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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e of bioactive materials derived from microorganisms and plants has played a role in 
pest management in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EFA) system. In Korea, a number of agricultural 
agents for the control of insect pests have been registered officially as biopesticides and marketed widely. 
However, most of the biopesticides has a limitation in the resource availability of bioactive materials, which 
has been one of main problems related to the commercialization of agricultural agents. Plant materials and 
microbial metabolites are the best sources as starting components to commercialize natural-occurring 
agricultural agents for pest management. The lack of modernized system for the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 of the starting materials, however, has also received as a main problem related to the 
commercialization of agricultural agents. Considered that EFA business has kept growing bigger and bigger 
with global economic status, the commercialization of agricultural agents is necessary to meet the required 
number of agricultural agents officially available in EFA. This study describes the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pest control agents in EFA. A number of main issues hindered in the commercialization of 
agricultural agents are discussed in order to present a promising approach to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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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세기 후반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국

민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농업도 병해충 방

제를 위해 화학합성 농자재보다도 생물이나 천연자원을 활용

하는 친환경농업을 범국가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우
리나라 친환경농업에서는 농작물의 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으

로 요구되는 병해충 방제용 자재의 산업화가 미비한 실정이

다. 친환경농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병해충 방제용 농자재는 

크게 미생물의 기능을 활용하는 미생물농약과 미생물이나 천

연식물에서 유래된 대사물질을 활용하는 생화학농약이 있으

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생물농약’이라고 명한다. 
생물농약은 인공적으로 합성하지 않고 자연적(생물적)으

로 발생하는 천연소재를 이용하여 생산되었다는 점이 합성농

약과 크게 다르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그리고 화학적 및 생

물학적 작용면에서 합성농약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것은 현

재 사용되고 있는 합성농약의 다수가 생물농약이나 생화학농

약에 함유된 유효성분(active ingredient)과 동일하거나 화

학적 가공을 통해 산업화된 것이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pyrethrin 화합물계열, nicotine 화합물계열, rotenone 화
합물계열, neem 화합물계열, 미생물 단백질 화합물계열 등

이 있다1-5). 생물농약에 비해 합성농약이 갖는 큰 장점중 하

나는 원료공급이 원활하고 적용범위와 방제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합성농약의 이러한 장점은 병해충 방제용 유효성분

이 산업화과정을 통해 제품화될 수 있는데서 비롯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농업해충 방제용 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친

환경농자재의 현황과 전망을 알아보고, 이의 활용성을 높이

기 위해 필요한 산업화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

에서 언급하는 해충방제용 농자재는 농약으로 분류되어 등록

된 생물농약과 생물농약 후보 제제, 그리고 농가현장에서 병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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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umber of bio-pesticides registered in Korea. 

해충 방제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타 농자재도 포함됨

을 미리 밝혀둔다. 또한, 배타적 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살충기작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농

자재를 대표적인 논의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국내에 등록된 해충방제용 친환경농자재의 현황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에서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병해

충 방제용 생물농약의 등록과 관리를 주관하고 있다. 농촌진

흥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현재 국내에 

등록된 병해충 방제용 생물농약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총 31종으로서 살균제가 16종인 전체 52%, 살충제가 14
종인 전체 45%, 그리고 제초제가 1종인 전체 3%를 차지하

고 있다. 등록된 생물농약의 원료를 보면 식물추출물이 1종, 
천연물이 2종, 그리고 미생물이 28종으로서 원료의 90% 이
상을 미생물에 의존하고 있다.

해충방제용 생물농약의 경우 Beauveria bassiana6), Bacillus 
thuringiensis7), Bacillus thuringiensis sp. aizawai8) 등이 살

충력을 지닌 주요 미생물로 등록되어있으며 친환경농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충방제제인 제충국, 데리스, 님오일, 
니코틴, 고삼, 멀구슬 등의 천연식물 추출물 유래 제제는 아

