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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생물농약의 이해

1.

생물농약(Biopesticides : Biological control agents )

현재의 농약관리법(법률 제9658호, 2009.5.8, 일부개정)하에서 농약
은 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하여 농작물을 해치는 균
(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ㆍ살충제ㆍ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
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그리고,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
의는 최근에 새로이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생물농약과 화학적인 공
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합성 화학 농약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다.
이에 농약 관리 정책이 작물의 생산성 증진을 위한 화학 농약 위
주의 정책에서 환경과 인간을 우선 고려하는 환경친화적인 식물 보
호제 정책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제품이 선호되는 소
비 시장의 흐름을 현실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미생물과 식물추출물,
천연물질을 이용한 농약을 천연보호제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법 명칭과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농약의 법률적 명칭을 ‘식
물보호제’라 하고 종류를 ‘화학농약’과 ‘천연보호제’로 구분하며, ‘농
약관리법’의 명칭을 ‘식물보호제 관리법’으로 변경하려는 ‘농약관리
법 전부 개정 법률안 (농림수산식품부 공고(안) 제2009- 266호)이 입
법예고 되어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천연보호제는 생물농약의 새
로운 법률적 용어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농촌진흥청 고시(고시 제 2009 - 19 호 2009.7.7)
‘농약의 등록기준’에 따라 농약의 종류를 화학농약, 생물농약으로
구분하고 생물농약을 미생물농약과 생화학농약으로 나누고 있다.
미생물농약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
물을 이용한 농업용 미생물 방제제이며, 주로 살균제와 살충제로
이용되며, 선충제와 천적도 미생물 농약 범주에 해당된다. 생화학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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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자연계에서 생성된 천연화합물을 추출하여 이용하거나, 비독
성학적 기작에 의해 작동하는 생물통신물질을 이용한 농업용 생물
질이라고 고시되어 있으며, 살균 및 살충 활성을 갖는 식물 및 미
생물 등의 추출물, 해충의 유인 기피 활성을 갖는 페로몬제, 천연
생장조절제 등이 이에 속한다.
표1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 나라마다 생물농약의 분류와 정의
가 조금씩 다르고 허용하고 있는 품목이 다르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과 영국 작물보호협회(BCPC)는 각기 생물농약(biopesticides)
과 생물학적 방제제 (biological control agents)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 현재 미국 환경보호청 생물농약 활성 성분 자료표
(http://www.epa.gov/oppbppd1/biopesticides/)에는
생물농약으
로 허용된 327종의 성분들이 등록되어 있고, 2004년 영국 작물보호
협회에서 발간한 ‘생물학적 방제 매뉴얼(The Manual of Biocontrol
Agents)’ 3판에는 373종이 성분별 특성과 이용 방법이 기재되어 있
다. 한국의 경우 생물농약을 천연 보호제라고 하고, 미생물농약과
생화학농약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2008년 7월 기준으로 28종
의 미생물 농약과 2종의 생화학 농약 등 총 30 종의 생물농약이 품
목 등록되어 있다. 생물농약으로 등록 되어있는 제품이외에 955품
목의 친환경유기자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생물농약으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품목도 작물병해충관리자재로 분류되어 있고,
이들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생물농약의 범주에 속한다. 작물병해충
관리자재가 생물농약의 기능을 함에도 생물농약으로 등록되지 않아
도 사용이 가능한 것은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친환
경농업 육성법’에 의해 사용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업 육
성법’에서는 현재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인정되는 유기농산물 생산
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의 종류와 조건을 규정하고, 유기농 작물
의 영양과 병해충 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종류
와 조건은 부록 1에 나타내었다.
8 친환경 코스 관리를 위한 생물농약의 이해와 활용

표 1. 국내외 생물농약의 분류

국가 한국(농촌진흥청) 미국(환경보호청:EPA) 영국(작물보호협회)
(분류기관)
생물학적 방제제
생물농약
생물농약
천연보호제
(Biological control
명칭
(Biopesticide)
agents)
미생물농약
미생물
(Microbial Pest
미생물농약

Control Agents)

기타

(Other Pest Control

생물
농약
분류

Agents)

생화학농약

(Microorganism)

천적

(Macroorganism)

천연물질

생화학농약

(Natural Products)

Control Agents)

신호물질

(Biochemical Pest

(Semiochemicals)

국내 미분류

식물 병합 보호제

(Plant Incorporated
Protectant :PIP)

유전자

(G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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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농약의 종류

⑴ 미생물농약 (Microbial Pesticides)
유효 성분이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생동물로 이루어지는 경우
미생물 농약이라 하며, 작용에 따라 미생물 살균제와 미생물 살충
제가 있다. 해외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제초제가 개발되어 시판되
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는 등록되어 있는 미생물 제초제가 없
다. 대표적인 미생물농약으로는 잔디의 갈색잎마름병에 효과가 있
는 바실루스 서브틸리스디비비1501 (Bacillus subtilis DBB1501) 살
균제와 배추좀나방, 파밤나방 등에 효과가 있는 비티아이자와이
(Bacillus thuringiensis subsp. aizawai) 살충제 등이 있다. 국내에서
는 선충제와 천적류도 미생물 농약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생물농약
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은 없으며, 친환경 작물병해충관리자재로
등록되어 유통되며,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는 천적과 선충류를 미생
물 농약에 포함 시키지 않고 따로 항목을 분류하고 있다. .
⑵ 생화학 농약 (Biochemical Pesticides)
자연상에 존재하는 천연물질과 그와 구조가 같은 천연화합물 중
비독성 경로를 통해 병해충을 제어할 수 있는 물질을 생화학 농약
이라 한다. 곤충의 성호르몬, 식물 및 동물, 미생물의 추출물 등이
이에 속하며, 살충, 살균, 해충의 유인과 기피 활성, 병원균의 저해
활성, 식물 성장의 조절 활성을 가지며, 인위적 조작이나 합성 없이
추출된 물질이어야 한다.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독성이 없으며, 자
연 상태에서 쉽게 분해 되어 잔류성이 없는 물질이어야 생화학농약
으로 인정 등록 될 수 있다. 국내에는 멀구슬나무 추출 물질인 아
자디락틴과 펠라르곤산이 각기 살충제와 제초제로 등록되어 있다.
등록되어 있는 약제 외에 생화학농약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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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추출물, 미생물 발효 추출물, 곤충 페로몬이 이용되고 있다. 님
제제, 데리스, 제충국제제등의 식물추출물이 생물농약으로 등록 되
어있지는 않지만 유기농 인증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작물병해충관
리자재로 등록되어 유통 판매되고 있다. 식물성 원료들을 친환경
농가에서 직접 추출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많은데 고삼이나, 마늘을
발효주정이나 물로 추출하여 살충제나 해충기피제로 이용하기도 한
다.
⑶ 식물 병합 보호제 (Plant-Incorporated-Protectants)
국내에서는 생물농약의 범주에 식물 병합 보호제를 포함시키지
않고, 유전자가 도입된 형질전환 식물의 상업적 재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는 생물 농약의 한 범주로 분
류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유전적으로 조작하여 병
해충에 내성을 갖는 유전자를 도입시킴으로서 화학 농약과 화학 살
균제의 사용 없이 병해충에 대해 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식물과 이
에 이용되는 유전자, 유전자의 발현 단백질, 유전자가 식물에서 발
현 될 수 있도록 만든 벡터를 식물 병합 보호제라고 하고 있으며,
영국의 작물 보호 협회에서도 해충 저항성 유전자와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생물농약에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 병합 보호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BT 독소라고 불리우는
곤충 독성 단백질인 Cry1A, Cry3B 등으로 미생물인 바실러스 튜링
지엔시스 (Bacillus thuringiensis)에서 분리된 이들 유전자를 옥수수
나 콩 등의 재배 작물에서 도입시켜 직접 발현 시킬 경우 나방이나
나비류 유충이 BT 독소를 발현하는 잎을 먹고 죽게되어 살충제의
사용 없이도 나방류 해충을 방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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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생물 농약 등록 현황 (2008. 7.23)

번호 용도 구분
농약 품목명
상표명
등록회사
1 살균 수입
바실루스서브틸리스와이1336 수화제
바이봉
한국삼공(주)
2
바실루스서브틸리스큐에스티713 수화제
에코제트
(주)신영아그로
3
바실루스서브틸리스큐에스티713 액상수화제
에코스마트 (주)신영아그로
4
바실루스푸밀루스큐에스티2808 액상수화제
에코센스
(주)신영아그로
5
제조
바실루스서브틸리스디비비1501 수화제
테라스
(주)동부하이텍
6
바실루스서브틸리스디비비1501 입제
홀인원
(주)동부하이텍
7
바실루스서브틸리스제이케이케이238 액상제
잎살림
(주)흙살림
8
바실루스서브틸리스지비365 수화제
그린올
(주)그린바이오텍
9
바실루스서브틸리스지비365 액상수화제
씰러스
(주)그린바이오텍
10
바실루스서브틸리스케이비401 유상현탁제
슈팅스타
고려바이오(주)
11
바실루스서브틸리스케이비시1010 수화제
재노탄 (주)한국바이오케미칼
12
스트렙토마이세스고시키엔시스더블유와이이324 액제 쎄이프그로 (주)케이아이비씨
13
스트렙토마이세스콜롬비엔시스더블유와이이20 액제 마이코싸이드 (주)케이아이비씨
14
암펠로마이세스퀴스콸리스에이큐94013 수화제
큐펙트
(주)그린바이오텍
15
패니바실루스폴리믹사에이시-1 액상수화제
탑시드
(주)그린바이오텍
16 살충 수입
뷰베리아바시아나지에이치에이 유상현탁제
보타니가드 아리스타라이프사이언스코리아(주)
17
뷰베리아바시아나티비아이-1 액상제
세레모니
(주)동부하이텍
18
비티아이자와이 액상수화제
비오칸
(주)동방아그로
미성살충탄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19
비티아이자와이 입상수화제
스콜피온
(주)영일케미컬
20
비티쿠르스타키 액상수화제
엠페릴
(주)경농
21
비티쿠르스타키 입상수화제
(비어 있음) (주)동부하이텍
22
비티쿠르스타키 입상수화제
튠업
(주)경농
아리스타라이프사이언스코리아(주)
23
아자디락틴 입제
단독
24
제조 모나크로스포륨타우마슘케이비시3017 고상제
땅거미 (주)한국바이오케미칼
25
비티아이자와이엔티423 수화제
토박이
(주)동부하이텍
26
비티아이자와이엔티423 액상수화제
토박이
(주)동부하이텍
27
비티아이자와이지비413 액상수화제
솔빛채
(주)그린바이오텍
그물망
(주)동부하이텍
바이오비트
(주)동방아그로
바이충
인바이오믹스(주)
28
비티쿠르스타키 수화제
비결
동부정밀화학(주)
삼공비티
한국삼공(주)
슈리사이드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영일비티
(주)영일케미컬
29
패실로마이세스퓨모소로세우스디비비-2032 수화제
방시리
(주)동부하이텍
30 제초 수입
펠라르곤산 유제
싸이티
한국삼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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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농약의 장점과 단점

생물농약은 화학농약에 비해 독성이 비교적 적고, 방제 대상 병
해충에 특이성이 높으며, 자연 분해 속도가 빨라 환경과 인체에 대
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생물 농약이 갖고 있
는 장단점을 일반 화학농약과 비교 하여 보면 생물농약은 화학 합
성 농약에 비하여 빛, 수분, 공기 등에 의한 자연 분해 속도가 빨라
환경 잔류성이 적고, 인간과 가축에 대한 독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화학 합성 농약은 화학 공정에 필요한 복잡한 설비와
원료를 통해 만들어지는데 비하여 생물농약은 병해충 방제 활성을
갖는 천연물로부터 발효주정이나, 물과 같은 용매를 활용하여 추출
하거나, 미생물 등을 배양해서 얻음으로서 사용자가 특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서 직접제조도 가능하다.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화학 농약은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방제
효과를 나타낸다. 반면 생물농약은 화학 농약에 비해 약한 방제력
을 나타낸다. 생물농약은 환경에 대한 잔류성과 위해성이 적어 지
속적인 살포가 가능하여, 병해충의 발생하기 전 예방적 목적의 방
제에 적합하고, 미생물농약들은 식물의 뿌리발달을 도와 식물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등 영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
다. 화학농약은 병해충이 갖고 있는 대사 관련 효소에 직접 작용하
여 약효를 나타내는데 비해, 생물농약은 해충의 생활사중의 일부
경로에 작용을 하거나, 병원균과의 생태적 경쟁에 의해 방제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화학 농약의 작용 기전은 병해충에 대해 생물농
약보다 넓은 방제 스펙트럼을 나타낼 수 있게 하지만, 효소의 작용
부위에 돌연변이 등이 유발되어 약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하는 경우
식물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가격면에서 생물농약
은 일부분 자가 생산도 가능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적인 측면에서
는 화학 농약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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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생물농약(천연보호제)과 화학농약의 장점과 단점
구분
인축독성

작용기전

생물농약(천연보호제)
비교적 적음
생물, 천연물로부터
추출 및 배양
병해충 발생 전
예방적 방제
생물학적 생태적 작용

화학적 합성 공정
병해충 발생 후
치유적 방제
생화학적 작용

병해충 특이성

높고, 적용 범위가 좁음

적고, 적용 범위가 넓음

약효

비교적 느림

빠르고 오래 지속

내성

내성 발생 우려 적음

약제내성 발생

잔류성

잔류 문제 적음

잔류 농약 검출

환경호르몬

미분류

환경호르몬 약제 보고

생태계 영향

비교적 적음

환경오염/생태계 파괴

친환경 분야

사용허가

사용제한 혹은 금지

비용

비교적 고가인 경우가 있음

상대적 저렴

원료 및 제조
방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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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농약
독성문제 야기

4.

생물농약 선택과 제조시 주의사항

생물농약이나 친환경 작물병해충관리자재로 등록되어 있는 품목
과 성분들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걸쳐 제조, 유통, 판매가 허용된 것
이므로 어느 정도 안전성에 대해서도 보장이 되어 있다 볼 수 있
다. 그러나 생물농약이 친환경 제품 생산에 이용되는 안전한 제품
이라는 선입견에 유사 생물농약 제품을 모두를 안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사용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⑴ 생화학 농약의 안전성
국내의 친환경 농업분야에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제와 천연약
초, 한약제 추출물을 유기농 제품 생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다. 이는 이용되는 식물이 어떤 종류이건 상관없이 물, 발효
주정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 사용기준에 따라 허용된
용매로 추출하는 경우 안전성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
다. 생물농약에 사용 할 수 있는 천연물들은 생물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것들로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빛, 산소, 수분에 의해 자연 분
해되거나 생태계 내에서 분해가 쉽게 이루어져 환경 잔류에 대한
우려는 극히 적다. 그러나 독성면에서는 사용전 안전성에 대한 고
려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영국의 작물보호 협회에서 발간한 생물학적 방제재 목록에 등재
되어 있으면서 살충 및 해충 기피제로 이용되는 니코틴의 경우, 급
성독성이 높은 고독성 물질이다.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에서 자
가 추출법에 의해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피마자와 협죽도의 경우도
리신과 올레안드린이라는 고독성과 맹독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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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생물농약, 천연물, 화학 농약의 경구독성 비교
농약
분류

성분명

Azadirachtin
Capsaicin
Cinnamaldehyde

생물
농약

Laminarine
Nicotine
Pelargonic acid
Spinosad
Thymol

천연
추출물

Ricin
Oleandrin
Azoxystrobin
Deltamethrin
Ethoprophos

일반
화학
농약

Etridiazole
Fenitrothion
Iprodione
Napropamide
Propiconazole
Tebuconazole
Triclopyr-TEA

경구독성* 독성등급**
(mg/kg)
>3,540
저독성
150
고독성
2,220
저독성
> 2,000
저독성
50
고독성
>5,000
저독성
>5,000
저독성
980
보통독성
25
고독성
0.3***
맹독성
>5,000
저독성
130
고독성
34
고독성
1077
보통독성
504
보통독성
3,500
저독성
>5,000
저독성
1,517
보통독성
1,700
보통독성
1,847
보통독성

성분 원제의 Rat oral LD 50
** : 성분 원제의 농약 제품 기준 독성 등급
* :

