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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나무 갈색썩음병

병원균 특성
●학

명

국내 발생 상황
Xanthomonas arboricola pv. juglandis (세균)

●일 반 명

호두나무 갈색썩음병(Walnut blight)

● 검역구분

관리병해충('96년 지정)

● 기주식물

호두나무, 가래나무, 흑호두나무, 백호두나무

●병

잎, 열매 등에 반점이 생기며, 가지, 줄기 등에 궤양 발생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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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공배양된 병원균(NA배지)

병원균 생태
● 병원균은 주로 눈에서 월동하며, 가지의 궤양부위에서도 월동

● 2014년 중국산 호두묘목 격리지에서만 발생되다가 2016년 6월 경북 안동
재배농가 식재 묘목에서 최초 발생
-전국 표본조사 결과 : '16년 66개 → '17년 67개 → '18년 70개 →
'19년 71개 → '20년 77개 시·군·구 발생 확인
시·도

시·군·구

11

77

대구

2

달성, 수성

울산

1

울주

세종

1

세종

경기

4

파주, 의왕, 용인('18), 수원('20)

강원

강릉, 삼척, 영월, 화천, 양양,
11 평창, 춘천, 정선, 태백, 동해,
양구('19)

충북

4

충남

계룡, 부여, 아산, 서천, 공주,
10 보령, 천안, 당진('18), 청양('18),
금산('20)

전북

7

전남

함평, 화순, 영광, 장성, 진도,
13 담양, 영암, 고흥, 보성, 구례,
장흥, 곡성, 나주('20)

경북

안동, 영주, 영양, 김천, 칠곡,
상주, 의성, 문경, 경주, 예천,
17
봉화, 고령, 경산, 성주, 영천,
구미, 군위('17)

경남

7

●	봄철 바람에 몰아치는 빗방울, 화분 및 곤충에 의하여 건전한 감수성 나무로 전파
●	신초의 기공, 피목, 상처를 통하여 침입하며, 꽃에 감염될 경우 개화기 끝날 무렵에
열매로 침입
● 감염되어 피해가 지속되면 가지(잔가지 포함) 고사

옥천, 영동, 보은('20), 진천('20)

김제, 진안, 무주, 임실, 남원,
익산, 부안

고성, 창녕, 거창, 산청, 의령,
하동, 함양('20)
<그림 2> 전국 확진지역 현황('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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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발생 상황

피해 증상

●	레바논, 이라크, 이란, 중국(하북, 하남, 강소, 호서, 산동),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루마니아, 불가리아, 독일, 스위스,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러시아연방,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멕시코, 미국,
캐나다(브리티시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뉴질랜드, 호주, 인도
(히마찰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버뮤다, 구소련 등 39개국
(그림 2)

●	봄∼초여름에 걸쳐서 잎, 신초, 열매에 갈색∼흑색의 반점 형성
●	잎의 반점이 합쳐져서 기형이 되고 죽은 조직이 떨어져 나가서 감염 잎은 누더기
모양이 됨
●	감염이 잔가지까지 확장되어 가지의 고사를 초래하고 궤양의 형태로 큰 가지까지
진전됨
●	초기 감염된 열매는 성숙기까지 달려 있지 못하고 조기 낙과됨

·
·
·
·
·

 매
열
잎
줄기
종자
꽃

반점(갈색∼흑색), 조기 낙과
반점(갈색∼흑색), 마름증상
내부변색, 껍질 변색, 궤양(canker)
변색, 부패
마름증상, 괴사, 낙화, 반점

<그림 3> 호두나무 갈색썩음병 발생 국가

※ (검역구분) 식물방역법에 따른 “관리병해충(’96년 지정)”
* 관리병해충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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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잎, 가지에 발생한 병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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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열매에 발생한 병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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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찰 요령
● 조사자 호두나무 재배자 또는 묘목 생산·판매자
● 조사기간 5∼9월
● 대상지역 호두나무 재배지, 묘목 생산 및 판매지
● 조사 방법
-호두나무 재배지 및 생산·수입·유통지 등에 식재되어 있는 묘목 및 성목에 대하여
예찰조사 실시
-호두나무의 병징을 보고 의심이 가는 나무의 피해부위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진단기관에 진단 의뢰
-감염지 또는 감염 의심지 출입 시 방진복, 방진덧신, 비닐장갑 착용
* 방진복 착용이 어려운 경우, 방진덧신, 비닐장갑 필히 착용