직까지 국내에서 생물농약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들 천

연식물 추출물 유래 해충방제용 제제가 생물농약으로 등록되

어 있지 않은 이유는 등록시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와 막대한 

비용, 그리고 개발비용에 비해 국내외 판매수익성이 안정적

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천연식물 제제에 비해 판매 수익성이 

높고 비교적 개발비의 부담이 낮은 이유로 생물농약으로 등

록된 미생물제제도 제품 자체를 국외에서 수입하거나 원료를 

국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한, 미생물제제의 경우 섭식성 해충인 나방류를 방제하는 Bt 
제제가 유일하며 진딧물이나 응애와 같은 흡즙성 해충을 방

제하기 위한 자재는 국내에서 전무한 실정이다. 
천연식물 추출물 제제가 친환경농업에서 해충방제용 제제

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들 제제를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를 도입하여 관

리하고 있다. 이것은 등록된 자재의 약효와 성분함량을 공인

해주기 보다는 친환경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제의 정

보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친환경유기농자재로 분류되어 해충방제에 

사용되고 있는 제제는 총 848종 중 16%인 137종에 이른다

(자료출처: 농촌진흥청). 하지만, 이들 자재의 살충성분을 고

려할 때 농자재의 종류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자재가 

유효성분은 동일하지만 산업체마다 제품명이 다르게 등록되

어 있다. 또한, 유기농자재로 등록된 제제의 제품에 표기된 

정보를 보면 제제의 유효성분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

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해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

어 있지 않으며 한정된 살충성분으로 다양한 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기 쉬운 실정이다. 더구나 등록된 해충방

제용 자재의 적용매뉴얼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적용매뉴얼 개

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충방제용 친환경농자재의 작용기작
친환경농업에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해충방제용 농자재

들의 작용기작을 섭식성 해충 방제용과 흡즙성 해충 방제용

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해충방제용 제제의 작용기

작은 해충이 작물에 해를 가하는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데 섭식성 해충의 경우 작물의 일부를 먹고 체내에서 소화하

여 섭취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을 저해하는 제제가 사용되는 

반면, 흡즙성 해충의 경우 작물의 영양액을 섭취하기 때문에 

신경계를 저해하는 제제가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각 제제

들의 작용기작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대표적인 해충방제용 제

제를 예로서 들고자 한다.

섭식성 해충방제용 제제 
Bt 제제 

섭식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제제는 

Bt 제제가 있다. Bt 제제는 Bacillus thuringiensis라는 그람

양성 세균이 생산하는 결정체 단백질인 'Cry toxin'을 활용

하는 제제이다9). ‘Cry toxin' 단백질은 pH가 염기성인 해충

의 위장에서 작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배추좀나방, 담배나방, 
혹명나방 등의 3-4령 단계 유충을 방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Bt 제제의 작용기작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도식하면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다10). Bt toxin 단백질이 살포된 작물의 

잎을 해충이 섭취하면 pH가 염기성인 위장에 이르러 단백질

이 용해된다. 용해된 단백질은 해충의 위장에 존재하는 단백

질 분해효소에 의해 아미노산 양쪽말단이 제거되어 Domain 
I, II, III를 가진 약 68 KDa 크기의 Cry toxin 단백질로 바

뀐다. Cry toxin의 Domain II와 III가 해충의 위장 세포막

에 존재하는 membrane receptor에 결합하면 Domain I이 

위장조건에 의해 재배열되면서 α-helix hairpin구조로 바뀐

다. 이때 α-helix hairpin은 해충의 위장 membrane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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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secticidal mode of action of Bt toxin. 1. Bt toxin 
crystal protein mixture; 2. Crystal protein becomes 
soluble in the insect gut with alkaline conditions; 3. Both 
terminal fragments of crystal protein are removed by gut 
proteases to release a protein mixture consised of 
Domain I, II and III; 4. Domain II and III bind to insect 
gut membrane receptor sites; 5. Domain I is rearranged 
and inserted into membrane to form membrane pore; 6. 
Influx and efflux of ions and cell components through 
the pore lead to cell lysi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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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emical structure of azadirachtin. 

Fig. 4. Insecticidal mode of action of azadirachti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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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emical structure of rotenone.