*** : i.v in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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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님제제 성분(살충제)
고추 성분 (해충기피제)
BCPC등록 (살균제,해충기피제)
BCPC등록 (살균제)
담배 성분(살충제)
BCPC등록 (살균제)
BCPC등록 (살균제)
EPA등록 (살균제)
피마자 독성 성분
협죽도 독성 성분
살균제
살충제
살충제
살균제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살균제
살균제
제초제

⑵ 미생물농약에 사용된 미생물의 생물안전 등급
골프장을 비롯한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거의 모든 공간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공존하고, 이들 미생물 중에는 유익한 미생물과 인
체에 감염 등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잔디병 방제에 미생물농약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 화학 농약에 비
하여 방제가가 낮아 원하는 효과를 위해서는 비교적 넓은 면적에
많은 량을 자주 살포해 주어야 한다. 미생물 농약의 적용 방법은
일반 화학 농약과 같이 농약살포기를 통해 엽면 분무 살포하거나
고형제 형태로 분산 살포한다. 이 경우 살포물이 에어로졸이나 입
자 형태로 비산되어 골프장 주변의 녹지나, 주변 농지로 확산 될
수 있다. 이때, 미생물농약이 약제를 살포하는 코스관리인들에게 뿐
만 아니라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들의 신체에 잔류하거나 호흡기
를 통하여 체내로 유입될 수 있고, 면역력이 낮은 일부 사람들에게
감염이 유발 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이에 코스 관리에 미생
물농약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효과 못지않게, 미생물 농약의 안
전성을 우선 고려하여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미생물은 병원성의 정도와 예방, 치료의 용이성에 따라 4등급의
생물학적인 안전등급(Biosafety level)이 정해져 있고, 이를 통해 사
용하고자 하는 미생물 농약의 안전성을 판단 할 수 있다. 각 등급
에 따라 위험도와 해당 미생물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군 (Biosafety level 1) :
건강한 성인에게서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생물체
예) Bacillus subtilis (청국장균), Bacillus thuringiensis (BT제제균),
Leuconostoc carnosum (김치유산균), Escherichia coli (일반대장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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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군 (Biosafety level 2) :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이나 증세가 심각하지 않고 예방과 치료가 용이한 경우
예) Escherichia coli O157 (식중독 대장균), Bacillus cereus (식중독
균) Streptococcus pneumoniae (폐렴구균), Clostridium tetani (파상풍
균) 등
제 3 군 (Biosafety level 1)
사람에게 심각하고 때로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이
나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경우
예) Yersinia pestis(페스트균), Bacillus anthracis (탄저균)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바이러스 등
제 4 군 (Biosafety level 1)
사람에게 심각하고 때로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이
며 예방과 치료가 거의 어려운 경우
예) Variola virus (두창 바이러스), Hepes B Virus (헤르페스 B 바
이러스), Ebola virus (에볼라 바이러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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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2 장
미생물제제의 이해와 활용

1.

미생물제제의 작용기전

잔디 등 식물에서 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양이나 공기
중에 있는 병원균의 기주 식물에 대한 감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
다. 감염된 병원균은 기주의 영양 상태가 나빠져 병에 대한 저항성
이 떨어지거나, 증식이 활발한 환경이 주어지면 밀도가 급격히 증
가해서 병이 발생하게 된다.
병원균의 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길항 미생물을 적용시키는
경우 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온도와 수분, pH, 토양 인자
등의 적절한 환경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잔디 등 식물체가 뿌리 내리고 있는 토양과 식물체 잎 표면에는 무
수히 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존재하고 다양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진
다. 이들 다양한 미생물 중에 (1)경쟁, (2)항생물질의 분비, (3)기생, (4)
교차내성, (5)유도 면역 등의 기전으로 식물병 발생을 억제 할 수 있
는 능력을 갖고 있는 종류를 미생물 농약으로 활용 할 수 있다.
⑴ 경쟁
잔디가 성장하는 골프장의 토양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미세 생태
환경을 형성하고, 공생, 기생, 경쟁 등의 상호 작용을 하면서 살아
가고 있다. 이러한 미세 환경에서 미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분과 공간 등 생존에 필요한 기본 요소를 필요로 하며 각 미생물
종들 사이에는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미생물에 의해 필요한 자원이 소비되면 다른 미생물에 의해 소비될
수 있는 자원은 고갈되고 증식과 생존에 영향을 받게 되며, 병원균
등 다른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킬 수 있는 미생물을 길항미생물
(antagonic microbes)라고 부른다. 양분과 공간 경쟁 외에 항생물질
과 같은 이차 대사 물질을 분비함으로서 다른 종의 증식을 억제하
고, 사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미생물 사이의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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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억제 작용을 ‘길항작용 (antagonism)’이라 한다.
양분과 공간에 대한 경쟁은 근연적으로 가깝고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는 두 종 사이에서 좀 더 치열하게 일어난다. 이는 두 종이
증식에 필요한 양분, 환경과 조건이 유사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
우 비병원성 종을 식물이나 종자에 처리하여 병원성 종의 증식을
억제 시킨다. 근연적으로 연관성이 적은 종도 병원균과 동일한 자
원을 이용하는 경우 길항제로 이용할 수 있는데 세균이나, 효모를
처리하면 잎 표면의 병원균의 포자가 이용할 양분을 고갈시켜 포자
의 발아를 억제 시킬 수 있다.
⑵ 항생작용
많은 미생물이 다른 미생물의 증식을 저해 시키거나, 치사 시킬
수 있는 대사 물질을 분비하는 데 이를 항생물질 (antibiotics)이라
고 부른다. 미생물에 의한 항생 물질의 분비는 경쟁에 의한 병원균
의 생육 저해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병원균 방제 작용을 나타낸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는 서브틸린(Subtilin), 에리신 S (Ericin S)와
같은 펩티드성 항생 물질을 생산하고, 슈도모나스 속은 피오루테오
린(pyoluteorin), 필롤니트린(pyrrolnitrin)과 같은 항진균성 항생물질을
분비하여 밀의 마름병, 담배의 뿌리썩음병, 토마토의 푸사리움 마름
병등을 방제한다. 토양 방선균의 일종이면서 대표적인 항생물질 생
산 미생물인 스트렙토마세스속은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을
비롯한 수십만종의 항균성 물질을 생산 할 것으론 추정되고 있다.
미생물농약으로 활용이 되는 아그로박테리움(Agrobacterium)속과 트
리코더마(Trichoderma)속도 항생물질을 생산하여 다른 미생물의 성
장을 억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세균은 철과 같은
금속 이온과 결합하는 사이드로포어(siderophores)라는 물질을 분비
하여 철분 결핍을 일으키고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 시킨다.
미생물에 의해서 생성되는 항생물질은 이차대사산물로서 증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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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따라 양적인 변화가 심하고,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양이 적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미생물이 생산하는 항생물질
이 병원균에 대한 유효 성분인 경우에는 배양조건을 조절하여 충분
한 항생물질이 생산된 상태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미생물에 의하여
생산된 항생물질은 대부분 햇볕, 수분, 공기 등에 쉽게 분해 되어
잔류성은 낮아 생태 환경적으로는 긍정적이나, 생물학적 방제에 이
용되기 위한 특성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⑶ 기생
기생이란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한 생명체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상호작용 형태
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생하는 생물을 기생자라 하고, 기생을 당
하는 쪽을 숙주 혹은 기주(宿主, host)라 하며, 기생자와 숙주 사이
에는 특이성이 존재한다. 잔디병 방제에 많이 이용되는 트리코더마
종(Trichoderma spp)는 잔디의 라지패치와 브라운패치 병의 원인균인
라이족토니아 솔라니(Rhizoctonia solani)에 기생할 수 있다. 트리코더
마종(Trichoderma spp)은 라이족토니아 솔라니(Rhizoctonia solani)의
세포벽을 직접 뚫고 들어가 숙주의 영양분을 빼앗고, 균사체의 성
장을 억제 시키며 숙주를 치사 시킬 만큼 치명적이다.
⑷ 교차 보호
식물의 병원균은 계통에 따라 병원성이 달리 나타나며, 같은 종
이라도 계통이 다를 경우 대상 식물에 대하여 병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토마토에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의 비병원성 계통은 병원성 계통의 감염을 예방 할 수 있고, 오이
덩굴 쪼김병의 원인이 되는 푸사리움 옥시스포럼(Fusarium
oxysporum)의 비병원성 계통은 병원성 계통에 의한 덩굴 쪼김병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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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억제한다.
⑸ 유도 면역
식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미생물 중 일부는 식물체에 병 저항성을
유도한다. 식물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항성 반응을 활성화
시켜 병에 대한 저항력을 유지케 하는 것을 유도저항성 (Induced
systemic resistance ; ISR)이라 한다. ISR은 비병원성 근권 미생물에
의해서 유도되며, 이들을 식물생장 촉진 근권미생물 (Plant Growth
Promoting Rhizobacteria : PGPR)이라고 한다. 유도 저항성을 통해
진균, 세균,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식물 병해에 대한 복합적인 예
방이 가능하다. 식물도 병원균에 감염되면 동물에서 면역계가 활성
화 되는 것처럼, 후속 감염에 저항하는 기작이 시작되어 병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되는데 이를 식물의 전신 후천성 저항성 (systemic
acquired resistance : SAR) 이라고 한다. 전신 후천성 저항성에서는
식물 병원균이 식물 병원성 관련 단백질 (pathogenesis- related
proteins : PR)을 유도시키는데 이는 SAR의 중요한 특징이다. 유도
면역은 교차 내성의 한 형태로 불활성 병원균이나, 극소량의 병원
균, 병원균 유래 물질이나, 병원균과 같은 균종의 비병원성 계통에
의해서도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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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생물제제의 종류와 효과

미생물제제는 크게 병충해 방제에 이용되는 미생물농약과 작물에
유기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인산이나 철분 등 무기물의 흡수를 도
와주는 미생물비료로 나눌 수 있다.
⑴ 미생물농약
미생물 농약은 미생물의 종류에 세균성 미생물농약과 진균성 미
생물 농약으로 나뉠 수 있으며, 작용에 따라 살균제와 살충제로 나
눌 수 있다. 세균성 미생물농약은 바실러스, 슈도모나스, 스트렙토
마이세스와 같은 세균(bacteria)을 이용하며, 이들이 생산하는 항진
균성 물질이 식물병원균의 생육을 억제하거나 치사시킨다. 바실러
스 튜린기엔시스 (Bacillus thuringiensis)를 이용한 미생물 살충제는
BT 독소라는 내분비 곤충 독소를 분비하여 살충 작용을 나타내게
되는데, 살포된 미생물농약을 해충이 직접 섭취를 해야만 살충 활
성을 나타낸다.
진균성 미생물농약은 암페로마이세스 퀴스쿠아리스 (Ampelomyces
quisqualis), 트리코더마종(Trichoderma spp.)과 같이 곰팡이류를 이용
한 살균제와 뷰베리아종 (Beauveria spp.)과 같은 살충제가 있다. 진
균성 살균제는 항균 물질을 분비하여 병원균의 생육을 억제 시키거
나 치사시키는 세균성 살균제와는 달리 식물병원균에 기생하여 병
원균을 치사시키는 기생성 미생물이 많다. 뷰베리아종 (Beauveria
spp.)과 같은 진균성 살충제는 세균성 살충제와는 달리 해충이 섭취
를 하지 않더라도 식물의 표면에 살포하고, 해충과의 접촉이후 해
충의 큐티클층에서 균사가 발아하여 해충의 내부로 침범하여 살충
작용을 나타낸다.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대표적인 미생물농약의
종류와 적용병해충은 표5, 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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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내 유통 세균성 미생물농약의 종류
미생물 종류 적용병충해 제품명
Bacillus subtilis QST 713
Bacillus subtilis Y1336
Bacillus subtilis JKK238
Bacillus subtilis KBC101

Bacillus subtilis GB-0365

살
균
제

Bacillus subtilis KB-401
Bacillus subtilis DY-6364

Bacillus subtilis DBB-1501
Bacillus pumillus QST 2808
Paenibacillus polymyxa AC-1
Streptomyces lydicus WYEC108
Streptomyces griseofuscus
Bacillus thuringiensis

살

subsp. Aizawai GB413

충
제

Bacillus thuringiensis
subsp. kurst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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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오이흰가루병 에코제트 (주) 신영아그로
오이흰가루병 바이봉
(주)한국삼공
벼도열병
(주)흙살림
잎살림
오이잿빛곰팡 재노탄 (주)한국바이오케미컬
이병
토마토잿빛곰 씰러스
(주)그린바이오텍
팡이병
오이흰가루병 슈팅스타
고려바이오(주)
오이잿빛곰팡 닥터푸란트
(주)대유
이병
잔디갈색잎마 홀인원
(주)동부하이텍
름병
벼도열병 에코센스
(주)신영아그로
탑시드, (주)그린바이오텍
고추역병 라체스
바미인터내셔널(주)
330
노균병
제이케이(주)
농스피린
역병,탄저병 대유마이킹
(주)대유
파밤나방등

솔빛채

(

주)그린바이오텍

(주)경농
엠페릴,
(주)동부하이텍
배추좀나방외 그물망,비결, 동부정밀화학
(주)
영일비티 (주)영일케미컬

표 6. 국내 유통 진균성 미생물농약의 종류
미생물 종류 적용병충해 제품명
살
균
제
살
충
제

AQ94013

흰가루병

Trichoderma harzianum

잿빛곰팡이병

Beauveria bassiana TBI-1

온실가루이

Monacrosporium thaumasium

뿌리혹선충

Ampelomyces quisqualis

KBC3017

큐펙트

제조사
(

주)그린바이오텍

(주)제일그린산업
토리
세레모니 (주)동부하이텍
땅거미 (주)한국바이오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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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미생물비료
① 질소고정균
질소고정균은 공기 중의 질소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암모니아
나 질산염으로 바꾸어 주는 미생물이다. 콩과 식물의 뿌리혹 박테
리아과 같이 식물과 공생하는 종류와 아조토박터(Azotobacter)나 시
아노박테리아 등과와 같이 독립생활을 하는 종류가 있다. 질소고정
능은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며, 공생균들은 년간 57 600kg/ha 정도의 질소를 고정 할 수 있다. 시아노박테리아, 황세균
류와 같은 질소 고정균은 광합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② 인산가용화균
토양 내에 존재하는 Ca (PO ) , Ca (PO ) (OH) , 인광석 등의 난
용성 인산을 식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HPO , H PO 형태로
전환시켜 작물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미생물이다. 슈도모나스
(Pseudomonas), 바실러스(Bacillus), 라이조비움(Rhizobium), 버코데리
아(Burkholderia), 어위니아(Erwinia), 아크로모박터(Achromobacter), 아
스퍼질러스 (Aspergillus) 등이 인산가용화 작용을 나타내며, 유기산
이나 인산분해효소를 분비하여 인산을 가용화 시킨다.
3

4 2

10

4 6

2

4

2-

2

4

-

③ 철과 황공급 세균
슈도모나스 에어루지노사 (Pseudomonas aeruginosa), 슈도모나스
세파시아 (P. cepacia)와 같은 세균들은 사이드로포어(siderophore)라
는 철 이온에 친화도가 높은 물질을 생성하여 식물체의 철분흡수를
돕는다. 또한 티오바실러스 (Thiobacillus)등의 황세균은 황을 산화시
켜 가용화 형태인 황산이온으로 전환시켜 황이 작물에 흡수되기 쉽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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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식물호르몬 생성 미생물
메틸로박테리움(Methylobacterium), 아조스필럼(Azospirillum), 바실
러스(Bacillus) 등의 미생물은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과 같은 식
물호르몬을 생성하여 작물의 생장을 직접적으로 촉진시킨다. 식물
생육촉진미생물 (PGPR)은 질소고정, 양분이용촉진, 호르몬합성, 식
물병방제 등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식물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식
물의 병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⑤ 근권균
식물의 뿌리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
으며, 이들 중 뿌리에 공생하며 식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
받고 토양에 있는 비료 성분을 식물로 전달해주는 미생물을 근권균
이라 한다. 근권균은 뿌리 세포균사가 식물의 뿌리털의 역할을 하
여 인산 등의 양분 공급, 작물 호르몬 생성, 중금속으로부터 보호
작용 등으로 식물의 생장을 촉진시킨다. 그로머스(Glomus), 기가스
포라 (Gigaspora), 아카우로스포라(Acaulospora)와 같은 내생 균근류
와 담자균, 자낭균과 같은 외생 균근류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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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생물제제의 자가배양