-조사지 이동 전, 착용한 장비 및 도구의 소독 필수 실시
•손, 신발, 전정가위 등을 알코올(70%)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10%) 또는 락스
원액에 1분 이상 담가 충분히 소독 후 사용
• 가급적 방진복 등은 1회용을 사용하여 병원균이 이동되지 않도록 조치
* 1회용 장비(방진복, 비닐장갑 등)는 수거 후 멸균처리 또는 소각(재사용 금지)

호두나무 갈색썩음병과 탄저병 병징 차이
갈색썩음병(Walnut blight)

<그림 6> 가지에 발생한 병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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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갈색의 원형병반+halo
•과실: 수침상의 갈색반점
형성

탄저병(Anthracnose)

•잎: 옆맥을 따라 부정형의
회갈색 반점 형성
•과실: 검은 타원형 병반에
병반부가 함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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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채취 요령
① (라벨표시 및 관리) 시료를 채취한 의심주는 라벨 표시를 하고 훼손 및 이동이 되지
않도록 관리
* (라벨 표시 방법) 노란색 천으로 일련번호 기재

안동 - A - 1 - 1

시·군 또는 면 등 채취지역

위치기호

채취순서

일련번호

주) ① 위치기호는 읍·면 또는 동·리 별로 구역을 설정하고 구역별 기호를 부여
② 채취순서는 위치 기호별로 이동하여 채취한 순서를 기재

호두나무 갈색썩음병 정밀검사 방법
● 호두나무 갈색썩음병의 병징은 탄저병의 병징과 유사하여 병징만으로는 구별이
어려우며, 시료를 전문기관(산림환경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 등)에 의뢰해야 진단
가능(15쪽 참조)
● 진단 소요 시간(9일)
병원균 분리(2일) → 병원균 순수분리(2일) → PCR(1일) → 염기서열 분석(3일) →
결과판독(1일)

③ 일련번호는 동일 개소에서 채취한 경우 일련번호 부여

② (소독) 시료 채취시 마다 손, 신발, 전정가위 등을 70% 알코올로 충분히 소독

※ 유의사항
•호두나무 세균성마름병(가칭, Walnut blight canker) 국내 발생
* 병원균 : Pseudomonas flavescens(세균, 노란색 콜로니, 타원형, 편모1)

③ (시료채취) 잎, 가지, 열매는 전정가위를 이용해 채취하고, 줄기의 궤양은 커터칼,
전정가위 등을 이용해 채취
④ 시료가 마르거나 고사가 진행된 경우 세균 분리가 어려우므로 병징이 새로 나타난
신선한 부위를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는 비닐주머니(비닐팩)에 각각 보관하여,
직사광선, 고온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보관
⑤ 채취한 시료는 시료명칭, 시료 일련번호, 채취장소 등을 비닐주머니에 기록하여 3
일 이내에 지역 산림연구기관 등 진단기관에 진단요청

<병원균의 균총(노란색)>

<병원균의 전자현미경 사진>

•호두나무 갈색썩음병과 탄저병의 피해 증상과 매우 유사
* 잎 : 반점, 열매 : 반점 및 썩음, 가지 : 궤양(3종 병해의 육안구분 불가)

* 시료의 일련번호는 의심주에 표시한 라벨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
※ 시료 표시
◆ 시료 명칭 : 호두나무갈색썩음병(일련번호〈예시〉: 안동-A-1-1)
◆ 채취 현황
•채취장소 :
•채취일자 :
◆ 시료 현황
•소유자(관리자) :
•품종/원산지/수령 :
•재배/시료채취 본수 :

<탄저병균의 증상>

<갈색썩음병균의 증상>

<세균성마름병(가칭)균의 증상>

•2016년 국내 5개 지역 발생(영양, 영주, 파주, 김천, 영동)
•기존 호두나무 갈색썩음병 방제약제 실내 살균효과 확인
* 현재 농촌진흥청에 방제약제로 미등록(향후 직권등록시험 예정)

※ 소유자(관리자) 연락처 :

10

11

호두나무 갈색썩음병

Walnut blight : Prediction and Control

예찰 및 방제

방제방법

【 눈(定芽)트기 전(3∼4월) 】 : 방제 적기

세균병 방제의 일반

7∼10일 간격으로 1∼3회 약제 살포

●	세균은 생장 조건이 알맞을 경우 매우 빠르게 증식하며, 특히 수분이 많은 조건에서 증식

●	전년에 병이 발생되었던 시·군·구 : 2∼3회 방제

이 빠르기 때문에 농약살포 등 다른 방제법을 실시하기 어렵거나 효과가 떨어짐

●	전년에 병이 발생되었던 인접 시·군·구 : 1∼2회 방제

●	개발 등록된 살세균제의 종류는 매우 제한적이며, 다른 일반 곰팡이병의 방제 약제들
보다 약효가 낮은 경향임
●	효과적인 세균병 방제를 위해서는 저항성 품종 재배, 화학적 방제, 생물적 방제, 경종
적 방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함