끼어들어가 일종의 ‘tunnel pore’를 형성하게 되는데 형성된 

pore를 통해 해충의 세포막 구성분이나 세포 내 이온들이 용

출되면서 살충효과를 가져온다. Bt 제제는 작물의 잎을 가해

하는 성충을 방제하는 효과는 매우 낮아 작물의 생육초기에 

발생하는 나방류 유충의 방제에 효과적이다.

Neem oil 제제
Neem oil 제제는 Azadirachita indica11)라는 식물의 씨

앗에서 추출된 azadirachtin을 유효성분으로 이용한다(Fig. 
3). 섭식성 해충은 나방이 되기까지 일생을 애벌레(larva)-번

데기(pupae)-성충(adult)등의 완전변태과정을 거치며 이 과

정에서 해충은 탈피(molting)를 거쳐야 한다. 해충의 탈피는 

앞가슴샘(prothoracic gland)에서 분비하는 ecdysone이라

고 하는 steroid성 호르몬과 뇌하수체샘(endocrine bland)
에서 분비되는 juvenile hormone (JH)의 적절한 농도비율 

조절을 통한 일련의 생화적인 대사에 의해 진행된다. 해충의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JH의 농도가 최대로 낮아질 때까지 

ecdysone은 지속적으로 가슴샘에서 분비되고 그 결과 해충

은 오래된 세포를 껍질로 변환시키는 탈피과정을 진행한다

(Fig. 4). 만약 이들 호르몬의 생리적인 균형이 깨지면 해충

은 비정상적인 탈피과정을 거치므로 성장과정이 저해된다. 
Azadirachtin은 ecdysone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므로 JH와 

ecdysone의 정상적인 비율 조절에 영향을 주게 되고 ecdysone
의 분비억제를 유도하여 해충의 탈피과정에 교란을 일으키는 

‘Insect Growth Regulator (IGR)'이다12). Azadirachtin의 

이러한 IGR 효과는 해충을 직접 살충하는 작용은 아니지만 

해충의 생육과 성장에 영향을 주어 이의 밀도를 조절하는 효

과를 가져 온다. 해충에 의한 작물의 피해가 해충의 밀도와 

깊은 상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neem oil 제제는 효율

적인 해충방제제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흡즙성 해충방제용 제제 
데리스 제제

데리스 제제는 Derris elliptica13)라는 식물뿌리에서 추출

한 살충물질인 rotenone을 유효성분으로 이용하는 제제이다

(Fig. 5). Rotenone은 흡즙성 해충을 방제하는 접촉독제, 식
독제 및 기피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 아프리카 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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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secticidal mode of action of rotenone14).

Fig. 7. Chemical structures of pyrethrins, cinerins and 
jasmolins.

이 물질을 함유한 데리스 뿌리즙액을 이용하여 물고기 잡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Rotenone의 작용기작은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Fe-S

를 함유한 flavin mononucleotide (FMN) 전자전달계를 

교란시켜 최종적으로 해충의 ATP 합성을 저해하는데 있다. 
곤충의 미토콘드리아 호흡연쇄과정은 ATP 합성에 매우 중

요하다. 미토콘드리아 호흡과정에서 생성된 전자는 NADH
에 전달되고 이는 다시 FMN을 거쳐 NADH:ubiquinone 
oxidoreductase로 구성된  ubiquinone complex I에 전달

되어 일련의 연쇄반응을 통해 ATP 합성에 관여한다. 
Rotenone는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계의 complex I에 직접 

결합하여 ATP 합성을 위한 전자흐름을 저해함으로서 살충

효과를 가져 온다14). Rotenone은 포유동물에 독성이 약하여 

친환경농업에서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지

만 최근에‘파킨슨’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15)되고 있어 

친환경농업에서 사용빈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제충국 제제

제충국 제제는 과거 30년 동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흡즙성 해충 방제용 제제로서 살충성분은 Chrysanthemum 
cinerariaefolium이라는 제충국나무 꽃에서 추출된 pyrethrin
류 화합물이다16). 제충국에 함유된 pyrethrin류 화합물은 

pyrethrin I, pyrethrin II, cinerin I, cinerin II, jasmolin 
I, jasmolin II 등이 있으며(Fig. 7), 이 중 pyrethrin I과 II
가 주요 살충력을 지닌 물질로서 이를 이용한 해충방제에 대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7).
Pyrethrin 제제의 살충기작은 Fig. 8에서 나타낸 바와 같