⑴ 미생물 발효
미생물농약과 미생물비료 등의 미생물제제는 양분과 온도와 수분
등 적당한 환경이 주어지면 생육 현상을 통해 미생물의 수가 늘어
나고 생육이 일어나고, 이러한 특성을 잘 활용하면 미생물제제를
수배에서 수십 배 증폭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미생물의
증식현상 중에서 원하는 미생물의 증식이 일어나는 경우를 발효라
하고 원하지 않는 균의 증식이 일어나는 경우를 부패라고 한다. 발
효와 부패 현상은 일상 중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데, 쌀이나 곡
류를 발효하여 만드는 막걸리의 경우 알코올이 정상적으로 생성되
어 술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발효라 하고, 의도하지 않게 막걸리가
시어져 식초가 형성되거나 상한 냄새 등 알코올 생성균 이외 다른
미생물의 증식이 일어나는 경우를 부패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 농약이나 친환경 자재 미생물제제들은 특정 병해충에 대
해 높은 활성을 갖거나, 토양 물성이나, 식물 영양원의 이용성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균주를 선발하고 이들을 순수 배양하여 수화
제나 입제로 제형화되어 판매된다.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농약과 미
생물비료 등은 일반 화학 농약이나 화학 비료와는 달리 일정한 장
치와 미생물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면 자가 생산도 가능한 생물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생물적 특성을 이용하여 시판되고 있
는 거의 모든 미생물제제는 증식하여 사용할 수 있어 시판 제제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사용 비용을 훨씬 절감시킬 수 있다.
미생물의 발효에 필요한 기초 지식으로는 미생물의 영양성분, 생
육 환경, 그리고, 배양 및 발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미생
물의 오염 경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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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미생물의 영양성분
미생물의 생장과 증식을 위해서는 에너지원과 균체 성분을 공급
받을 수 있는 탄소원, 질소원, 무기염류와 비타민과 아미노산 유기
성 성장인자 등의 영양 성분을 필요로 한다. 미생물의 배양에 이용
되는 영양 성분의 혼합물을 배지라고 하고, 배지를 구성하는 각 성
분의 작용과 특성은 다음과 같으며, 배지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
는 각 원소별 재료는 표 7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① 탄소원
골프장 코스의 잔디는 광합성을 통하여 태양으로부터 공급받은
에너지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생성하는 탄
소동화 작용을 통해 식물체의 탄소 구성분과 에너지를 공급함으로
별도의 탄소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미생물들은 생
장과 증식을 위해 외부에서 에너지원과 생체 구성 성분으로 녹말,
포도당, 당밀과 같은 유기 화합물 형태의 탄소원을 필요로 한다.
배지중의 탄소원은 미생물 체내로 흡수되어 분해 되면서 미생물
의 대사와 생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탄소원의 분해 과정
에서 만들어지는 대사산물들은 미생물 균체를 구성하는 세포벽, 세
포막, 단백질, 핵산 성분으로 전환되어 미생물 증식에 필요한 균체
성분을 제공한다.
② 질소원
질소원은 생체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인 단백질 합성에 필수
성분이며 핵산의 기본 성분이다. 공기 중의 질소를 유기 질소로 전
환 시킬 수 있는 질소 고정 세균을 제외한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의
생물체는 영양분 형태로 질소원을 공급받아야 하며, 암모늄염, 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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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등의 무기질소원과 펩톤, 효모추출액, 대두박, 옥수수 침지액, 어
분, 카제인 등의 유기질소원 형태로 사용된다.
③ 무기염류
미생물의 생육에는 탄소원과 질소원외에 인산, 황, 마그네슘과 같
은 무기염류를 필요로하고 이들은 미생물의 생리활성 물질의 성분
이 되며, 배지내에서는 배양액의 pH와 삼투압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 생장인자
일부 미생물들은 생장을 위해서 자체로 합성하지 못하는 아미노
산, 핵산 성분, 비타민, 스테롤 등의 물질을 배지중에 첨가해 주어
야 생장이 일어나고, 이때 요구되는 물질을 생장인자라고 부른다.
생장인자는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성분과 첨가되는 양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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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영양성분과 이용 가능한 원료
① 탄수화물계 : 당밀, 옥수수녹말, 타피오카녹말, 고구마, 감
자, 보리쌀, 쌀, 밀가루, 잡곡류, 락토오스, 조유당, 우유. 건조한
엿기름, 덱스트린, 포도당 시럽, 포도당 결정, 설탕, 사탕수수,
탄소원 사탕무우, 글리세롤 등
② 유지류 : 올리브유, 옥수수, 기름, 면실유, 아마인유, 콩기름,
유채기름, 라드오일 및 지방산류
③ 석유 화학제품(n-alkane, methane, methanol), 탄화수소류
① 무기질소원 : (NH4)2SO4, KNO3, NH4NO3, NH3,
(NH2)2CO,

질소원 ② 유기질소원 : 아미노산, 올리고 펩타이드, 복합 단백질, 옥
수수 침지액, 콩가루, 땅콩가루, 목화씨 가루, 어분, 효모엑기스,
펩톤 카제인, 카제인 가수분해물, 고기 추출물 등
탄소원 옥수수 침지액, 옥수수 전분 부산물, 유채박, 대두박, 면실박
&질소원 등
무기질

Mg, K, P, S, Ca, Cl Co, Cu Fe Mn, Mo, Zn, KH2PO4,
K2HPO4, MgSO4, 7H2O, CaCl2, FeSO4, CoCl2, CuSO4, MnCl2,
(NH4)2MoO4

, 아미노산, 스테롤, 지방산
생장인자 비타민
(소량필요, 천연복합물 배지에는 성장인자들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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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미생물 생장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① 산소
산소는 미생물의 유기성분의 구성 요소이며, 미생물이 섭취하는
영양분이 산화과정을 통해 분해 되어 에너지를 공급할 때 최종 전
자수용체로 작용한다. 미생물 배양시 산소의 공급량에 따라 미생물
의 생육 속도와 생체량이 달라지며, 산소를 요구하는 미생물의 경
우에는 배지의 교반이나 에어펌프를 통해서 충분한 양의 멸균된 공
기가 공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소에 대한 요구성과 민감
도는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 절대 호기성균(obligate aerobe) : 생육에 산소가 반드시 필요
한 미생물로 곰팡이류와 산막 효모, 세균류등이 이에 속한다.
㉡ 통성 혐기성균(facultative aerobe) : 산소의 존재 유무에 관계
없이 생육 가능이 가능한 미생물로 대부분의 효모와 세균이 이에
속한다.
㉢ 절대 혐기성균(obligate anaerobe) : 산소가 존재 할 경우 생육
저해가 일어나거나, 죽게 되는 미생물로 클로스트리디움( Clostridium),
비피도박테리움 (Bifidobacterium), 메타노코코스 (Methanococcus sp.) 등
일부 미생물이 이에 속한다.
㉣ 미호기성균(microaerophile) : 생육을 위해 미량 산소를 요구하
나 산소의 농도가 높아질 경우 생육이 저해되는 미생물로 유산균등
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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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도
대사 반응은 효소에 의해 이루어지며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미
생물은 극지방과 같이 극단적으로 기온이 낮은 지역부터, 온천수와
같이 매우 온도가 높은 지역 까지 분포하고, 각자 고유의 생육 적
정 온도를 갖고 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저온에서는 효소 반응이
지연되어 미생물 성장이 늦어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대사 반응이
촉진되어 생육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효소와 생체 구성물질의 변성이 일어나 생체 활성이 떨어지면서,
미생물의 생육이 저해되거나 사멸하게 된다. 미생물은 생육에 적합
한 온도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고온균 (thermophile) : 최적온도 45℃ 이상
㉡ 종온균 (mesophile) : 최적온도 20-45℃
㉢ 저온균 (psychrophile) : 최적온도 0-20℃
③ pH (산도)
대부분 미생물은 중성 또는 약알칼리성인 pH 6.5-7.5 정도에서
활발하게 증식이 일어나고, 생장의 진행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pH
에 변화하면 생장에 영향을 받는다. 이는 생장 환경내의 pH가 변화
함에 따라 미생물 세포내의 pH도 영향을 받아, 효소의 활성이나 영
양 및 대사 물질의 이용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생물 마다 최적
의 생장이 일어나는 적정 pH는 다르게 나타나며 유산균, 효모, 곰
팡이 등은 pH 4 - 6 정도의 약산성 환경을 선호한다.
④ 수분
수분은 생명체가 생장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미생물
균체의 75-90% 정도는 수분으로 이루어진다. 미생물의 증식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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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분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중요하며,
미생물 증식이 일어나는 배지 내 성분과 환경의 용질에 따라 수분
활력도는 달라진다. 수분 활력은 환경내에서 염류 등 용질의 양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염류의 양이 지나치게 많으면 삼투압이
높아져 수분 활성이 감소하고, 미생물의 실질적으로 이용 할 수 있
는 물의 양이 감소하여 생장이 저해되거나 치사되는 현상이 발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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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장치들
① 멸균기
멸균이란 목적하는 미생물을 증식시키는 배지나 배양도구 등에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미생물을 죽이는 과정을 말한다. 멸균의 종류
와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멸균기가 있지만, 미생물의 배양
과정에서는 가압 멸균기가 가장 흔하게 이용된다. 물이 끊는 온도
인 100℃ 정도에서는 많은 미생물이 생육이 정지되고, 사멸하게 되
지만 포자를 형성하거나 내열성이 큰 미생물들까지 완전히 사멸 시
키지는 못한다. 압력솥처럼 압력이 가해지면 물이 끊는 온도가 올
라가게 되는데 1.2Kg/cm 정도의 압력이 가해지면, 온도는 121℃
까지 상승하고 15~30분간 이러한 조건이 유지되면 잡균을 포함한
포자까지 완전 사멸 시킬 수 있다. 상업 배양에서는 배양에 사용하
는 발효기에 멸균 기능이 있어 배지를 발효기에 넣고 멸균 후 종균
을 접종하여 배양을 할 수 있지만, 미생물의 자가 증식을 위하여
상업 배양기를 설치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운용과 유지에
고도로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게 됨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총 부
피 60 - 100L 급 가압멸균기는 20L 생수통 크기의 배양기를 멸균
할 수 있으며, 멸균기 구입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지를 10
0℃에서 30정도 끓인 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하루 정도 두었다
다시 끊이면 어느 정도 멸균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2

② 크린벤치 (무균접종장치)
종균을 배지에 접종할 때 멸균된 배지에 다른 잡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크린벤치와 같은 무균장치를 사용하면
외부에서 종균을 접종하는 경우보다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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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양기
배지를 넣고 미생물을 증식시키는 장치를 배양기라고 한다. 배양
기에 배지를 넣고 멸균한 후 증식시키고자 하는 미생물을 접종하여
균체의 증식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정지기까지 키운 후 배양
을 중지하고, 배양액을 직접 살포하거나, 균체를 따로 분리 회수하
여 이용하게 된다.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고가의 배양기는 미생물제
제의 자가 증폭용으로는 경제적이지 못하다.
⑸ 미생물 자가 배양 시 주의해야 할 점
① 종균 선택
종균이란 살균, 살충, 영양 공급 등 미생물제제의 사용 목적에 맞
도록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는 미생물로 대량 증폭을 위해 배지에
접종되는 균주를 일컫는다. 종균은 자가 증폭하려는 목적 미생물을
분리하여 관리 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제 현장에
서는 관리 기술과 미생물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종균을 유
지 관리하기가 어려우므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하여 사
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생물농약과 제제로 판매되는 제품을
배지에 접종하여 증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판매되는 제품
을 종균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생물의 효과와 특성 같
은 일반적 사항에서부터, 특허와 같은 법률적 권리 관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종균을 배지에 접종할 때 배합비는 종균과 배지
가 1:100 - 1:10 정도 되게 하여 준다. 숙련되고 오염이 제어되는 상
태에서는 1:1000 이상의 배합비도 가능하나, 자가 증폭 수준의 배양
에서는 접종되는 양이 너무 적으면 증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
고, 잡균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접종비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주의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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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지 만들기
미생물의 증식에 필요한 탄소원, 질소원, 기타 영양 성분을 조합
하여 최적의 배지 성분비와 양을 찾고, 멸균하여 종균을 접종한다.
③ 배양 환경의 최적화
목적 균주의 특성에 따라 미생물의 증식에 적합한 온도와 pH
(산도), 산소량을 결정하고, 최적의 증식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한다.
④ 배양 산물의 사용과 보관
배양이 끝나면 배지 내에 양분이 고갈되고, 미생물의 생장과정에
서 발생되는 노폐물과 발효산물이 축적되어 증식이 정지되고,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배양액중의 미생물은 사멸되기 시작한다. 자가 증
폭하여 코스 관리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살포 주기에 맞춰 배양
간격을 조절하여 유효 미생물의 밀도가 최적이 되는 상태에서 제제
살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배양한 미생물이 남을 경우에는 냉장시
설이나, 햇볕이 없는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였다 사용하도록 한다.
⑤ 배양 산물의 품질과 오염 관리
배양이 진행됨에 따라 배양액에는 미생물 균체와 항균성 물질 등
활성 성분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활성 성분의 양은 배지의 조성,
탄소원과 질소원의 비율, 배양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배지 조성
과 배양 주기, 배양 조건을 결정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적
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크린벤치와 살균기와 같은 기본 배양 시
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체배지 균을 도말하여 배양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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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체 밀도와 오염 여부에 대한 판별을 하도록 한다. 기본 배양 시
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적 배양 상태에서의 배양액의 색깔,
냄새 등 배양액의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를 숙지하고, 색깔의
이상이나, 이취가 날 경우에는 잡균의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
을 중지 하도록 한다. 또한 오염이 발생 한 경우에는 배양기와 배
양에 이용되었던 기구들을 잘 살균하여 오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6)

바실러스 서브틸리스(Bacillus subtilis)의 자가 배양

바실러스 서브틸리스(Bacillus subtilis)는 공기, 토양, 마른 풀잎 등
생활 주변에 매우 흔하게 존재하는 미생물로 오랫동안 된장, 청국
장과 누룩의 제조에 이용되어 왔다.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미생물
농약 30종 중 11종이 바실러스 서브틸리스(Bacillus subtilis)이며 20
종이 바실러스 속에 속한다. 바실러스는 비교적 고온에도 잘 견디
고 포자를 형성할 수 있어 쉽게 사멸하지 않는 등 비교적 쉽게 자
가 증폭하여 사용될 수 있는 미생물이다.
유박당밀배지 제조예
ⓐ 10L 정도의 물에 유박 500g 정도를 망에 넣고 30분 정도 끊여
유박속의 단백질 성분이 배지로 녹아들게 함
ⓑ망을 제거하고 당밀 200g 정도를 첨가하고 가압멸균기 121℃
20분간 멸균. (가압 멸균기가 없을 경우에는, 100℃에서 30분간 끊
인 후 24시간 정도 지난 후 다시 한번 100℃에서 30분 끊여줌)
ⓒ배지가 식으면 종균 100 - 500ml 정도를 접종한 후 30℃ 정도
에서 배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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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밀효모추출액 배지 제조예
ⓐ 10L 정도의 물에 효모추출액 50g, 당밀 500g 정도를 넣고 잘
저어서 녹이고, pH는 6.5 - 7.2 정도로 조정.
ⓑ 가압멸균기 121℃ 20분간 멸균. (가압 멸균기가 없을 경우에는,
100℃에서 30분간 끊인 후 24시간 정도 지난 후 다시 한번 100℃
에서 30분 끊여줌)
ⓒ배지가 식으면 종균 100 - 500ml 정도를 접종한 후 30℃ 정도
에서 배양 시작
배양 용량에 따라 배양액의 양을 조절하고, 첨가되는 영양성분의
양을 조정하여 사용한다. 배양 과정이나 배양 종료 후 바실러스 고
유의 향이 아닌 이취가 날 경우에는 배양을 중지하고, 배양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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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3 장
잔디 병해의 생물학적 방제

※ 이장의 내용은 Biological Control of Crop Diseases(2002) 의 Chap 14.
Biological Control of Turfgrass Diseases에서 번역 발췌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1.