사용약제
●	코퍼하이드록사이드 수화제 500배액, 옥신코퍼 수화제 500배액
※구
 리(Cu)가 함유되어 있는 약제는 나무 생육기에 처리 시 약해 우려가 있으므로
눈이 트기 전까지는 구리가 함유되어 있는 약제를 선택하여 살포

화학적 방제 : 등록약제 2종 살포('18.12월 직권등록)
●	약제별 사용 기준
처리약제

희석배수
(배)

살포시기

코퍼하이드록사이드 수화제 77% (
무기동제)

500

눈트기 전(3~4월) 및
잎 피기 전(5월말~6월초)

옥신코퍼 수화제 50%
(유기동제)

500

눈트기 전(3~4월) 및
잎 피기 전(5월말～6월초)

* 1가지 약제를 연용하면 병원균의 저항성이 증가하여 약효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약제들의 교차사용을 추천

【 잎 피기 전(5월말∼6월초) 】 : 부득이한 경우
7∼10일 간격으로 3∼5회 약제 살포
●	전년에 병이 발생되었던 시·군·구 : 4∼5회 방제
●	전년에 병이 발생되었던 인접 시·군·구 : 3∼4회 방제

사용약제
●	코퍼하이드록사이드 수화제 500배액, 옥신코퍼 수화제 500배액
※눈
 이 트고 난 후부터는 구리가 함유되어 있는 약제 살포 자제
※부
 득이한 경우 구리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스트렙토마이신 수화제 1,000배액과
가스가마이신 입상수화제 1,000배액을 교대로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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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방제 유의사항 및 지도요령
●	감염지 또는 감염 의심지를 출입한 경우에는 가급적 감염되지 않은 청정지역 출입을
자제하되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경작자(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허가를 득하고 소독
후 출입
●	병 발생지에서 사용한 전정도구는 알코올(70%)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10%) 또는
락스 원액에 1분 이상 담가 충분히 소독 후 사용
●	전정 작업 시 작업자가 소지해 온 외부도구는 사용치 않도록 하고, 가급적 재배지의
구획별로 전용 도구를 사용
●	꽃이 일찍 피는 품종이 늦게 피는 품종보다 감수성이 높으며, 기주식물을 밀식하면
병 확산이 더 빠르므로, 적정 재식밀도가 되도록 식재 및 관리
●	습도가 높게 유지되는 기간이 길수록 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므로 비가 자주 오는
기간에 적절한 약제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

미등록 농약의 오·남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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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관 현황
명 칭

주 소

전화번호/팩스

국립나무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청량리동)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부산시
공립나무병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191번길 6(연산동)
부산광역시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051)756-2831

대구시
공립나무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42(대곡동)
대구수목원관리사무소

053)640-4100

대전시
공립나무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만년동)
한밭수목원

042)270-8472

경기도
공립나무병원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211(수청동)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오산사무실

031)8008-6648
(FAX)031-374-2492

강원도
공립나무병원

강원도 춘천시 화목원길 24(사농동)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

033)248-6740
(FAX)02-248-6709

충청북도
공립나무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수목원길 51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043)220-6154
(FAX)043-220-6149

충청남도
공립나무병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110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041)635-7361
(FAX)041-635-7359

전라북도
공립나무병원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덕현로 45-54
전북 산림환경연구소

063)290-5445
(FAX)063-290-5512

전라남도
공립나무병원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다도로 7
전남 산림자원연구소

061)336-6300
(FAX)061-336-6305

경상북도
공립나무병원

경상북도 경주시 통일로 367(배반동)
경북 산림환경연구원

054)778-3850
(FAX)054-748-8681

경상남도
공립나무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경남 산림환경연구원

055)254-3871
(FAX)055-254-3829

제주특별자치도
공립나무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제주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02)961-2677
(FAX)02-961-2670

064)710-7581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병원

02)880-4697
(FAX)02-880-4698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033)250-7225
(FAX)033-256-7226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개신동)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병원

043)261-2534
(FAX)043-271-4414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궁동)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42)821-7880
(FAX)042-861-7550

전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금암동)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순천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석현동)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B4생명대2324호)

061)750-3865
(FAX)061-750-3208

경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2559(가장동,
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054)530-1246
(FAX)054-530-1248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가좌동)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55)772-1853
(FAX)055-772-1839

063)219-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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