이 해충의 신경전달교란을 일으켜 신경을 마비시킴으로서 살

충력을 가져오는 ‘knockdown' 효과이다17). 해충의 신경전

달은 K+와 Na+의 농도비율 차이로 생긴 신경세포 분극

(polarization)과 탈분극(depolarization)과정이 자극적으로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신경막전위(axon potential) 변화에 의

해 가능하다. 분극-탈분극 변화에 의해 발생된 막전위는 신경

전달물질(neurotransmitter) 방출을 유도하는데 이 물질은 

곤충의 신경운동을 위한 신호(neuron signal)가 된다. 이때 

이온의 신경세포내 유입(influx)과 유출(efflux)은 신경세포 

Na+ channel에 의해 정교하게 조절된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는 해충의 신경세포 말단에서 활성화된 막전위가 정지전위

(resting potential)로 회복되는 것이 주기적으로 조절되지만 

pyrethrin과 같은 신경전달 시스템 교란물질이 신경세포에 

도달되면 Na+ channel의 정상적인 개폐조절이 저해된다. 신
경세포에서 Na+ channel의 기능이 저해되면 막전위의 활성

전위가 하강되는 것이 지연되어 정지전위로의 회복이 늦어지

고, 그 결과 신경말단에 계속적으로 막전위가 전달됨으로서 

전기적 과부하 유도로 인해 해충은 죽게 된다. Pyrethin은 

광조건과 적용환경의 pH 변화에 민감하여 분해가 빠르므로 

반복적으로 살포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담배 제제
담배 제제는 Nicotiana tabaccum이나 Nicotiana 

rustica13) 같은 담배 잎에 함유되어 있는 nicotine을 유효성

분(Fig. 9)으로 하여 해충을 방제한다. Nicotine은 염기성 액

체로서 중성 pH에서는 1가 양이온을 띠며 산성 pH에서는 2
가 양이온을 띠므로 담배 잎에서 추출할 때는 알칼리 조건에

서 비이온성 화합물 형태로 얻는다. 이를 제제화할 때는 비이

온성 nicotine을 다시 황산이나 염산으로 pH를 낮추어 염산

염 혹은 황산염 화합물을 얻는다. 이렇게  얻은 화합물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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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nsecticidal mode of action of pyrethrins. A. Sodium channel mediates the influx and efflux of ions, Na+ and 
K+, causing electrical charge in nerve axon. Polarization and depolarization of nerve cells regulated by ion channel cause 
a neurotransmitter to be released. B. The interference of pyrethrins with sodium channel causes multiple potential in 
the nerve cells by delaying the closing of ion channel. The delayed ion chanel causes the oversupply of electrical charge 
in nerve axon so that insects are paralysed17).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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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Fig. 9. Chemical structures of nicotine.

Fig. 10. Insecticidal mode of action of nicotine18).

촉독제, 식독제 및 기피제로 사용된다. 
Nicotine의 작용기작은 Fig. 10에 보여준 바와 같이 곤충

의 신경전달 물질인 acetylcholine의 binding receptor에 

대한 경쟁을 통해 신경전달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다. Nicotine
은 그 화학구조가 acetylcholine의 중심구조와 유사하기 때

문에 acetylcholine과 acetylcholine receptor를 놓고 경쟁

적으로 결합한다18). 이 과정에서 신경전달의 교란이 발생하고 

nicotine이 acetylcholine에 결합하면 acetylcholine이 결합할 

수 있는 작용부위가 사라지게 되므로 해충의 신경전달이 차

단된다. Nicotine에서 유래한 대표적인 합성농약으로 진딧물 

같은 흡증성 해충방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imidaclo-
prid가 있으며, 이는 대표적인 ‘knockdown' 제제이다.   