잔디병해의 생물학적 방제

잔디의 병해 관리는 골프 코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도 어려운 요소 중의 하나이며, 잔디 코스관리인들은 잔디의 병해
관리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까지 잔디의 병 해
관리는 화학 살균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여 왔다. 화학 살균제는
특정 병에 대해 비교적 즉각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약제에 따라
서는 잔디의 여러 병원균에 대해서 넓은 방제 활성을 나타내는 등
관리적 측면에서는 많은 잇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
친 화학 살균제의 살포는 약제에 대해 내성을 가지는 병원균이 출
현하여 잔디에 대한 병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식물에 약해를 나
타나게 할 뿐 아니라, 식물체가 자연적인 병 저항성을 저하시켜 살
균제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키고, 환경에 대한 잔류로 생태계에
대한 피해가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경제 수준과 여가의 증가로 골프와 같은 레져 산업의 수요
가 증가됨은 물론, 식생활, 주거 등 삶의 방식에서 친자연적인 수요
가 증가하고, 친환경 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갖고 소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잔디관리를 비롯한 골프 산업에 있어서
도 화학 농약의 사용을 줄이면서도 코스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려
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미생물제제와 천연추출물과 같은 생물농
약을 잔디의 병해 관리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골프 코스는 잔디 단일종이 대단위 면적에 식재되어 있어 병해가
발생되거나 병원균이 잠복되어 있는 지역이 항시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수많은 골퍼들이 그린 위를 오고 가며 운동을 즐기고, 잔디
병원균이 골퍼들의 발과 운동 기구에 묻어 지속적으로 전파된다.
잔디의 성장을 위해 적당한 시비와 관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식
물병원균이 자라기 좋은 양분과 환경이 주어지고, 예초와 잔디 관
리 작업을 통해서 코스와 코스 사이를 잔디 병원균이 항시 전파될
수 있는 환경에서 화학 살균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병해 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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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이에 잔디를 관리하는 데 있어 무조건적인
친환경 정책보다는 생물학적 방제 전략을 잔디 병해의 예찰, 잔디
의 영양 관리, 병 발생 초기의 조기 방제 등 광범위한 병 관리 스
펙트럼에 끼워 넣고, 화학 농약과 병행 사용하며, 통합 관리하는
IPM(Integrated pest management) 기법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
가 있다. 현재 화학 살균제가 가지는 많은 장점으로 코스 관리에
화학 살균제를 대체하여 생물학적 방제를 선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화학 살균제의 사용 증가가 토양내의 유용 미생물
군의 감소와 같은 비선택성 효과를 유발하고, 이러한 영향은 화학
살균제에 대해 내성을 갖게 된 병원균들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병 발생 빈도의 증가와 치유율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결
과를 초래시킨다. 최근 생물학적 방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생물
농약에도 다양한 품목과 제형이 개발되고, 효과와 지속 기간을 향
상시키는 많은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생물농약의 사용을 통해
잔디의 뿌리가 발달되고, 엽 생장이 향상되어 잔디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며, 이러한 효과로 화학 살균제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긍정
적 영향을 기대 할 수 있다.
잔디의 잎과 뿌리에 발생한 병해에 대한 생물학 방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첫째, 특정 미생물의 배양체를 잔디에 엽면 살포
하거나, 토양에 관주한다. 둘째, 자연상의 유기물(유기토양개선제)
복합 미생물 군집체로 토양에 살포하여 미생물 균상의 다양성을 증
가 시킨다. 셋째 유기복합비료와 생물활성개선제를 처리하여 뿌리
성장을 촉진 시킨다. 넷째, 잔디에 대한 공생균을 접종하여 병 저항
성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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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병 억제

잔디병의 뿌리와 잎에 발생하는 병해를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
는 미생물제재들이 보고 되어 왔다. 이러한 미생물들은 식물 병원
균에 대해 경쟁, 항생제, 기생 등의 작용을 하고 교차보호와 유도면
역을 통해 저항성을 유도하여 식물의 병 발생을 억제 시키는 작용
을 한다. 이러한 길항 현상은 한 미생물이 식물 병원균에 대하여
항생 물질과 같은 독성 물질을 분비함으로서 이루어지며, 분비되는
물질의 작용에 따라 식물 병원균의 치사, 증식 억제가 일어나게 된
다. 예를 들어 세균이 철을 흡수하기 위해 분비하는 사이드로포어
(Siderphore)는 병원균으로부터 철분을 빼앗아 성장을 억제시키고,
세포벽을 분해하여 병원체를 용균 시킨다. 이러한 미생물의 능력들
은 잔디의 병해를 화학 농약의 사용 없이 생물학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잔디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미생물제제들은 생태계를 구성하
는 유용한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잔디 토양, 근권, 잎 또
는 식물 잔여물에서 발견되는 미생물 군집의 일부이다. 잔디병 관
리에서 사용되는 미생물 제제들은 토양 또는 식물체와 같은 자연적
환경에서 병원균 억제 활성이 있는 미생물을 분리하고, 인공적인
조건에서 미생물 개체수를 증가시킨 것이다. 이들을 접종하면 병원
균과의 길항작용과 경쟁을 통해 잔디의 병해를 억제하고, 토양 또
는 잔디에 지속적인 살포를 통해 활성 미생물의 개체수를 유지하면
병원균의 성장과 재생산을 억제하여 병 발생을 예방 할 수 있다.
일단, 미생물 제재가 토양 또는 잔디에 살포되면, 미생물은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하고 적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병원균 활성이 있
는 기간동안 증식하고 성장기내에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방
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는 잔디 토양 또는 잎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미생물들 보다 개체수가 월등하게 많아야 충분한 병방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미생물 수명은 살포된 미생물제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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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소이며, 잔디 관리를 위한 미생물제제 선택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보통 화학 농약은 살포후 잔디의 성
장기동안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데, 미생물제제도 효과가 지속 될
수 있도록 자기수명이 길어야 한다.
다른 토양 미생물과 경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생물제제는 온
도, 수분, pH와 같은 최적인 환경 요인을 필요로 한다. 미생물제제
를 살포 할 때는 살포되는 미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자
외선, 건조와 같은 환경 스트레스에 노출을 최소화한다. 미생물제제
의 종류에 따라 환경 스트레스에 저항성를 갖도록 유도 시킬 수 있
다. 미생물에 의해서 생성되는 색소들은 자외선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시키며, 많은 Pseudomonas종 들은 사이드로포어 (siderphores)가
생성되면 자외선 노출에 저항성을 갖게 된다. Pseudomonas
aeruginosa 계통은 사이드로포어와 살리실산를 생성하고, 이 물질들
은 환경적 스트레스에 놓인 식물에 저항성을 유도한다.
미생물제제의 식물병 억제에 대한 효과 검증은 실험실 기내평가
로부터 시작한다. 생육상, 온실, 필드를 통해 일련의 검증 과정이
진행되고, 실험실내 및 온실연구에 평가된 미생물 중 극히 일부만
이 포장실험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잔디병 방제에 대한 포장 시
험 결과는 다소 제한적이다. 이런 이유로 잔디병에 대해서는 시험
이 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병원균에 대해 효과가 있거나 효과가
기대되는 몇몇 세균, 곰팡이, 방선균들을 적용하여 잔디병에 대한
대체 미생물제제로 활용하기도 한다.
미생물 재제는 비료, 곤충 방제, 및 대치층 관리를 위해서도 이용
된다. Xanthomonas campestris pv. poaannua 는 생물학적인 잡초 방
제에 적용된 바 있으며, 몇몇 계통은 블루그래스를 82%까지 방제한
다. 미국의 Ecosoil 시스템사는 이 미생물을 잡초 방제용 생물학적
제재로 개발하여 골프 코스의 블루그래스 방제에 적용하고 있다.
현재 미생물제제는 다양한 제형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고, 생물학
제제를 이용한 잔디 병해 관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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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년 Wilbur-Ellis사의 Tricoderma hazianum 제제인
Bio-Trek
22G가 잔디 관리용으로 미국 환경보호청에 등록된 이
래, 잔디 병해에 효과가 있는 많은 미생물 제제가 출시되었다. 국내
에도 Bacillus subtillis DBB1501 등이 갈색잎마름병 방제용으로 등록
되어 사용되고 있다.
1997

TM

3.

세균성 미생물제제

세균성 미생물제제는 잔디병 관리 시스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다. 이전에 잔디 병원균에 대하여 테스트된 다양한 종들 중에서
Pseudomonas속과 Enterobacteriaceae 속이 다른 세균류보다 다소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⑴ Pseudomonas 속
종은 많은 진균성 식물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잔디
병해의 방생을 막는다. 잔디병 방제에 사용되는 세균성 미생물제제 중
TX-1으로 알려진 Pseudomonas aureofaciens 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
Pseudomonas aureofaciens 는 텍사스 지역의 크리핑 벤트그라스 대치층
에서 분리되었다. 페나진-1-크르복시산 (Phenazine-1 carboxylic acid)이
라는 대사 물질을 분비하여 달라스팟 병원균인 Sclerotinia homoeocarpa ,
봄마름병균인 Bipolaris sorokiniana 과 서머패치병원균인 Magnaporthe
poae 에 효과가 있으며, 스파트리스라는 이름으로 상품화되어 미국내 많
은 골프 코스에서 이용되고 있고, 관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병 방제에 필
요한 충분한 양이 살포되어 효과를 보고 있다. Burkholderia casidae,
Bacillus subtilis, 와 Pseudomonas fluorescens 제제도 브라운 패치병을 억
제하지만 골프 코스에 적용시킬 수 있을 만큼 억제 수준이 높지는 않다.
잔디에 P. aureofaciens를 살포함 으로서 살균제의 효과가 높아졌다는 보
고가 있다. P. aureofaciens를 살포한 잔디에 사이클로코나졸과 프로피오
Pseudomonas

제3장 잔디 병해의 생물학적 방제 49

코나졸 살균제를 살포하면 달라스팟 방제가가 높아지며, 관수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살포되어야 생장기 동안 달라스팟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Pseudomonas fluorescens는 생물학적 방제 활성이 높은 또 다른 종으로
달라스팟 병원균인 Sclerotinia homoeocarpa에 길항 작용을 나타내며, 켄
터키블루그래스와 크리핑벤트그래스에서 병 억제 활성을 나타낸다. 켄
터키블루그래스에 예방적 목적으로 P. fluorescens 계통을 살포한 연구에
서 달라스팟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고, 항생물질을 생산하는 P.
fluorescens 계통은 기내에서 달라스팟 병원균의 균사 생장을 억제하였
고, 병원균을 감염시킨 켄터키 블루그래스와 크리핑 벤트 그래스에서
병 억제 효과가 있었다. 다른 병해에 대한 P. fluorescens의 병 발생 억제
와 길항 작용은 아직 불명확한데, Drechslera poae 와 D. dictyoides 에는 길
항 작용을 나타내어 켄터키 블루그래스의 봄마름병이나 녹음 현상을 방
지한다.
몇몇 P. fluorescens의 계통은 Bipolaris sorokinian에 의한 켄터키블루그
래스의 봄마름병에는 효과가 없으며, 이는 D. poae와 관련성이 있었다.
P. fluorescens는 켄터키블루그래스의 서머패치병의 원인이 되는 M. poae
에 대해 온실 시험에서는 길항 작용을 나타내나 야외 평가에서는 효과
가 없었다. P. fluorescens는 Gaeumannomyces graminis var. avenae에 의한
테이크올 팻치는 온실과 야외 모두에서 억제를 나타내었다. 형광성
Pseudomonas 종은 테이크올 패취가 일어날 때 증세가 완화시키는 역할
을 한다. 크리핑 벤트그래스에서 병징이 없는 부분과 잔디의 증식이 일
어나는 부분에서 형광성 Pseudomonas 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병발
생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과 병징 밖에서 G. graminis var. avenae에 길항
작용을 나타내는 형광성 Pseudomonas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Pseudomonas aeruginosa는 식물생장촉진 미생물로 사이드로포어와 살
리실산을 생산하며, 잔디병 조절 능력이 크다. Pseudomonas aeruginosa
계통 중 일부는 실험실 조건에서 Pyricularia grisea, Sclerotinia
homoeocarpa, Rhizoctonia solani, R. cerealis와 Fusarium culmorum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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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항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이들 계통은 적절한 시기에 살포되었
을 때 라이 그래스의 잔디 도열별 방제에 효과가 있었다. 비록 제한된 조
건이지만 분리된 미생물은 아족시스트로빈보다는 낮지만 프로피코나
졸과 비교될만한 효과를 보여 줬다. 병원균 접종전에 1일, 2일과 7알 간
격으로 미생물을 살포한 시험군 모두 병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
며, 시험군들 간에 병 발생 정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 미생
물은 자외선 조사에 의해서도 활성이 감소하지 않았다.
P. lambergii 와 P. putida-fluorescens 같은 다른 종류의 Pseudomonas 종도
특정 잔디 병원균에 길항 작용이 있다는 것이 보고 되었다. P. lambergii
계통은 B. sorokiniana 에 대하여 길항 능력이 커서 미생물 배양체를 켄터
키 블루그래스에 살포하였을 때 달라스팟에 의한 녹음 현상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P. putida-fluorescens에 의한 길항 작용과 병 억제가 잔디의
테이크올 팻치에서 보고 되었다. 살균된 토양에 병원균을 접종하고, 미
생물을 접종 하였을 때 크리핑 벤트그래스의 테이크올 팻치가 현저히
감소되었다. 감염된 잠디는 6주 후 완전히 회복 되었으며, 이는 P.
putida-fluorescens가 G. graminis var. avenae에 대하여 길항능이 있음을
나타내며, 접종된 미생물은 수 주간 토양에서 지속되었다. Pythium 종은
잔디의 잎과 뿌리에 병을 일으키는 주요 병원균이다. 현재까지 Pythium
종을 생물학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슈도모나스 종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동정되지 않은 Pseudomonas 종이 Pythium aphanidermatum를 억
제 한다고 보고 되었다.
⑵ Enterobacter cloacae
는 토양에서 유래된 병원체의 생물학적 방제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된 가장 중요한 미생물중의 하나이며, 몇몇 잔
디병에 대하여 높은 억제도를 나타내는 효과적인 길항 미생물이다.
길항 미생물로 Enterobacter cloacae를 사용하여 벤트그라스에 적용시
켰을 때 달라스팟 병 발생이 감소한다. Enterobacter cloacae가 첨가
Enterobacter cloac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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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옥수수사료와 모래를 섞어 시비 처방에서 Sclerotinia homoeocarpa
에 감염된 크리핑 벤트그라스가 녹색으로 완전히 회복하였다. 월단
위로 미생물제제를 살포하였을 경우 64% 수준까지 병관리가 되며,
이는 살균제인 이프로디온과 프로피코나졸과 같은 수준이다.
Enterobacter cloacae를 치유적인 방제보다 예방적인 방제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병 억제력이 더 높았다. 대치층에서 살포된 미생물
은 두드러지게 존재하며, 살포 후 2개월 까지는 병의 억제가 이루
어지며, 그 후 3개월간 높은 회복율을 나타내었다. 잔디병 방제에
있어서 E. cloacae는 다른 세균보다 넓은 생물방제 스펙트럼을 가지
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E. cloacae 는 다른 잔디 병원균인 Phythium
aphanidermatum과 Magnaporthe poae에 대해서도 길항작용이 있으며,
이들 병원균은 각각 Oomycota와 Ascomycota에 속한다. 기내 분석
과 환경이 제어되는 생육상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E.
cloacae 균주는 다년생 라이그라스에 발생한 피시움 마름병을 두드
러지게 억제하였다. 기내 분석에서 E. cloacae 처리에 의해 3년생
라이그라스에서 병 억제 효과를 보였으나 E. cloacae로 처리된 종자
와 모래 배지에서 자란 식물체를 비교 하였을때 병의 심각성 정도
는 대조구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⑶ 기타 미생물제제
잔디 시스템에서 병 억제를 보이는 기타 세균성 미생물제제로는
들은 Xanthomonas maltophilia, X. campestris, Serratia marcescens,
Serratia 종, Streptomyces 종 과 Bacillus 종이 있다. X. maltophilia,
S. marcescens, Bacillus sp.는 켄터키 블루그래스의 서머팻치 병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며, 톨훼스큐의 봄마름병에는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가 효과가 있다. 한 연구에서, X. maltophilia는 서머패치
병을 70% 정도 억제할 정도로 효과가 두드러졌다. 잔디의 근권상에
미생물제제의 처방 시기 또한 중요하다. M. poae 접종 한후 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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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시기에 미생물제제 현탁액을 살포 하였을 때 병 억제에 대한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잔디 식재후, 1-4주된 시기에 미생물
제제를 살포한 경우에는 병 발생이 감소 하였다. 병 발생 억제는
미생물의 농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10 ~10
CFU/mL 농도를 살포한 경우가 10 CFU/mL 농도를 살포 한 경우
보다 토양내의 X. maltophilia 가 지속되고 서머패치 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 좋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살포된 미생물제제가 토양 내에
정착하고 유지되는 걷도 미생물을 이용해 잔디병을 관리하는 데 있
어 중요한 요소이며, X. maltophilia는 토양에 살포되고 난 이후 35
일이 지나도 잎과 근권계에서 분리가 되었다. 켄터키 블루그래스
의 서머팻치병을 억제하는데 S. marcescens 보다는 X. maltophilia 가
더 효과적이다. 또한, 병의 재발도 X. maltophilia보다 S. marcescens
로 처리한 잔디에서 많았지만, S. marcescens 도 10 cfu/ml 농도의
제제를 살포한 경우 서머팻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토양내에
서의 지속성은 X. maltophilia보다 S. marcescens가 높게 나타났다. 서
머팻치병에서 X. maltophilia 보다 S. marcescens가 방제 효과가 낮음
에도 불구하고, 서머팻치병 방제에 Serratia spp.를 처방하는 것은 실
용적으로 가치가 있는데, 서머팻치병에 감염된 켄터키 블루그래스
인 토양에 Serratia spp.를 충분히 살포한 이후 80% 방제 효과를 보
였다. Bacillus sp.도 60% 이상의 방제효과를 보였지만, 토양내 지속
도는 미약하였다.
잔디의 잎에 서식하는 세균류 들은 식물성 병원균에 길항작용이
있다. 애뉴얼 라이그라스의 엽권계에서 분리된 X. campestris균주는
애뉴얼 라이그라스의 잎마름병을 유발하는 Drechslera dictyoides에
대하여 생물학적 방제 효과를 나타내고, X. campestris는 Drechslera
dictyoides의 자실체의 발아를 저해 하였다. X. campestris는 D.
dictyoides 과의 공동 배양에서 균사체내에서 원형질 분리를 저해 시
키고, 애뉴얼 라이그라스의 괴사되는 잎의 수를 감소시켰다.
Streptomyces속과 같은 섬유상 세균도 봄마름병, 달라스팟, 브라운패
9

