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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채소 주요 해충과 피해 증상

▶▶ 차먼지응애

▶▶ 복숭아혹진딧물

▶▶ 배추흰나비

▶▶ 도둑나방

▶▶ 큰28점박이무당벌레

▶▶ 완두잎굴파리

▶▶ 온실가루이

▶▶ 총채벌레

▶▶ 배추좀나방

▶▶ 벼룩잎벌레

▶▶ 달팽이

▶▶ 무잎벌

▪ 미세곤충: 진딧물, 총채벌레, 응애
▪ 나방류: 배추흰나비, 도둑나방, 배추좀나방, 배추순나방, 담배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파밤나방
▪ 가루이: 온실가루이, 담배가루이
▪ 딱정벌레류: 벼룩잎벌레, 큰28점박이무당벌레, 좁은가슴잎벌레
▪ 굴파리류: 파굴파리, 완두굴파리, 아메리카잎굴파리
▪ 달팽이류: 달팽이, 민달팽이
▪ 기타: 무잎벌, 작은뿌리파리, 고자리파리

친환경 방제 방법
▪ 물리적 방제: 가을갈이, 끈끈이 트랩
▪ 기계적 방제: 한랭사, 부직포 등 터널 피복
▪ 생태적 방제: 잠복처 제거, 윤작, 혼작, 재식밀도 조절
▪ 미생물적 방제: 곤충병원성 미생물, 곤충병원성 선충
▪ 유기농자재 이용 방제: 천연유기살충제, BT제, 곤충병원성선충, 		
마요네즈살충제, 살충비누

물리적 방제
▪가
 을갈이 토양 속 월동충(성충, 번데기, 유층 등) 을 외부로 노출 → 동
사 및 생존율 감소
▪ 황색 끈끈이 트랩: 곤충이 좋아하는 황색으로 유인하여 포집
- 아메리카잎굴파리, 온실가루이, 진딧물(유시충), 나방류
- 설치 방법: 작물체보다 10cm 정도 높은 위치에 1장/m2 설치

▶▶ 끈끈이 트랩

▶▶ 노지 포장 설치 모습

03

▶▶ 포착된 해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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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채소 주요 해충의 분류

기계적 방제
▪해
 충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재배 초기에 해충이 침입하지 못하
도록 한랭사, 부직포 등 피복

생태적 방제
▪잠
 복처 제거:해충의 잠복처가 되는 잡초, 작물의 잔재 제거, 잔재물
갈아엎기, 써레질, 분쇄 등
▪윤
 작: 유연관계가 먼 작물을 윤작하면 작물 상호간의 공통 해충이 감소
(예, 감자 → 호박 → 근채류 → 콩 → 토마토 → 완두 → 배추류)
▪혼
 작: 서로 다른 작물을 적당히 배치하여 충해를 방지(예, 무 2이랑
사이에 밭벼를 1이랑 혼작하면 배추순나방, 진딧물 피해 예방)
▪재
 식밀도 조절: 밀식할 때보다 소식할 때 해충이 적게 발생

유기농자재
▪천
 연유기살충제
- 작용기작: 고삼, 제충국, 님오일 등 식물의 살충 성분
- 적용 해충: 미세곤충, 나방류
- 사용 방법: 시판되고 있는 충해관리용 친환경자재를 구입하여 적
정농도로 희석하여 작물체 전체에 고르게 살포 		
약효 지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반 농약에 비해서 살포
회수를 늘려야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음
▪B
 T(Bacillus thuringiensis)제
- 작용기작: BT(나비세균)가 곤충의 장내로 이동, 독소를 분비하여
세포막을 파괴하여 치사시킴
- 적용 해충: 나방류
- 사용 방법: 적정 농도로 물에 희석하여 작물 전체에 골고루 살포