해충방제용 친환경농자재의 전망과 산업화의 
중요성

지금까지 해충방제용 친환경농자재의 현황과 방제기작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다음으로 친환경농자재의 전망과 산업화

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친환경농자재의 전망을 예측

하려면 친환경농업 정책추진 현황,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규모,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의 마케팅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자재의 전망
우리나라는 2009년 현재 친환경농업실천 10년,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의 5년차

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가 농업부분에서 추진해

왔던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의 핵심내용을 전라남도를 사례

로서 살펴보면 2009년까지 합성농약 사용량을 2005년 기준 

30% 까지 감축하는 것과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2009년

까지 전체 경지면적의 30% 수준인 98,000 ha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9년 보고서인 ‘최근 국내

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 및 시장 전망’에 따르면 전라남

도는 5년 동안 약 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2008
년 기준 현재 전체 경지면적의 32.5%에 해당하는 경지면적

을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으로 달성하여 그 면적이 약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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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rketing income of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Prodcut Annual marketing income (Billion won)*
2005 2006 2007

Manufactured 10 17 25
Freshed 50 62 75
Total 60 79 100

*Kindly presented by E-Mart company. Fig. 11. Typical scheme for pesticide commercialization.

ha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국 친환경농업 경지면적의 58.2%
에 해당하는 수준으로서 전국에서 제일 높다. 친환경농업 정

책이 농가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형태를 보면 친환경농업 

농자재구입 보조금 지원, 친환경농업 부대시설 지원, 친환경

농업 광역화 시범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농기계구입 보조금 

지원, 친환경농업 영농법인 설립 지원, 친환경농업 교육비 지

원 등등이다.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이 끝나면 

‘생명식품 5개년 계획’을 새롭게 세워 현재 저농약-무농약-유

기농산물을 포함한 친환경농업시스템을 무농약-유기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이

를 위해 2014년까지 약 1조 6백억원을 투자하여 합성농약의 

사용을 2009년도 사용대비 30% 수준으로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친환경농업 정책이 향후 농업분야

에서 ‘저탄소 녹색산업’의 하나로 간주되어 범국가적으로 추

진될 전망이며 그에 따라 친환경농자재의 필요성과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합성농약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축정책(1차 정책 30% + 2차 정책 30%)은 합성

농약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농자재의 개발과 수요가 요구

되고 있어 친환경농자재의 전망은 밝아질 전망이다.
한편,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의 지속적인 증가는 친환경농

산물의 지속적인 매출신장을 가져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

구원에서 2009년 9월에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2008년 3조 2천여억원에서 2009년 3조 7천여억원으

로 약 17%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2015년에는 그 시장

이 5조원 이상이 될 것이며 2020년에는 전체 농산물시장 규

모의 20%를 육박하는 약 7조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성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국내 유통업체 이마

트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이 유통업체의 최근 3년간 친환

경농산물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여 2007년 현재 1,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Table 1). 특히 가공된 농산물보다 

신선 농산물 매출액에서 현저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친환경

농산물이 깨끗하게 재배된다는 사회적 인식하에 생체농산물 

상태로 소비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

은 결국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개선책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며 그 결과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어서 농자재의 필요성과 수요도 또한 증

가될 전망이다. 
친환경농자재 산업화의 중요성

서두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병해충 방제용 합성농약과 

친환경농자재는 ‘합성’과 ‘천연소재’라는 용어에서 큰 차별성

은 있지만 두 농자재 모두 기능적 및 작용기작 면에서 크게 

다를 바 없음을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 농업에서 합성농약

이 가장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용 농자재로 인식된 이유는 무

엇보다도 농자재의 산업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자재가 산

업화되면 농업현장에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공급이 가능하며 사

용목적의 정확성을 준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의 

저탄소 녹색산업 정책추진,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

비자 욕구의 증가는 친환경농산물의 시장성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곧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농자재

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농자재의 

산업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약이 개발될 때 고려되어할 사항은 농약성분(유효성분)