10

8

9

제3장 잔디 병해의 생물학적 방제 53

치, 피시움 마름병과 같은 다양한 잔디병을 억제한다.
4.

진균성 미생물제제

진균성 미생물제제는 중요한 잔디 병해 생물학적 방제재이다. 최
근 잔디 관리에 생물학적 방제로서 진균제를 이용하기 위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병 억제용 길항 미생물에는 진균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이용된다. 이들 중에는 방제 대상 병원균과 근연
관계가 적은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있으며, 근연 관계가 가
까운 것 중에는 병원균과 동일종이면서 비병원성 계통인 것도 있
다. 잔디의 병 억제 진균류 중에서 Typhula phacorrhiza 와
Trichoderma는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있으며, Acremonium sp.,

와

Fusarium heterosporum, Gaeumannomyces spp., Gliocladium virens

도 다양한 종류의 잔디병을 억제한다.

Laeriseria spp

⑴ Typhula phacorrhiza
와 T. ishikariensis에 의해 유발되는 설부병으로
부터 잔디의 생존을 늘리기 위한 미생물제제 개발이 주요한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동계 질병 관리에 있어 살균제의 사용은 눈 덮인
잔디에서 병원균이 활성화되기 전에 예방적인 방제를 하는 것에 제
한되며, 이는 눈에 덮인 이후에는 병원균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미생물들이 토양과 잔디 표면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 할 수 있기 때문에 동계 잔디병 관리에 미생물제제를 사용이
시도되어 왔다. 1980년 초기에, 설부병원균과 유연관계가 가까운 저
항성 곰팡이인 T. phacorrhiza가 켄터키 블루그래스의 대치층에서 분
리되어 크리핑 벤트그라스의 병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되었
다. 크리핑 벤트그라스에 T. phacorrhiza가 접종된 밀기울을 시비하
자 설부병이 70% 정도 감소하였다. 병의 감소율은 T. phacorrhiza-가
Typhula incarn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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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된 밀기울의 밀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밀기울이
100g/m 인 지역에서는 44%의 병 감소율을 보였고, 200g/m 지역
에서는 70% 정도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 T.
phacorrhiza-접종된 곡물가루는 설부병이 감염된 잔디에서 병의 증상
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고, 감염된 잔디의 회복률을 높였으며, 길항
미생물의 균핵수는 증가되고, 대치층의 병원균의 균핵수는 감소하
였다. 또한 T. phacorrhiza의 균사와 T. incarnata와 T. ishikariensis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T. ishikariensis에 의한 병 억제 기작은
항생물질이나 균사 접촉에 의한 기생 작용에 의해 세포벽이 용해되
는 것은 아니였다. 영양 배지 상에서 T. phacorrhiza에 노출된 T.
incarnata와 T. ishikariensis는 성장 억제이 억제되며 이는 영양원과
군락지 경쟁에 의한 것이다.
2

2

⑵ Trichoderma 종
종은 잎과 뿌리에 존재하는 많은 잔디 병원균에 대한
길항미생물이고, 다양한 잔디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현재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된 것은 T. harzianum이며, Bio-Trek
22G 라는 제품으로 출시가 되어있으며, 뿌리 부근에서 다른 병원균
과 경쟁을 한다. 시판되고 있는 T. harzianum 제제는 브라운팻치,
달라스팟, 피시움뿌리병에 상당한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크리핑 벤
트그라스가 식재된 그린의 토양에 T. harzianum (10 CFU/g)를 살
포한 결과 달라스팟, 브라운팻치, 피시움 뿌리썩음 병원균을 감염시
킨 잔디에서 대조군에 비해 각각 68, 50, 87%의 억제 효과를 보였
다. 달라스팟에 대한 포장 연구에서 과립형이나 피트로 조제된 T.
harzianum을 매달 살포한 경우 초기 병 증상을 71% 정도 감소시켰
으며, 30일 까지 병의 발생을 지연시켰다. Trichoderma 종의 바람직
한 특성은 벤트그라스 그린의 근권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
이다. T. harzianum을 매달 살포한 경우 대치층에서 10 CFU/g
Trichoderma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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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토양에서는 10 CFU/g~10 CFU/g 수준으
로 유지되어 생물학적 방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였으며, T. harzianum를 살포한 후 토양과 대치
층에서 Trichoderma 종의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벤트그라스와
애뉴얼 블루그라스를 혼합 식재한 골프 그린에서도 T.harzianum를
시비한 후에 Trichoderma 종의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 다른
다른 연구에서는 Trichoderma 종의 균사체 현탁액을 크리핑 벤트그
라스에 살포 한 후에 브라운팻치병이 억제되었다. T. harzianum 은
설부병 병원균인 T. incarnata의 길항 미생물이며, 토양에서
T.harzianum에 의한 T. incarnata의 발아를 저해한다. Trichoderma속
에서 T. hamatum은 잔디병에 대한 생물학적 방제재로 작용 할 수
있는 또 다른 종이다. T. hamatum는 병원균에 대한 기생을 통해 잎
마름병을 억제한다. T. konigii 와 T. viridae 또한 잔디 병원균에 효
과적인 생물학적 재제이며, T. incarnata는 PDA 배지와 살균된 토
양, 자연적 토양 내에서 설부병 병원균의 균핵 발아를 완전히 억제
하였다.
5

6

⑶ 기타 진균류
유사종,
Gaeumannommyces graninis와 이형체인 Phialophola의 비병원성 계
통은 병원성 계통에 의해 유발되는 잔디병을 억제한다. 톨훼스큐에
서 라이족토니아 마름병 증상은 이핵성 Rhizoctonia의 균사에 의해
완화된다. 이때 Rhizoctonia solani의 성장이 감소하며, 짧게 자른 벤
트그라스에서도 라이족토니아 마름병 억제가 관찰된다. 이와 유사
하게, G. graninis var. graninis, G. graninis var. tritici, G. graninis
Rhizoctonia solani,

이핵성

Rhizoctonia

종,

Rhizoctonia

var. avenae, Phialophora radicola var. radicola, P. radidola var.

의 비병원성 계통은 병원성 균주의 성장을 억제한다. 호
주에서는 비병원성 계통은 살포한 후 테이크올 패치(Ophiobolus
graminic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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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억제되었으며, 억제 정도는 테이크올 패치 억제 토양의 양
과 G. graninis 계통에 따라 다르다. G. graninis var. avenae의 균사
체에서 발달한 20mm 깊이의 억제 토양의 병 억제력이 5-10mm 깊
이의 토양 보다 높았다. 20mm 깊이의 억제 토양을 사용 하였을 때
확실한 병 억제 효과를 보였으며, 이 이상의 깊이를 이용하는 경우
병 발생이 완전히 억제되었다. G. graninis var. graminis를 이용한
억제 토양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나, G. graninis var. avenae에를
이용한 억제 토양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잔디병에 대한 생물학
적 방제재로서 잠재성이 많은 진균류로는 Acremonium sp., Fusarium
hererosporum, Gliocladium virens, Laetiseria arvalis와 Actinomyces 가
있다.
patch)

5.

잔디의 내기생균(endophyte)

오랫동안 내부기생균은 숙주 식물과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간주
되어 ‘방어적 상호작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내부기
생균은 Ascomycola강 Clavicipitaceae과에 속하고, 잔디에 흔하게 기생
하고 있으며, 한지형 잔디인 톨훼스큐와 다년생 라이그라스는 잘
알려진 내부기생균의 숙주식물이다. Epichloe와 Neotyphodium과 같은
진균류는 종자로 전파나 난지형 잔디에서 발견되는 Balansia종은 종
자로 전파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톨훼스큐와 다년생 라이그라스가
내부기생균이 발달된 잔디를 만드는 것이 용이하며, 이런 이유로
내부기생균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톨훼스큐와 다년생 라이그라스에
집중되어 있다. 내부기생균이 발달된 잔디는 잘 자라고, 곤충과 병
원균에 대해 저항성을 갖는다. 몇 가지 훼스큐류에 대한 연구에 따
르면 내부기생균에 감염된 잔디는 달라스팟 병에 대해 저항성을 갖
는다. 파인훼스큐에서 분리된 내부기생균이 달라스팟과 잔디 도열
병에 대해 높은 저항성을 유도하고, 실험실 연구에서 내부기생균에
제3장 잔디 병해의 생물학적 방제 57

감염된 츄잉훼스큐의 종자 추출물은 달라스팟 병원균의 성장을 강
하게 저해하는데, 이는 내부기생균이 잔디에서 저항성에 관련된 물
질을 유도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Neotyphodium 종은 Biapolaris
sorokiniana,

Colletotrichum

graminicola,

Limonomyces

roseipellis,

등의 잔디 병원균에 대하여 항진균 활성
을 나타낸다. 잔디병 관리에서 내부기생균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골프코스와 운동장등의 잔디 관리하는 데 동물에
대한 독성이 없는 내부기생균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 장점이 있을
수 있다.
Rhizoctonia zeae, R. cerealis

6.

식물성장 촉진제의 역할

식물과 농업 작물의 생산에, 식물의 성장과 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식물 성장 촉진 미생물(PGPR)을 사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
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잔디에 식물 성장 촉진 미생물(PGPR)사
용한 보고는 없다. 이러한 식물 성장 촉진 미생물(PGPR)들은 식물
내에서 인돌아세트산의 합성을 유도하여 뿌리 발달을 촉진하고, 뿌
리 발달로 식물의 성장이 촉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PGPR 중
Azosporillum brasilense이 잔디 병원균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하고 잔
디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미생물제제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
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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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4 장
잔디 해충의 생물학적 방제

1.

생물농약을 이용한 해충 방제

곤충은 인간과 동물에게 가장 중요한 식량 공급원인 식물이 꽃 수
분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자연계 분해자로서 각종 유기물을 분해
하여 토양에 공급함으로서 토양의 활성을 개선시킨다. 해충을 잡아
먹는 포식자로서 작물과 잔디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각종 해충에 대
한 천적 역할을 한다.
화학 살충제 사용은 대상 해충에 빠르고 정확하게 작용하는 특성
이 있으나, 독성과 잔류성이 문제가 되고, 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
뿐만 아니라 익충에 대해서도 독성을 나타내어, 생태계의 혼란을
야기 시키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화학 살충
제의 사용은 해충의 약제에 대한 내성을 유발시킨다.
해충 방제에 생물 농약을 적용하는 가장 큰 잇점은 인간과 환경
에 대한 안전성에 있다. 상업화되어 있는 미생물 농약들은 방제 목
표가 되는 해충에 대해서만 활성을 나타내거나 해충과 근연 관계가
비교적 가까운 몇몇 해충에 대해서만 활성을 갖는다. 식물추출물을
사용하는 생화학농약의 경우에는 미생물 농약과 달리 해충에 대한
선택성이 그리 높지는 않아, 꿀벌이나 나비, 무당벌레류 와 같은 익
충에 대해서 피해를 나타내기도 한다. 식물추출물 성분은 인간과
동물에 대한 독성이 비교적 적고, 살포 후 햇볕과 물에 의해 자연
분해 되어 환경에 대한 잔류성이 매우 낮은 장점이 있다.
미생물농약과 식물과 미생물 추출물을 이용한 생화학 농약 외에
천적을 환경친화적인 해충 방제에 활용 할 수 있다. 천적은 자연
상에 존재하는 해충에 대한 포식자로 인공 사육된 천적을 해충이
발생한 지역에 방사하여 해충을 방제한다. 현제 농업 분야에는 응
애, 진딧물, 총채벌레 등의 해충에 대한 천적이 상업화 되어 이용되
고 있으나, 골프자의 코스 관리에 이용 될 수 있는 천적류의 상업
화는 더딘 편이며, 대규모의 면적을 관리하기에 천적은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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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방제에 이용되는 생물농약의 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2.

해충 방제용 미생물 농약

미생물 살충제는 직간접적으로 해충의 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곤충 병원균을 일컬으며, 자연상에 존재하는 미생물뿐만 아니라 유
전적으로 조작된 곤충 병원균까지도 포함 한다. 세균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원생동물, 진균 및 선충 등 곤충에 감염될 수 있는 모든
생물체를 이 범주에 포함 시킨다. 해마다 많은 미생물 살충제가 개
발되고 있으며, 곤충 병원성 세균인 Bacillus thuringiensis가 대표적
인 예이다.
미생물 살충제는 해충에 곤충 병원균이 직접 감염되고, 감염된
병원균이 해충을 죽게 하여 살충 활성을 나타낸다. 살충제로 미생
물을 적용하는 것이 위험스러워 보일 수 있으나, 사용되는 미생물
들은 특정 해충에 대해서만 선택성을 갖고 있어, 사람이나 동물, 작
물에 대한 해는 거의 없다. 해충 방제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Bacillus
thuringiensis의 경우 동일한 균종 내에서도 계통에 따라서 곤충 독
소의 형태가 다르고, 적용 대상 해충이 다르다. 국내에서 제품화되
어 판매되는 Bacillus thuringiensis aizawai 계통의 경우 Cry1C 독소를
생산하고 조밤나방, 배추좀나방 등 나방류에 대하여 살충 활성을
갖는다. Bacillus thuringiensis israelensis 계통의 경우 모기와 뿌리파
리류, 흑파리류에 대하여 살충 활성을 나타내고 다른 곤충이나 사
람, 동물에 대하여 서는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미생물 살충제의 해충에 대한 선택성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장점
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잔디와 작물에서 여러 종류의 해충을 방제
하여야 하는 경우 각각의 해충에 대해 특이적인 미생물 살충제를
살포하여야 하므로 살충 범위가 넓은 화학 살충제를 사용하는 경우
보다 방제에 대한 노력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또한 미생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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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건조, 열 등에 취약하고, 활성 유지를 위해서는 특별한 배
지 조성이 필요하고 보관이 까다롭다.
표 8. Bacillus thuringiensis 계통과 특징
계통명

곤충 독소

대상 해충

aizawai

Cry1C

조밤나방, 배추좀나방 등
나방류

aizawai

>Cry1C;Cry1Ac

나방류

israelensis

미분류

모기 유충, 흑파리류

kurstaki

미분류

나방류

San Diego

미분류

특정 딱정벌레류, 콜로라도
감자잎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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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EPA 등록 미생물 살충제 (Bacillus thuringiensis 제외)
미생물명
Bacillus popilliae Spores
Beauveria bassiana ATCC 74040
Beauveria bassiana GHA
Beauveria bassiana HF23
Beauveria bassiana strain 447
Helicoverpa zea NPV
Mamestra configurata NPV (107308)
Metarhizium anisopliae ESF1
Metarhizium anisopliae strain F52
Myrothecium verrucaria,
Paecilomyces fumosoroseus Apopka 97
Paecilomyces lilacinus strain 251
Pasteuria usgae
Spodoptera exigua N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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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해충
왜콩풍뎅이.
나비목 해충의 유충과 성충
온실가루이, 진딧물, 바구미, 좀벌레,
메뚜기, 배추좀나방의 성충과 유충
집파리류
불개미 및 개미류
매미 나방, 코들링 나방, 화랑곡나방
매미 나방, 코들링 나방, 화랑곡나방
흰개미
진드기, 풍뎅이, 바구미, 파리, 모기 등
기생성 선충류
온실가루이, 삽주벌레, 진딧물, 거미
진드기
뿌리 선충류
줄 선충류
매미 나방, 코들링 나방, 화랑곡나방

3.