을 친환경적으로 방제
- 작용기작: 살포된 선충이 기주의 입, 항문, 기문을 통해 침입하여 기주에
패혈증을 일으킴으로써 해충을 24-48시간 안에 사멸시킴
- 적용 해충: 딱정벌레류, 나방류
- 사용 방법: 적정 농도로 물에 희석한 다음 토양에 관주, 또는 식물체에 살
포. 하루 중 살포 시간은 해질 무렵이 적당
▪마
 요네즈 살충제
- 작용기작: 병원균의 세포벽에 침투 → 원형질을 파괴하여 지방대사 방해
해충의 기문을 막아 호흡과 대사 방해			
작물 표면에 피막 형성으로 물리적 보호막 역할
- 적용 해충: 응애, 진딧물, 총채벌레 등 작은 곤충
- 조제 방법: 물 1L를 PET병에 담고, 마요네즈 6.4g을 넣은 후, 마요네즈와
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충분히 흔들어 줌
- 사용 방법 및 주의점: 잎 앞, 뒷면 전체가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충분히
살포함
▪살
 충 비누
- 작용기작: 세척 효과로 인하여 작물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해충의 밀도가
감소
- 적용 해충: 진딧물, 응애, 총채벌레 등 작은 해충
- 사용 방법 및 주의점: 1-2 티스푼의 물비누를 1L의 미지근한 물에 잘 섞
은 후 분무기로 살포함 			
너무 높은 농도로 뿌리면 잎의 왁스층이 파괴되어
해를 입을 수 있음 				
물비누는 주성분이 천연유지와 가성칼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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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충병원성 선충: 벼룩잎벌레, 나방 번데기, 굼벵이 등 토양 속에 있는 해충

부직포 터널재배
▪채
 소를 파종(정식)한 후에 이랑 위에 프레임을 설치하고 부직포로 터널을 씌워
재배하면 해충의 성충이나 애벌레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해충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은 깨끗한 채소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봄, 가
을에는 생육이 현저히 촉진됨
부직포 터널재배 전경 및 생육

▶▶ 부직포 터널재배 전경

▶▶ 내부 생육 모습

▶▶ 부직포(좌) vs 무피복(우)

● 엽채류 재배 시 부직포 터널재배에 의한 해충 방제 효과
관행(무피복)
작물명

수량

부직포 터널재배
수량

(g/3.3㎡)

해충피해
정도(0-5)

(g/3.3㎡)

해충피해
정도(0-5)

열무

6,953

2

9,302

0

엇갈이배추

4,208

2

5,121

0

청경채

3,261

2.5

4,302

0

다채

2,928

2

3,193

0

▪부
 직포 터널 설치 방법 및 주의점
- 부직포는 반드시 광투과율이 높은(75% 이상) 채소 재배 전용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못자리용이나 고추 건조용 부직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투과율이
낮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므로 주의
- 종자를 파종하거나 모종을 정식한 후 충분히 관수하고, 강선(굵은 철사), 또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프레임으로 터널을 설치한 후, 곧 바로 부직포를 씌
워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나방류나 잎벌레류의 성충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장
자리를 고정핀으로 고정하고 흙으로 잘 덮어주어야 함
- 부직포는 물이 통과할 수 있으므로 관수는 스프링클러나 물뿌리개를 이용해도 좋
고, 점적관수를 해도 좋음. 파종, 또는 정식 후 관수에 유의하면서 키우다가 적당
하게 자라면 부직포를 벗기고 수확하면 됨
- 그러나 부직포 터널재배는 모든 작물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파종 후 30-40
일 내에 수확할 수 있는 생육이 빠른 엽채류에 적당. 생육기간이 길어지면 병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봄, 가을에는 파종 후 40일, 여름철에는 30일 이전에 부
직포를 제거하는 것이 좋음

▶ 엇갈이배추(무피복)

▶▶ FRP 프레임 터널

▶ 엇갈이배추(부직포)

▶ 청경채, 다채(무피복) ▶ 청경채, 다채(부직포)

▶▶ 강선 터널

07

텃밭채소 벌레, 어떻게 할까요?

부직포 터널재배 | 부직포 터널재배 해충 방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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