의 유효농도이다. 농업에 사용되는 합성농약의 일반적인 산

업화 방향은 Fig. 11에 보여준 바와 같이 예시할 수 있다. 즉, 
병해충 방제용 후보성 물질이 선정되면 산업화를 위해 이 물

질의 LD50(적용대상에 대해 50% 치사율 농도) 혹은 ED50(적
용대상에 50% 방제효과 농도)이 결정된다. LD50과 ED50을 

갖는 농도가 독성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준일 경우 

이 농도들은 실질적으로 농가현장에서 살포되는 유효농도 수

준에 해당한다. 농가현장에서 농약을 살포할 때는 넓은 재배

면적에 고르게 살포하기 위해 통례상 200-1,000배 수준으로 

희석된다. 따라서 농약이 상품화될 때 제품용기에 함유되는 

농약의 농도는 유효농도보다 원하는 희석배수 만큼 높은 농

도로 포장된다. 물론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조제를 첨

가하여 제품화되는 농약성분의 함량을 줄일 수 있다. 
친환경농자재가 산업화되려면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친환경농자재는 제품화과

정에서 합성과정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는 규제안이 있다. 
이는 합성농약의 악영향을 없애려는 목적하에 자연적인 과정

에서 생성된 활성물질을 유효성분으로 인정하는 기준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산업화과정이 없으면 친

환경농자재의 제품화는 원료를 국외에서 수입한 다음 국내에

서는 단지 가공만 하는 수준이 될 것이며 이는 서두에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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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였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빈약한 생물농약 현황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자재의 산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현

실에서 친환경농자재 산업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항들

을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극복될 

때 친환경농자재의 산업화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이다.

친환경농자재 원료 확보
친환경농자재의 산업화에서 중요한 요건중 하나는 농자재

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원료공급원의 확보여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업해충 방제

용 친환경농자재의 대부분은 천연식물 추출물 제제이다. 이

에 해당하는 천연식물은 제충국, 님오일, 데리스, 고삼, 담배 

등으로서 이들 천연식물 추출물은 국내가 아니더라도 국외에

서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유효성분에 대한 살충력과 독성적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가 database화 되어있기 때문

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들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급원이 없다. 이들 식물이 우리나라 

일부지역에서 재배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생산할만한 재배환경이 없고 식물의 수확단계와 

가공단계에서 요구되는 높은 인건비 때문에 산업체에서 수익

성을 고려한 나머지 산업화 의지를 포기하고 있다. 
살충원료중 제충국의 경우 케냐가 최대 생산국으로서 최

근 3년 동안 평균 생산량이 약 30,000톤에 이르며 세계 생산

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19). 케냐에서 제충국의 생산과 수

출은 국민을 먹여 살리는 주요 산업중 하나이다. 케냐 다음으

로 중국이 최근 3년 동안 평균 5,0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운남성은 연평균 1,200톤을 생산하여 주로 우리나

라에 수출하고 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2007년 봄에 중국 

운남성의 제충국 생산공장을 견학한 경험이 있는데, 운남성

의 광대한 지역이 제충국 재배만을 농업으로 하고 있었으며, 
공장에서는 제충국을 계약재배 농가로부터 구입하여 산업화

를 하고 있었다. 공장현지를 둘러보았을 때 놀랍게도 한꺼번

에 100톤이라는 제충국을 추출할 수 있는 대형 자동추출장치 

8대가 항상 가동되고 있었다. 추출기에서 얻어진 추출물은 

자동적으로 초임계액체추출기에서 95%까지 정제되어 고형

물이 제거된 다음 국제수출기구에서 제시한 수출용 드럼통에 

옮겨져 해외로 수출된다. 공장 안에는 제충국 추출물에 함유

된 pyrethrin의 존재여부를 검증하는 기기분석이 이루어져 

품질관리가 되고 있었다. 
한편, Neem oil의 경우 인도가 세계 최대 생산지로서 인

도에는 2천5백만 그루의 님나무가 재배되어 생산량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광대하다19). 중국과 인도, 그리고 케냐가 이렇

게 병해충 방제용 천연식물의 거대한 생산지가 되는 데는 값

싼 노동력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는 제충국이나 

님오일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형학적 및 인적환경이 다른 

국가에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친환경농자재의 경우 대부분이 국외에서 수입되어 