해충 방제용 생화학 농약

⑴ 식물 추출제
① 님오일(Neem oil)과 아자디락틴(Azadirachtin)
인도에서 자라는 님나무(Neem Tree) 열매에서 추출된 오일과 정
제된 아자디락틴 성분을 생화학 살충제제로 이용 가능하다. 님나무
의 열매는 수천년 전부터 해충방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
었으며, 이후 유효성분이 아자디락틴(Azadirachtin) 임이 밝혀졌다.
적당량 사용하였을 경우 인체, 가축 환경에 대한 위해성은 없으나,
꿀벌에 해를 줄 우려가 있어 꽃에 대한 직접 사용은 피한다.
나방류, 풍뎅이류, 파리류 등에서부터 선충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
은 해충 방제 범위를 가지고 있어, 거의 모든 농작물과 조경수, 잔
디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유효성분인 아지디락틴은 지용성으로 곤
충의 탈피 호르몬인 엑다이손(ecdysone)의 기능을 저해하여 살포시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고, 성장저해, 생식기능 억제, 섭식 저해와
기피 효과를 통해 방제 활성을 나타낸다. 1985년 미국의 EPA에 님
오일(Neem oil)과 아자디락틴(Azadirachtin) 두 성분 모두 생물농약
으로 등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병충해 관리 자재 사용
이 허가되어 있다.
② 제충국제(pyrethrum insecticide)
국화과 식물인 제충국의 꽃추출물로 유효성분은 피레트린
(pyrethrin)Ⅰ,Ⅱ 및 시네린(cinerin)Ⅰ,Ⅱ이다. 피레트린과 시네린은
지용성 물질로 알코올, 밴젠, 석유와 같은 유기용매에 잘 녹으며,
빛이나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산화가 쉽게 되고, 수분과 알칼리에
의해 쉽게 분해 되어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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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린에 구조를 변형 시켜 안정성과 살충성을 향상 시킨 것이 피레
트린계 살충제인 퍼메트린이다.
사람과 가축, 식물에 대한 약해가 없고, 진딧물, 굴나방, 노린재류,
잎말이나방,담배나방, 흰불나방, 멸강나방, 거세미, 좀나방, 파밤나방
등 비교적 넓은 살충 활성을 나타낸다. 선택성이 낮으므로 개화기
에는 사용을 자제하여 꿀벌에 대한 해가 없도록 하고, 누에에 대
한 독성이 있으므로 뽕나무에 대한 사용은 금지한다. 또한 어독성
이 강하여 살포액이 저수지나, 연못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③ 데리스(Derris) 제제와 로테논(Rotenone)
데리스는 열대우림지역에서 자라는 콩과의 다년생 덩굴 식물이며,
뿌리속에 로테논이라는 살충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로테논은 알
코올, 아세톤등의 유기용매에 녹으며 곤충의 소화기관과 호흡 기관
을 통하여 전달되어 살충 활성을 나타낸다. 응애류를 구제하는 살
비제와 살균제로서도 사용가능하며, 작물의 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애완견의 기생충이나 진드기 구제에도 이용된다.
나방, 진딧물, 딱정벌레류 등 비교적 넓은 살충 활성을 나타내고,
토양이나 물에서의 분해는 비교적 빨라 환경 잔류성은 매우 낮은
데, 봄에는 5-6일 이내에, 여름에는 2-3일내에 완전 분해 된다.
잔류성이 낮은데 비하여 어류에 매우 독성은 매우 큰 편인데, 이
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몇몇 원시 부족들에서는 로테논 성분이 들어
있는 데리스의 뿌리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사냥하였고, 이를 식용으
로 이용하였다. 로테논은 물고기의 비늘을 통해 흡수되어 강한 어
독성을 나타냄으로 연못이나 저수지 등으로 살포액이 흘러들지 않
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Codex 유기식품가이드라인에 의해 유
기 농업에 사용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병충해 관리
자재로 사용이 허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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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스피노사드(spinosad)
스피노사드는 Saccharopolyspora spinosa 라는 토양 방선균에서 유래한
물질이다. 스피노신 A와 스피노신 D의 혼합체로 상용화 되어 있으
며, 합성 농약은 아니지만 미국 EPA에서는 생물농약이 아닌 일반
농약으로 분류되고, 영국작물보호협회에서는 생물학적 방제제로 분
류되고 있다. 곤충의 신경 독소로 작용하고, 섭취하여야만 효과를
나타내어 파밤나방, 담배나방 등 나방류와 총채벌레, 잎굴파리, 담
배가루이 등 가식성 해충을 방제하며, 섭취 후 1-2일 이내에 약효가
나타난다. 작물에 침투성이 뛰어나 약제가 묻지 않는 잎 뒷면과 잎
이 말린 경우에도 높은 살충효과를 나타내며, 무당벌레류, 잠자리
류, 등 작물을 직접 섭취하지 않는 천적 곤충과 작물에는 해가 적
다.
⑤ 페로몬제
페로몬(pheromone)이란 곤충의 한 개체가 외부로 방출하여 동일
종내의 다른 개체에 자연적인 반응을 유발 시킬 수 있는 화학적 신
호 물질로 정의되며, 다른 종간에 반응을 유발하는 세미오케미컬
(semiochemical)과는 구분된다. 페로몬은 작용에 따라 성페로몬, 집
합페로몬, 경보페로몬, 길잡이페로몬, 분산페로몬, 계급페로몬 등으
로 나누어지며, 반응 양상에 따라 유인제와 기피제로 구분된다.
페로몬제는 종 특이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상 종 이외의 곤충
(천적 등)에는 영향이 적으며, 감도가 매우 높아서 미량으로도 효과
가 크다. 또한 독성이 거의 없고, 분해가 빨라, 잔류나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페로몬제는 성페로몬 등의 유인 활성을 이용하여 해충의
발생 시기와 발생량을 예찰 하는데 이용하여 방제적기 파악 및 방
제여부 판정에 활용할 수 있다. 교미교란 작용을 통해 수컷 성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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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 성충의 탐색과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해충의 증식을 억제 시
키는데 이용 할 수 있다.
페로몬제는 트랩과 같은 보조 기구를 함께 사용하여 효과를 극대
화 시키는데, 모양과 작용에 따라 깔대기형 트랩(funnel), 끈끈이 트
랩(sticky trap), 수반 트랩(water trap)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음료
병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트랩으로 활용 할 수도 있다.
페로몬 트랩을 이용하여 해충을 예찰하고 방제하고자 할 때 고려되
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방제하고자 하는 해충에 적합한 페로몬
성분을 선택하여야 하고, 둘째 페로몬제의 경우 휘발성이 크고, 쉽
게 분해 됨으로 해충의 발생과 성장 시기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성
분이 없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셋째 해충의 생태와 행동
양상을 잘 파악하여 적당한 위치와 장소에 설치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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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곤충병원성 선충의 이용

곤충병원성 선충(Entomopathogenic nematodes)은 토양에 서식하면
서 나방류, 굼벵이류를 비롯한 곤충류에 기생하며, 이들을 치사시키
는 선충류로 식물이나, 동물에 기생하는 기생성 선충과는 구분 된
다.
곤충병원성 선충은 다른 천적 곤충이나 미생물제제와는 달리 대상
곤충에 대하여 높은 치사력과 넓은 기주범위를 가지고 있다. 사람
과 가축에 안전하고 장기간의 보존력 및 화학 농약과 혼용하여 사
용할 수 있어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Steinernema carpocapsae,와 Heterorhabditis sp. 2
종이 제품화 되어 판매되고 있다.
곤충병원성 선충은 살포 후 48시간 이내에 곤충의 체내에 침투하
고, 선충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을 해충에 침투시켜 치사하게 하고,
선충은 치사된 해충에서 증식한다. 곤충병원성 선충은 1-4령까지 한
주기를 형성하고, 통산 2-3일에 한 세대를 번식한다.
곤충병원성 선충을 사용할 때는 첫째, 선충의 종에 따라 해충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므로 방제하려는 해충의 종류에 따라 알맞은 선
충을 선택하여야 하고, 둘째, 해충의 발달 단계에 따라 선충의 침투
성과 민감도가 달라짐으로 해충의 상태와 시기를 잘 고려하여야 한
다. 일반적으로 해충의 유충에는 침투를 잘 할 수 있으나, 알, 번데
기, 성충단계에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선충
은 토양 속에서 생활하는 생물로 햇볕과 건조에 매우 취약하다. 그
러므로 해질 무렵에 살포하는 것이 좋으며, 충분한 수분과 함께 살
포 한다. 분무 살포시 분무기 노즐의 구멍이 너무 작고, 분무압이
크면 선충이 상처를 받을 수 있음으로 분무기 노즐의 지름 0.5mm
이상 분무압은 2.0kgf/㎠ 이하로 조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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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물 농약을 이용한 주요 잔디 해충의 방제

국내 골프장에는 굼벵이와 나방류, 땅강아지 등 다양한 해충들이
발생하고 풍뎅이류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 풍뎅이류는 성
충기에는 골프장 주변에 식재되어 있거나 자생하고 있는 각종 수목
과 유실수의 잎이나 꽃, 열매를 가해하고 유충기에는 잔디의 뿌리
를 가해하여 활력을 저하시키거나 고사시킨다. 이들의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일반적인 반감은 살충제 사용으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과 사람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불안감 등의 농약
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골프장에서 살
충제의 사용은 천적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잠재해충의 관건 해충화
또는 2차 해충의 1차 해충화 또는 지렁이와 같은 유용동물에도 해
를 줄 수 있다.
잔디해충의 종합방제는 경종적 방제 법과 생물적 방제법을 위주
로 해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굼벵이류의 방제를 위하여 활용되는
생물적 방제인자로는 곤충병원미생물과 포식성 천적 및 기생성 천
적류 등이 있다. 이들 천적들 중 병원미생물의 활용도가 높은 편으
로 세균과 선충,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주요 방제인자이다. 이들
생물적 방제인자들 중 곤충병원성 선충은 기주범위가 넓고, 일반적
인 살포 도구로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골프장 해충 방제용으로
적합한 천적이다. 이외에도 곤충병원성 선충은 인축에 무해하고, 서
식처가 토양이기 때문에 적응성이 높고, 토양에서 지속성도 오래가
며 재생산도 가능하다. 아울러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살포된 선충이
자발적으로 기주를 탐색하는 능력이 있어 타 생물적 방제인자에 비
하여 토양서식 해충의 방제에 유망하다.
현재 유럽 및 캐나다, 미국 등에서 곤충병원성선충인
Heterorhabditis bacteriophora를 이용하여 잔디 가해 해충인 굼뱅이
방제에 이용되고 있다. 바이코시스의 대량배양 기술을 이용하여 굼
뱅이 방제에 효과적인 Heterorhabditis bacteriophora의 대량 배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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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하다. Heterorhabditis bacteriophora 를 이용하여 굼뱅이 방제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나방류 방제에는 기존의 Steinernema
carpocapsae를 이용하여 방제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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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나방류
잔디에 발생하는 나방류는 검거세미밤나방, 잔디밤나방, 잔디포충
나방, 멸강나방 등의 유충이
① 검거세미나방 (Agotis ipsilon Hufnagel : Black cutworm)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시베리아와 북극권 지역을 제외한유
럽, 아프리카, 미국, 남미, 동남아시아 등지에 폭넓게 분포하는 대
표적인 세계 해충이다. 연간 3회～4회 정도 발생하며, 중령 이상의
유충 형태로 땅속에서 월동한다. 5월 상순, 6월 하순, 8월 상순, 9월
중순, 10월 하순경에 성충이 다발생하며, 8월 상순경 발생량이 가장
많다. 5월 상순경부터 유충이 나타나고 2령 이하의 어린 시기에는
잔디 잎에서 생활하면서 작은 구멍 모양의 식흔을 남긴다. 3령 이
상의 유충은 낮에는 토양 중에 잠복하고 야간에만 잔디를 식해 한
다.
생물학적인 방제법
곤충병원성 선충인 Steinernema carpocapsae (e.g. Ecomask , No
Flea )를 이용하여 방제 할 수 있다. 선충류를 이용하는 경우 잔디
의 토양에 적당한 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관수를 하도록
하고, 더위와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이른 아침이나, 오후 늦게
살포 하도록 한다. 선충제는 살아있는 생물체임으로 화학 농약보다
좀더 세심히 보관하고 다루어야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유
충은 화학농약에 의한 것처럼 땅속에서 죽어 코스 위로 유충의 사
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Bacillus thuringiensis(BT제)와 님오일(neem oil)을 사용하여 방제
가 가능한데, 비교적 어린 유충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초기에 1령
TM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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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령 초기가 가장 적절한 방제 시점이며, 적절한 예찰 활동을
병행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1령에서 3령까지의 어린 유
충에 충분한 양의 약제가 섭취되어야 효과가 나타나며, 검거세미나
방에 의한 피해가 가시화되면 이들 BT제와 님오일의 적용 시기는
늦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후기로 갈수록 유충의 발달 단계가 고르
지 않음으로, 효과는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② 잔디 포충나방 (Crambuse sp.: Bluegrass webworm)
벤트그라스, 버뮤다그라스, 금잔디, 들잔디 순으로 피해 정도가 크
며, 유충의 성장속도가 매우 빨라 잔디의 피해도 순식간에 발생된
다. 연 3회 정도 발생하며 유충태로 월동한다. 5월 상순경 성충이
출현한다. 낮에는 관목이나 잔디 속에 숨고 어두워지면 밖으로 활
동한다. 5월 상순~6월 중순, 7월 상순~8월 중순, 8월 하순~10월 중
순에 최성기를 나타내며, 성충이 보이는 시간은 오후 7시경부터 시
작하여 8시경에 최고에 달하며 9시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한다. 이
때부터 성충은 잔디 잎에 앉아 교미를 하고 산란한다. 유충은 새로
나온 잎의 연약한 부분을 식해하며 낙엽 부스러기나 모래입자들을
모아 실로 묶어 집을 짓고 산다.
생물학적인 방제법
방제법은 검세미나방과 유사하다. 곤충병원성 선충인 Steinernema
carpocapsae (e.g. Ecomask , No Flea )를 이용하여 방제 할 수 있
으며, Bacillus thuringiensis(BT제)와 님오일(neem oil)을 사용하여 방
제가 가능한데, 비교적 어린 유충에 적용하여야 효과가 있다. 피해
가 가시화되면 이들 BT제와 님오일의 적용 시기는 늦은 것으로 보
아야 한다.
TM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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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잔디 밤나방 (Spoptera depravata : Japanese lawngrass cutworm)
월 하순경부터 겨울동안 월동하던 유충이 활동을 시작한다. 국내
에서는 연 3회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다른 나방류에
비하여 일찍 섭식 활동을 시작하고, 잔디의 신초 출현시기와 중복
되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섭식량은 1-3령 까지는 비교적 적지
만 4령이후 급격히 증가하므로 3령이전의 방제가 요구된다.
3

