상순에 초발하여 대발생이 우려되었으나 7월

이후에 태풍에 영향도 없었고 강우가 거의 없어 병 진전

이 크게 억제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2000년 이후의 발병 양상이 초발시기가 8

월 초순에서 7월 초순으로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Noh 등, 2007), 태풍이나 집중 호우등 기상 여건

에 따란 흰잎마름병 발생면적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커

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저항

성 유전자인 xa5와 Xa3+xa5를 가지고 있는 ‘강백벼’와

‘익산493’ 등이 개발되었는데(Noh 등, 2008), 상습발생지

에서는 이러한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식물체에 저항성을 유도하여 초발

병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약제를 처리하거나 초발 시기를

예측하여 발병 전에 방제약제를 살포할 수 있는 방제기

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세균성벼알마름병. 세균성벼알마름병은 전국적으로

2005년에 전국적으로 0.88%의 이병수율을 보여 가장 심

하게 발생하였고 2001년에 0.07%로 가장 적게 발생하였

다(Table 10). 이 병은 국내에서 1998년에 가장 심하게 발

생하였고, 특히 조생종과 중생종 벼에서 심하게 발생하였

다고 보고되었다(Cha 등, 2001). 그리고 벼 출수기에 고

온 다습한 조건이 지속될 경우 발생이 심해지는데, 특히

개화시기의 환경조건이 발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Lee

등, 2004). 특히 2007년도에 다른 지역에서는 발병이 많

지 않았으나 충남지방의 경우에는 4.65%의 이병수율을

보여 그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 이것은 최근에 충남지역

에 조기재배가 늘어나 중만생종의 출수기가 고온기인 8

월 중순으로 당겨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시기에 연속 강

우가 그 원인이었다(자료미제시). 최근에 서남해안을 중

심으로 조기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조기재배

지역에서 고온기인 출수기간에 연속강우가 있을 경우 전

국적으로 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염수선 등으로 건전종자를 사용하고,

출수직전과 출수직후에 2회 전문약제를 살포해야만 한다

(Lee와 Yokoyama, 1988). 그러나 최근 친환경 재배 면적

이 증가하고 노령화 등으로 약제살포를 기피하고 있는 상

황이기 때문에 출수직전에 약제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

는 예찰모델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요 약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벼의 주

요 병해에 대한 발생상황을 조사하였다. 잎도열병은 2000

년에 0.85%의 병반면적률을 보인 이후 2008년에는 0.02%

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이삭도열병의 경우에는 출

수기부터 호숙기까지 그 해의 기상조건에 따라 불규칙적

으로 발생하였다. 잎집무늬마름병은 2001년에 10.2%의 병

반고율로 가장 적었고 2007년에 21.4%로 가장 많이 발

생하였는데 8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의 일조시간과 병반

고율 사이에 상관계수가 −0.88*로 부의상관을 나타내었다.

깨씨무늬병은 충북, 경북, 경남 지방에서는 2001년에 발

생이 심한 이후에 급격히 그 정도가 감소한 반면에 충남,

전북, 전남 지방에서는 2005년 이후로 발생이 증가하였

다. 이삭누룩병은 2000년에 전국적으로 7.59%의 발병수

Table 10. Incidence of bacterial grain rot in the middle of September from 1999 to 2008 in Korea

Province
Diseased panicles (%)a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yeonggi 0.00 0.52 <0.01 0.26 0.15 0.04 0.11 0.08 0.53 0.00

Gangwon 0.00 0.09 <0.01 3.01 0.00 0.07 0.50 0.00 0.15 0.20

Chungbuk 1.50 0.00 0.02 0.06 0.05 0.13 0.16 0.00 0.00 0.30

Chungnam 0.25 1.19 0.05 0.27 0.35 0.18 0.06 0.00 4.63 0.00

Jeonbuk 0.77 0.50 0.00 0.02 0.00 0.05 3.53 1.90 0.02 1.10

Jeonnam 0.90 1.44 0.01 0.25 0.43 0.05 2.35 0.57 0.33 0.50

Gyeongbuk 0.05 0.08 0.49 0.03 0.00 0.13 0.33 0.06 0.06 0.10

Gyeongnam 0.02 0.13 0.00 0.00 0.15 0.00 0.00 0.03 0.36 0.10

Average 0.44 0.50 0.07 0.49 0.14 0.08 0.88 0.33 0.76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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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보인 후에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출수기인 8월 하순

의 강우량과 상관계수 0.94**로 고도의 정의 상관을 나타

냈다. 흰잎마름병은 전남, 전북, 경남, 충남의 상습지에서

2003년 이후로 심하게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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