들어온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느 친환경농자재 산업체에

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

고 있는 해충방제용 친환경농자재의 매출액의 경우 벼멸구 

방제용이 170억원, 응애 방제용이 390억원, 진딧물 방제용이 

709억원, 배추좀나방 방제용이 40억원으로 총 1,309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원료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밝혀

졌다. 해충방제용 미생물제제 또한 서두에서 언급하였던 것

처럼 원료를 수입한 후 가공된 자재가 많다. 결론적으로 친환

경농자재 원료공급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료를 해외에 의존

하게 되어 국내에 판매될 때는 합성농약 값보다 훨씬 비싸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며, 국제적인 경제상황에 따라 가격변동

이 심할 경우 친환경농자재의 국내공급은 어려운 상황에 처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곧 친환경농업이 실패로 전

락되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친환경농자재 원료의 과학적 표준화
우리나라 친환경농가에서는 멀구슬나무 열매, 녹차나무 

잎, 고추씨 오일, 은행나무 열매, 자리공나무 열매, 매실, 떼
죽나무 껍질, 역귀나무 잎, 어성초, 참나무 오일, 그리고 각종 

한약재에서 유래된 다양한 식물추출물이 농가에서 병해충 방

제용 민간요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식물추출물은 재배

면적이 영세하였던 과거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법이지만 친환경농업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료량

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업화의 한계가 있다. 또한, 
민간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많은 농자재들을 보면 병해충 

방제기작이나 독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가 미비하

다. 즉, 이들 식물로부터 얼마나 많은 양의 추출물을 얻어서, 
어떻게 농축하여 유효농도를 높이고, 추출물에 함유된 무슨 

활성물질을 농가현장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희석하여 살포해

야 하는지 등의 과학적인 자료가 없다. 예로서 어떤 살충성 

천연식물의 경우 1 kg 열매를 4 L 분량의 에탄올에 3-4일 

동안 침지추출한 후 추출물을 10배 농축하여 살포하라는 정

보가 인터넷상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실질적으로 친환경농

가에서는 해충방제를 위해 이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설사 이 정보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1,000 m2에 살포되는 물

량인 700 L을 기준으로 필요한 식물추출물 양을 예측해보면,  
[(1 kg/4 L) x 10 x 700 L] = 1,750 kg으로서 추출액을 10
배 수준으로 희석하여 살포한다 하더라도 175 kg이 필요하

다. 더욱이 제제살포를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

로 살포해야하는 점을 고려하면 식물추출물의 소요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전라남도처럼 광범위한 친환경 재배면적에 

살포하고자 할 경우 얼마나 많은 양의 식물이 필요할 것인가

를 예측해보면 대량적 재배환경이 부재한 우리나라에서는 산

업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충의 성장

속도가 비교적 빠른 흡즙성 해충의 경우 식물추출물을 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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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침지하는 동안 해충밀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상

기의 방법은 방제에 적절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식물

이라 할지라도 재배지역이 다르면 식물에 함유된 활성물질의 

함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배지역적 추출물의 차이는 농

자재의 표준화를 가져올 수 없다. 그러므로 검증되지 않은 자

료가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에 정책적으로 추진된다면 친환경

농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에 필

요한 농자재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자재의 유효성분에 대한 

품질관리와 표준화 방법이 마련되어 자재의 신뢰성과 과학적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합성 농자재는 독성이 있어 

친환경농업에 허용이 되지 않고 천연(생)물 소재는 자연적인 

것이므로 안전하다는 것은 크나큰 오류이다. 물론 천연물

(생) 소재는 합성 자재에 비해 환경에 덜 지속적이어서 잔류

성이 낮지만 그렇다고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천연(생)물 소재에서 유래된 자재의 인

축에 대한 독성학적 자료와 non-target 생물에 대한 악영

향, 그리고 병해충의 저항성 유발에 대한 자료가 미비한 실정

이기 때문에 농자재관리법이 보강되지 않으면 친환경농자재

의 오용과 남용의 염려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친환경농

자재의 산업화를 위한 자재의 표준화와 과학적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친환경농자재 관리법령
우리나라 친환경농자재는 생물농약과 4종 복합비료 형태