생물학적인 방제법
방제법은 다른 나방류와 과 유사하다. 곤충병원성 선충인 Steinernema
선충을 이용하여 방제 할 수 있다. 유충의 령기가 높을수록 선충제
의 약효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다른 나방류와 같이 Bacillus
thuringiensis (BT제)와 님오일(neem oil)을 사용하여 방제가 가능하
리라 보여 진다. 고치벌류( Microplites속, Apanteles속)와 기생파리
(Pseudogonia rufifrons)와 같은 천적류를 이용한 방제도 적용 가능하
다.
④ 멸강나방 (Pseudaletia separata : Armyworm)
매년 5월 하순부터 6월 초순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나비
목의 해충이다. 대발생시 ‘강토(疆土)를 멸(滅)할 정도의 큰 피해를
남긴다’고 해서 멸강나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정식 명칭은 조
밤나방이다. 발생은 고르지 않은 편이며 수 년에 한 번씩 대발생을
한다. 잔디류 이외에 화본과 작물(벼, 맥류, 옥수수, 수수, 귀리 등),
화본과 잡초(바랭이, 피 등) 및 목초 등 화본과 식물의 대부분을 기
주로 하므로, 초지나 대규모 경작지 인근의 골프장에서는 예찰 범
위를 넓게 설정 할 필요가 있다. 부화한 유충은 자벌레처럼 운동하
면서 중심부의 잎을 갉아먹으며, 4령 이후에는 야간에 대규모로 섭
식활동을 하므로 피해가 커진다. 흐린 날은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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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활동한다.
생물학적인 방제법
국내에서 멸강나방용으로 BT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진행되고 있
으나, 적용 약제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다. 큰넓적맵시벌(Agonum
magnum), 둥글먼지벌레(Amara chalcites), 멸강나방고치벌(Apanteles
kariyai), 꼬마길앞잡이(Cicindela elisae), 왕자루맵시벌(Ophion luteus)
등의 천적류가 있어 이들을 활용한 방제를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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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풍뎅이류
① 등얼룩풍뎅이 (Blitopertha orientalis : Oriental beetle )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하여 미국 등지에도 분포하며, 성충보다는
유충이 잔디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1년에 1회 정도 발생하고, 6월
초부터 8월 하순까지 성충이 관찰된다. 골프장의 잔디를
생물학적 방제방법
곤충 병원성 선충류인 Heterobditis sp.와 Steinernema sp에 의한 방
제 가능성이 시험된 바 있으며, Heterobditis sp.의 선충이
Steinernema sp. 선충류 보다 방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풍뎅이류는 페로몬 트랩을 이용한 유인 살상을 통해 성충을 제거
할 수 있는데, (4R, 7Z)-Tetradecene-4-one을 이용한 페로몬 트랩이
등얼룩풍뎅이류에 유효한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② 녹색콩풍뎅이 (Popillia quadriguttata)
한국, 대만, 베트남 등지에 분포하며, 생태적인 특성, 유충의 형
태, 피해 양상이 왜콩풍뎅이와 비슷하여 왜콩풍뎅이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성충은 석류, 버즘나무, 이팝나무등의 조경수에 피해를 주
고 어린 유충은 잔디의 뿌리를 가해한다.
생물학적 방제방법
곤충 병원성 선충류인 Heterobditis sp.와 Steinernema carpocapsae,
Steinernema glaseri에 의한 방제 가능성이 시험된 바 있으며,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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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선충류 모두 비교적 방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왜
콩풍뎅이의 경우 Tiphia vernalis 라는 혹벌과 Istocheta aldrichi라는 파
리류가 천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녹색콩풍뎅이에 대한 천
적으로 작용 여부는 불확실 하다. 풍뎅이류는 페로몬 트랩을 이용한
유인 살상을 통해 성충을 제거 할 수 있는데, (4R,
7Z)-Tetradecene-4-one의 페로몬 성분과 2-phenylethyl propinate,
geraniol, eugenol 등의 식물 성분으로 구성된 페로몬 트랩이 유효
한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③ 주황긴다리풍뎅이 (Ectinohoplia rufipes)
한국, 중국, 일본, 시베리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분포하
는 식엽성 풍뎅이로 성충은 사시나무, 배나무, 물푸레나무등에 피해
를 주고, 유충은 식물의 뿌리를 갈아먹어 고사하게 한다. 골프장 환
경에서는 벚나무, 피라칸타, 마가목과 아그배나무와 같은 조경수에
피해를 주고 잔디 뿌리를 가해하여 지상부를 고사하게 한다.
생물학적 방제방법
곤충 병원성 선충류인 Heterobditis sp.와 Heterobditis bacteriophora에
의한 방제가 시험된 바 있으며, 3령 유충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④ 주둥무늬차색풍뎅이 (Adoretus tenuimaculatus : Brown chafer)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인도 등지에 분포하며, 사과나무, 배나
무, 감나무, 등의 과수와 참나무, 호두나무, 오리나무, 버드나무 등
의 산림수를 가해한다. 야행성을 나타내고, 불빛에 잘 모여드는 특
성이 있으며, 유충은 낙엽과 같은 부식질이나 식물의 뿌리를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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갉아 먹는다고 알려졌으며, 벤트그라스, 페레니얼 라이그라스등의
잔디의 뿌리도 가해하여 골프장에 피해를 주고 있다.
생물학적 방제방법
곤충 병원성 선충류인 Heterohabditis sp.와 Steinernema carpocapsae,
Steinernema glaseri, Steinernema longicaudum에 의한 방제시험에서
Heterohabditis sp.가 3령 유충에 대하여 높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
고 되었다. 페로몬 유인제로는 (4R, 7Z)-Tetradecene-4-one의 페로몬
성분과 2-phenylethyl propinate, geraniol, eugenol 등의 식물 성분
으로 구성된 페로몬 트랩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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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땅강아지( Gryllotalpa orientalis : Mole Cricket)
어린 약충이나 성충이 지하부에 굴을 파고 생활하면서 잔디뿌리를
갉아먹거나, 통로를 파면서 잔디의 뿌리가 들뜨게 하여, 잔디가 마
르게 하고, 야행성으로 밤에 줄기나 새순을 갉아먹어 그린에 피해
를 준다.
생물학적 방제
곤충병원성 선충을 이용하여 땅강아지를 방제할 수 있는데,
Steinernema scapterisci와 Steinernema carpocapsae, Heterorhabditis
bacteriophora를 땅강아지 방제에 적용한 바가 있으며, Steinernema
scapterisci가 효과가 크고, 나머지 곤충병원성 선충은 효과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효과는 성충과 성장한 약충일 경우 더 크다.
이외에도 개구리, 두꺼비 등의 양서류와 조류 등의 천적류를 이용
할 수 도 있으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는 남미에 서식하는 기생혹벌(Larra bicolor)과 붉은눈브라질 파리
(Ormia depleta)를 도입하여 천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다.
⑷ 노린재류 (Hemiptera)
뿌리에 연분홍색의 알덩어리를 낳은 후 알에서 부화된 약충이 뿌리 주
변에 작은 낭(sac)을 형성한다. 이를 땅진주(ground pearls)라 하고, 낭속
의 약충들이 잔디의 뿌리로부터 즙액을 빨아 먹는다. 날씨가 덥고 건조
해지면 지상부가 황화 되거나, 갈변되어 잔디를 죽게 만들고, 주로 산
성인 토양에서 많이 발생한다. 적당히 관수되거나 관리가 잘 되는 경우
에는 감염되어 있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병이나
영양 결핍, 가뭄이나 선충 감염이 생기면 잔디의 지상부가 고사하는 경
우가 있다. 현재까지 뚜렷한 생물학적인 방제법은 나와 있지 않으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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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친환경 농업을 시행하는 농가에서 계피 추출물을 이용한 방제를 실
시하고, 콩류에 피해를 주는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를 페로몬을 이
용하여 포획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⑸ 잔디깍지벌레 (Aspidiella phragmitis)
한국·일본·타이완, 필리핀 등지와 미국 및 아프리카 등에 널리 분
포하며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해충으로 알려져 있으며, 잔디에서 기
생 생활을 한다. 몸길이는 1.1mm 내외로 작고, 깍지는 회갈색이며,
몸빛깔은 오렌지색을 띠고 있다. 주로 암컷이 엽신이나 신초에서
즙액을 빨아먹어 잔디를 고사하게 한다. 피해를 받은 잔디는 생장
이 억제되고, 잎, 줄기뿐만 아니라 포복경까지 완전히 고사된다. 6
월 중하순경에 피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발생 초
기에는 피해부위가 나타나지 않다가 후기에 원형으로 피해흔적이
나타나는데 춘고병과 라지팻치 병징과 오인될 수 있다. 현재까지 뚜
렷한 생물학적인 방제법은 나와 있지 않으나, 멀구슬 나무껍질 추출물
을 활용한 깍지벌레용 생화학 농약이 시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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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잔디 해충의 종류와 생물학적 방제
잔디 해충명
영어명 방제 가능 생물농약
잔디 포충나방
Crambuse sp

나
방
류

잔디 밤나방

Spoptera depravata

검거세미나방
Agrotis ipsilon
멸강나방

Pseudaletia separata

등얼룩풍뎅이

Blitopertha orientalis

Bluegrass

Bacillus thuringiensis

webworm
Japanese

(BT )

lawngrass
cutworm
Black cutworm,
Armyworm
Oriental beetle

제

(BT )

Bacillus thuringiensis

제

(BT ), Baculovirus
Bacillus thuringiensis
(BT제)
곤충 병원성 선충류

Heterobditis sp.

Steinernema sp.

곤충 병원성 선충류

Fairemaire

Steinernema sp.

Heterobditis sp.

녹색콩풍뎅이

곤충 병원성 선충류

quadriguttata

Steinernema sp.

Popillia quadriguttata

Heterobditis sp.

주황긴다리풍뎅이

곤충 병원성 선충류

주둥무늬차색풍뎅이

곤충 병원성 선충류

Heterobditis sp.

Ectinohoplia rufipes

Adoretus tenuimaculatus

왜콩풍뎅이
P. japonica

기
타
류

Bacillus thuringiensis

참콩풍뎅이

Popillia flavosellata

풍
뎅
이
류

제

노린재류
땅강아지

Gryllotalpa orientalis

잔디깍지벌레

Aspidiella phragmitis

Steinernema sp.

Brown chafer

Heterobditis sp.

Steinernema sp.
Japanese beetle

mole cricket

계피 추출물
곤충 병원성 선충류
멀구슬나무 추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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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미생물제제에 대한
화학농약의 영향

1.

미생물제제에 대한 화학농약의 영향

환경에 대한 잔류성이 적고, 사람과 동물에 대한 독성이 적은 것으
로 알려진 생물농약의 사용이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 될 수 있으며, 미생물제제의 경우 화학 농약과 비료를 동시에
저감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미생물제제가 코스 관리에 사용되고,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려면, 미생물 살포 후 정착하게 되
는 토양의 물리적 환경과 미생물상, 병해충 관리에 사용되는 화학 농
약과 비료에 대한 영향 등이 검토 되어야 한다. 특히 잔디의 병해충
관리에 이용되는 화학 농약의 경우 많은 골프 코스관리인들이 사용
증가와 토양 잔류의 영향으로 토양내의 유용 미생물군 감소와 같은
비특이적 영향이 유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미생물제제를 사용하더라도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
고, 코스 관리에 미생물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화
학 농약에 의해 일부 민감한 미생물의 증식이 억제되고, Tricoderma
spp.와 같은 진균성제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등의 영향은 존재
한다. 그러나 화학 농약 사용에 의해 감소된 미생물군과 개체수를 적
당히 유지하지 못하면 화학 살균제에 대해 내성을 갖게 된 병원균들
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병 발생 빈도의 증가와 치유율
이 감소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미생물제제를 사용하고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잔디의 병해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화학
농약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고 이들의 영향에 따라 미생물제제의 살포
시기와 살포량 등을 결정하여 토양내에 잔디의 생육에 적합한 미생물
적 환경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제주도내 6개소의 골프장에
서 30개의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 산도와 전기 전도도와 같은 물
리적 특성과 미생물상을 살피고, 아족시스트로빈외 30종의 농약이
시판되고 있는 Bacillus subtilis와 Bacillus thuringiensis와 같은 미생물
제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화학 농약
의 상품명과 성분은 표1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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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농약의 제품명, 성분 함량 및 사용 희석 배수
성분명

Flazasulfuron

오티바
정밀캡탄
빈나리
안타
후론사이드
안빌
다이센엠45
리도밀
살림꾼
포리옥신
배너
카브리오
정밀농용신
실바코
정밀지오판
파발마
세단
세다세
명사수
강타자
장원
로고
지오릭스
에스캅
메프치온
코니도
메소밀
파란들

Mecoprop

MCPP

Azoxystrobin
Captan
Diniconazole
Etridiazole
Fluazinam

살
균
제

Hexaconazole
Mancozeb
Metalaxyl-M
Metconazole
Polyoxin B
Propiconazole
Pyraclostrobin
Streptomycin
Tebuconazole
Thiophanate-methyl
Bifenthrin+Chlorfenapyu
Carbaryl
Cartap hydrochloride
Chlorpyrifos

살
충
제

Chlorpyrifos +

α-Cypermethrin
Deltamethrin
Dimethoate
Endosulfan
Ethoprophos
Fenitrothion
Imidacloprid

제
초
제

제품명 성분함량 (%) 독성 어독성 사용배수

Methomyl

Triclopyr-TEA

뉴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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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0(50)
5(5)
25(25)
50(50)
10(10)
75(75)
1(1)
20(20)
10(10)
25(25)
22(22)
20(20)
25(25)
70(70)
3(1+2)
50(50)
50(50)
25(25)
11(10+1)
1(1)
46(46)
35(35)
5(5)
50(50)
8(8)
24.1(24.1)
10(10)
50(50)
30(30)

Ⅳ급
Ⅳ급
Ⅳ급
Ⅳ급
Ⅳ급
Ⅳ급
Ⅳ급
Ⅳ급
Ⅳ급
Ⅳ급
Ⅲ급
Ⅳ급
Ⅳ급
Ⅳ급
Ⅳ급
Ⅳ급
Ⅲ급
Ⅲ급
Ⅲ급
Ⅲ급
Ⅲ급
Ⅲ급
Ⅱ급
Ⅳ급
Ⅳ급
Ⅲ급
Ⅱ급
Ⅳ급
Ⅲ급
Ⅳ급

Ⅱ급
Ⅰ급
Ⅲ급
Ⅲ급
Ⅰ급
Ⅲ급
Ⅱ급
Ⅲ급
Ⅲ급
Ⅱ급
Ⅱ급
Ⅰ급
Ⅲ급
Ⅲ급
Ⅲ급
Ⅰ급
Ⅱ급
Ⅱ급
Ⅰ급
Ⅰ급
Ⅰ급
Ⅲ급
Ⅰ급
Ⅲ급
Ⅲ급
Ⅲ급
Ⅱ급
Ⅲ급
Ⅲ급
Ⅲ급

배
배
2000배
2000배
2000배
1,000배
500배
2000배
2000-6000배
800-2000배
3000배
4000배
1000배
1000-2000배
1000-1500배
500-1000배
800-1000배
1000배
600-1000배
1000배
1000배
1000-2000배
500배
1000-5000
100-500

6kg/10a

배
배
1,000배

500-1000

1000-2000

75g/10a

500ml/10a
500ml/10a

2.