로 산업화된 다음 지자체 해당기관에 등록된 후 농가에 보급

되다가 2008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이를 다시 ‘유기농자재 

목록고시제’를 마련하여 친환경농업에 사용가능한 자재를 농

가에 알려주고 있다. 살펴보면 과거 4종 복합비료로 등록된 

농자재의 대부분이 다시 유기농자재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

는 것이 많다. 물론 농자재등록을 위해 약효와 독성실험 성적

이 요구된다. 하지만 합성농자재와 같은 엄격한 독성 및 약

해, 그리고 약효시험을 거치지 않았기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등록된 농자재의 유효성분이 무엇인지 그

리고 원료의 출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게 제공

되고 있어 농자재관리를 위한 제정안이 필요하다. 흡즙성 해

충방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데리스제제의 성분인 

rotenone은 최근에 파킨슨 질병을 유도한다고 발표되고 있

는 점을 고려할 때15) 농자재의 유효성분 관리를 위한 국가적 

법령제정은 친환경농자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

가 국내외적인 산업화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농
자재 유효성분에 대한 관리는 또한 농자재를 사용하는 친환

경농가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이기도 하다. 이것은 동일

한 유효성분으로 구성된 농자재가 다른 제품명으로 판매될 

경우 농가에서는 유효성분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므로 

동일한 약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그 결과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 유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향후 개발될 친환경농자재는 유효성분을 제품에 공시하게 

하고 분석기관에서 해당 유효성분에 대한 검사를 받아 검증

된 농자재를 산업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수입된 농

자재 원료의 진실여부를 가름하는 길이기도 하다.    

친환경농자재 마케팅 시스템
우리나라 친환경농자재는 합성농약을 시판하는 판매점에

서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각 지자체 지역별 존재하는 농협을 

통해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농자재 관리법상 농약을 판매하

는 자는 비료를 포함한 모든 농자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저자들은 이것을 각 지자체별 친환

경농자재 관리부서에서 마케팅 시스템을 감독하기를 권하고 

싶다. 물론 지자체별 관리부서가 담당할 때는 상기에서 언급

하였던 것처럼 유효성분에 대한 검증과 안전성에 대한 자료

가 반드시 database화 되어 있어야 하며, 기준에 미달된 자

재는 과감하게 판매를 중지시켜야 한다. 현재의 농자재 판매

시스템은 친환경농자재를 개발하고 납품하는 산업체와 판매

점간에 다양한 이해적인 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

무리 효능이 좋은 제제를 개발한 산업체라 할지라도 현재 판

매시스템의 질서를 이해하지 않으면 농자재 마케팅이 어려운 

실정이다. 친환경농자재를 개발한 산업체가 거대하고 자금의 

유동성이 우수할 경우 현재 판매시스템의 질서하에서 잘 견

디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

로 뒤떨어져 있어 농자재 마케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

은 다양한 친환경농자재를 요구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친환경

농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농가현장에서 

들려오는 농자재의 장단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친환경농자재의 마케팅은 상기에서 제

안한 관리기준을 선행조건으로 하여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엄

격하게 감독하는 질서를 세워야 할 것이다.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병해충 방제용 농자재의 현

황과 친환경농산물 시장성에 따른 농자재의 전망, 그리고 갈

수록 증가하는 친환경농자재의 수요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

요한 친환경농자재 산업화의 중요성과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친환경농업 5개년 정책추진 계획’의 

마지막 년차인 올해 정책추진 성과를 보면, 국가적으로 광범

위하게 추진해온 친환경농업 육성책 덕분에 농업환경은 친환

경농업 실천이전에 비해 건강해져 보인다. 인간과 환경이 공

존하는 농업시스템 개발과 추진은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마

련에 중요하다. 하지만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농업경제의 건

전한 순환을 위해서는 농업의 산업화가 필요하다. 특히, 친환

경농업에 사용되는 농자재의 산업화는 지속가능한 농업시스

템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 또한, 산업화와 더불어 농자재

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신뢰성 있는 관리방안이 법령으로 마

련되어 농자재에 대한 과학적인 database화 시스템이 구축



친환경농업 해충방제제의 현황과 전망 309

될 때 진정한 친환경농업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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