골프장 토양의 미생물수와 토양 산도 및 전기전도도

제주도내 골프장 중 6개의 골프장에서 각기 5개소에서 시료를 채
취하여 골프장 코스 내 토양 1g당 미생물수와 토양산도, 전기전도
도를 측정하였다. 토양 미생물은 2.0×10 ~ 2.0×10 CFU/g으로 나
타났으며, 토양산도는 pH 5.25 ~ 6.64로 약산성을 나타내었다. 토양
중 염류의 양을 나타내는 전기전도도 EC는 1.20 ~ 7.14 dS/m로 나
타났다.
토양 내에 미생물상이 다양하고 비병원성 미생물 밀도가 높아지
면 병원균의 증식기회가 적어져 병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토양내의 미생물 밀도는 토양의 종류와 심도, 토양 염류 농도, 토양
산도 등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과 계절, 강수 등 환경적 요인
에 따라 달라진다.
표 12. 토양 시료의 산도 전기전도도 및 미생물수
6

산도 전기전도도 미생물수
시료 (pH)
(dS/m)
(CFU/g)
A-1
6.46
1.74
8.0×10
A-2
5.88
2.45
1.0×10
A-3
5.84
1.97
8.0×10
A-4
5.98
1.72
2.0×10
A-5
5.92
1.71
2.0×10
B-1
6.46
2.60
6.0×10
B-2
5.92
1.53
2.0×10
B-3
5.93
1.79
8.0×10
B-4
5.67
1.41
8.0×10
B-5
5.77
1.33
6.0×10
C-1
6.16
1.20
4.0×10
C-2
5.83
3.91
8.0×10
C-3
6.15
2.93
1.0×10
C-4
5.87
1.54
2.0×10
C-5
5.84
7.14
6.0×10
6
7
6
6
6
6
6
6
6
6
6
6
7
6
6

8

산도 전기전도도 미생물수
시료 (pH)
(dS/m)
(CFU/g)
D-1
5.45
1.35
1.0×10
D-2
5.60
1.46
2.0×10
D-3
5.81
1.50
7.0×10
D-4
5.74
3.17
2.0×10
D-5
5.58
3.23
4.0×10
E-1
5.91
1.90
3.0×10
E-2
5.25
1.53
1.0×10
E-3
5.45
1.43
4.0×10
E-4
5.38
1.52
2.0×10
E-5
5.26
1.35
1.0×10
F-1
5.46
1.56
2.0×10
F-2
5.51
1.76
4.0×10
F-3
5.68
1.67
4.0×10
F-4
6.47
6.44
1.0×10
F-5
6.64
4.33
7.0×10
7
7
7
8
6
7
7
6
6
7
6
6
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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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관리시 토양산도는 그린 pH 5.5 ~ 6.5, 페어웨이 pH 6.0 ~
7.0 정도가 권장되고 있다. 국내 골프장의 토양산도는 각 골프장의
관리 상태에 따라 pH 4.1 정도의 산성 토양에서부터 pH 7.2 정도
로 나타난다. 측정된 골프장들의 토양 산도는 pH 5.25 ~ 6.64를 나
타내었는데 대부분 국내에서 권장되고 있는 관리값 범위 내에 있었
다. 이 범위의 토양 산도는 일반적인 미생물의 생육 적정 산도에는
못미치지만, 미생물제제를 사용 할 경우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범위라 볼 수 있다.
토양 중 염류의 양을 나타내는 전기전도도 EC는 1.20 ~ 7.14
dS/m로 나타났다. 전기전도도가 2 dS/m 이하 일 경우, 식물의 생
장이 장해를 받지 않고, 잔디에 있어서는 전기전도도가 1 ~ 2
dS/m 범위에서 관리되도록 한다. 조사된 제주지역 골프장 토양의
경우 전체 30개 중 9개의 시료가 권장 범위보다 높은 전기전도도를
나타냈으며, 일부 토양 시료는 식물 생육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4 dS/m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골프장 내에서도 전기전도도
가 크게 차이가 났다. 지나친 염류의 집적은 잔디의 생장뿐만 아니
라 미생물상과 밀도에도 영향을 준다. 도내 골프장에서 일부 시료
에서 나타나는 염류 농도는 잔디의 생육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미생물의 생육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으로 나
타났다.
3.

골프장 토양중 미생물의 분리 및 동정

골프장에서 분리된 총 50종의 단일 콜로니 중 30종을 rRNA 염기
서열분석을 통해 동정할 수 있었고, 동정 결과는 표3에 나타난 것
과 같다. 30종의 미생물 중에서 Bacillus 속이 Bacillus megaterium을
비롯한 6종, Microbacterium 속이 4종, Pseudomonas 2종, 이외에는
Ralstonia pickettii을 비롯한 각기 다른 미생물이 1종씩 동정 되었다.
각 미생물들은 일반적으로 토양이나 물에서 분리되는 종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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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질소고정 세균도 자연적으로 골프
장 토양에서 다른 미생물과 섞여 미생물상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였
다.
국내에 등록된 28종의 미생물농약 중에서 20종이 Bacillus속의 미
생물이며, Bacillus subtilis와 Bacillus thuringiensis 2종의 미생물이
각각 살균제와 살충제로 등록되어 있다. 미생물농약 사용을 권장하
여 화학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경우 미생물은 자연상에 본래 존재
하던 생물체이므로 화학 농약과 같은 토양 잔류에 대한 우려가 없
다. 미생물농약이 잔디병의 방제와 예방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살포된 환경이 미생물의 생존과 증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내 골
프장 토양에서 Bacillus 속 미생물이 많이 분리된 것은 Bacillus 속이
토양과 공기 중에 흔한 미생물이란 것 외에 생육에 비교적 적합한
환경이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erbaspirillum frising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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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골프장 토양 분리 미생물의 동정

시료

동정된 균명

특징

S-1

Chryseobacterium sp. B2

soil and aquatic microbes

S-4

Ralstonia pickettii

gram-negative soil bacterium

S-5

Bosea sp. CRIB-13

plant flora bacterium

S-7

Pseudomonas putida

saprotrophic soil bacterium

S-8

Bacillus megaterium

endospore forming soil inoculant bacteria

S-9

Microbacterium sp.

aerobic soil and root bacteria

S-10

Herbaspirillum frisingense

nitrogen-fixing bacteria

S-13

Flavobacterium sp.

soil and aquatic microbes

S-14

Microbacterium sp.

aerobic soil and root bacteria

S-16

Nocardioides panaciterrae

nonmotile soil actinobacteria

S-17

Myroides odoratimimus

insect gut soil and aquatic bacterium

S-18

Agrobacterium larrymoorei

crown gall bacterium of rubber tree

S-23

Bacillus megaterium

endospore forming soil inoculant bacteria

S-24

Cytophaga sp.

aquatic microbes

S-26

Micromonospora chokoriensis

sea sands antibiotic producing bacteria

S-27

Kineosporia sp.

plant flora bacterium

S-28

Pantoea ananatis

plant pathogenic bacteria

S-35

Bacillus subtilis strain NK-2

endospore forming gram(+) bacteria

S-36

Microbacterium sp

aerobic soil and root bacteria

S-37

Bacillus sp. JR65

endospore forming gram(+) bacteria

S-38

Bacillus sp.

endospore forming gram(+) bacteria

S-39

Pseudomonas geniculata

pigment forming plant flora bacterium

S-40

Stenotrophomonas sp.

rhizospheric bacteria

S-41

Microbacterium schleiferi

aerobic soil and root bacteria

S-42

Cellulomonas terrae

a cellulolytic and xylanolytic bacterium

S-43

Citrobacter freundii

soil and aquatic microbes

S-44

Klebsiella sp

soil and aquatic microbes

S-45

Bacillus amyloliquefaciens

endospore forming gram(+) bacteria

S-47

Saccharothrix sp.

herbicidal bacteria

S-50

Chitinimonas taiwanensis

chitinolytic bacte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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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도내 골프장 사용량 상위 농약의 미생물제제 저해 효과

도내 골프장에서 사용량이 많은 화학 농약과 일부 시판 화학 농
약이 미생물제제에 미치는 영향을 in vitro에서 조사하였다. 표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판중인 화학 농약의 성분량과 사용될 때
희석되는 양이 다르고, 실제 골프 코스나 현장에서 농약이 사용될
때 약효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권장되는 희
석 배수보다는 높은 농도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살포량이
면적 단위로 계산되는 토양 처리제와 제초제를 제외한 농약 중 표
시 희석 배수가 가장 적은 캡탄의 100배를 기준으로 각 농약을 100
배와 1000배로 희석하여 시판 미생물제제에 대한 저해 활성을 평가
한 결과 표4와 표5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희석배수 1000배에서 제초제는 미생물제제에 대한 저해 활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살충제에서는 엔도설판제가 D사, K사, S사의
Bacillus subtilis에 대하여 약한 저지 활성을 보였다. 살균제 중에서
는 만코제브, 캡탄, 플루아지남과 스트렙토마이신이 저해 활성을 나
타내었다. 스트렙토마이신은 아미노글리코시드 계열의 농업용 항생
제로서 세균에 대한 항생작용을 나타낸다. 항진균제인 만코제브, 캡
탄, 플루아지남도Bacillus subtilis 계통과와 Bacillus thuringiensis 에
대하여 저해 활성을 나타낸다. 이중 만코제브가 가장 높은 저해 활
성을 나타내는데, Bacillus subtilis 계통에 따라 각기 다른 민감도를
보였으며, S-2의 경우 만코제브에 의한 저해는 나타나지 않았다.
희석배수 100배에서는 제초제에서도 미생물제제에 대한 저해 활
성을 나타나는데, B사와 D사, G사, S사의 Bacillus subtilis 가 메코
프로와 트리클로피-티에 대해서 비교적 민감하였으며, 살충제에서는
엔도설판제, 클로로피리포스와 알파-사이페르메트린 혼합제, 페니트
로티온에서 저지 활성이 나타났다. 살균제 중에서는 만코제브, 캡
탄, 과 스트렙토마이신이 농도에 비례하여 저해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졌고, 디니코나졸, 에트리디아졸, 헥사코나졸, 메타락실제5장 미생물제제에 대한 화학농약의 영향 91

엠, 프로피코나졸, 테부코나졸이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1000배에
서 저해활성이 나타났던 플루아지남은 만코제브와 캡탄과 달리 저
해 활성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만코제브는 단일 품목으로는 잔디에 등록 되어 있는 상품이 없
어 프로사이미돈이나 메타락실과 혼합된 형태의 품목으로 잔디 탄
저병 관리에 이용된다. 메타락실 성분의 경우 제주도내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프로사이미돈 혼합제 형태로 사용이 관리되고 있다. 제
주도내 품목별 사용량으로는 49위이나, 성분 함량이 높아 성분별
사용량으로는 사용순위 15위에 해당되는 화학 농약이다(양철신
외,2008). 국내에서는 잔디용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캡탄
은 브리운패치와 Bipolaris와 Drechslera에 의한엽고병 방제제로 알려
져 있고, 스트렙토마이신은 세균성 잔디병해에 효과가 있다. 디니코
나졸, 에트리디아졸, 메타락실-엠, 프로피코나졸, 테부코나졸등이 미
생물제제에 대한 저해를 나타내나, 아족시스트로빈 등 사용빈도가
높은 살균제들이 저해 활성이 없거나 적고, 살충제들도 비교적 영
향이 적은 것으로 보여져 화학 농약과 미생물제제를 혼용은 가능하
리라 보인다. 다만, 미생물제제가 농약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
는지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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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1000배 희석 농도에서 미생물제제에 대한 저해
성분명

살
균
제

살
충
제
제
초
제

-:

Azoxystrobin
Captan
Diniconazole
Etridiazole
Fluazinam
Hexaconazole
Mancozeb
Metalaxyl-M
Metconazole
Polyoxin B
Propiconazole
Pyraclostrobin
Streptomycin
Tebuconazole
Thiophanate-methyl

Bifenthrin+Chlorfenapyu
Carbaryl
Cartap hydrochloride
Chlorpyrifos
Chlorpyrifos +

α-Cypermethrin
Deltamethrin
Dimethoate
Endosulfan
Ethoprophos
Fenitrothion
Imidacloprid
Methomyl
Flazasulfuron
Mecoprop
Triclopyr-TEA

BA-1 D-1

D-2

G-1

K-1

K-2

S-1

S-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지환 0 mm , +: 저지환 11- 20 mm , ++ : 저지환 21- 30 mm , +++ : 저지환31- 40 mm

Bacillus subtilis

: BA-1, D-2, G-1, K-1, K-2, S-1, S-2

Bacillus thuringiensis :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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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희석 농도 100배에서 미생물제제에 대한 저해
성분명

살
균
제

살
충
제

BA-1 D-1 D-2 G-1 K-1 K-2

S-1

S-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zoxystrobin
Captan
Diniconazole
Etridiazole
Fluazinam
He aconazole
Mancozeb
Metalaxyl-M
Metconazole
Polyoxin B
Propiconazole
Pyraclostrobin
Streptomycin
Tebuconazole
Thiophanate-methyl
Bifenthrin+Chlorfenapyu
Carbaryl
Cartap hydrochloride
Chlorpyrifo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hlorpyrifos + α-Cypermethrin

-

-

+

+

+

+

+

+

Deltamethrin
Dimethoate
Endosulfan
Ethoprophos
Fenitrothion
Imidacloprid
Methomyl
Flazasulfuron
Mecoprop

+
++

+
-

+
+

+
+
+++

+
+
-

+
+
-

+
+
+

+
+
-

×

제
초
Triclopyr-TEA
++
++
++
제
- : 저지환 0 mm , +: 저지환 11- 20 mm , ++ : 저지환 21- 30 mm , +++ : 저지환31- 40 mm
Bacillus subtilis

: BA-1, D-2, G-1, K-1, K-2, S-1, S-2

Bacillus thuringiensis : D-1

94 친환경 코스 관리를 위한 생물농약의 이해와 활용

5.

결 론

제주도내 30개소의 골프장 토양을 채취하여 토양 산도와 전기전
도도와 같은 물리적 특성과 미생물상을 살핀 결과, 토양 미생물 밀
도는 2.0×10 ~ 2.0×10 CFU/g으로 나타났으며, 토양 산도는 pH
5.25 ~ 6.64로 약산성을 나타내었다. 토양 중 염류의 양을 나타내는
전기전도도 EC는 1.20 ~ 7.14 dS/m로 나타났다. 토양 산도는 미생
물제제의 살포 후 증식과 유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 있
었다. 염류 농도의 경우도 잔디의 생육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미생물의 생육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으로 나
타났다. 아족시스트로빈외 30종의 농약이 시판되고 있는 Bacillus
subtilis와 Bacillus thuringiensis와 같은 미생물제제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를 평가한 결과, 만코제브와 캡탄, 스트렙토마이신이 저해 효과
가 크고, 일부 제초제의 경우 고농도에서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도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화학 농약의 다수는 저해 활성
이 없거나 적었다. 이는 미생물제제를 사용하는데 있어 화학 농약
사용이 살포 된 미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어 효과가 반감 할 것이
라는 우려들과는 달리, 미생물제제를 화학 농약과 병용하여 사용하
더라도 화학 농약이 미생물제제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
라 예상할 수 있다.
미생물농약, 미생물비료와 같은 미생물제제는 골프 코스를 관리하
는데 들어가는 화학 농약과 비료를 절감하기 위한 대체제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미생물제제들이 현장에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결 조건이 해결 될 수
있어야 한다. 코스 관리에 미생물제제가 적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비용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미생물농약을 사용하여 병
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일반 화학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더 소요되는 데 비하여 효과는 충분하지 않다. 두 번째 미생물의
생물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용이다. 미생물제제 제조사에서는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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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시기와 방법 등 과 주의 사항을 제품에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
지만, 화학 농약 사용에 익숙한 현장에서는 동일하게 취급되어 효
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 미생물제제에
대한 이해와 자료의 부족이다. 미생물의 경우 기상, 토양 상태, 화
학 농약과 비료 살포 등 화학 농약에 비교하여 효과 발현에 고려되
어야 항목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품은 미생물 살포 후 효과
지속에 영향을 주는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러한 문제점들은 미생물의 갖고 있는 생물적 특성을 이해하여 해결
할 수 있는데, 비용의 문제는 미생물을 배양기를 이용하여 자가 증
폭하여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고, 사용 방법의 개선은 실제로 사용
하게 될 현장 사용자들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이해도를 향상시키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생물 제제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한 적
정 산도, 염 농도, 화학 농약에 대한 영향 등의 자료들이 미생물제
제를 생산 판매하는 제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어
야 미생물제제의 효과를 극대화키고, 화학 농약 절감에 도움이 되
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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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

록

1.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사용가능자재
사용가능조건
(가) 식물과 동물
○ 제충국 제제
○ 제충국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데리스 제제
○ 데리스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쿠아시아 제제
○ 쿠아시아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라이아니아 제제
○ 라이아니아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님(Neem)제제
○ 님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밀납(프로폴리스)
○ 동·식물 유지
○ 해조류·해조류가루·해조류추출액·소 ○ 화학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것일 것
금 및 소금물
○ 젤라틴
○ 레시틴(인지질)
○ 카제인
○ 식초 등 천연산
○ 화학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것일 것
○ 누룩곰팡이(Aspergillus)의 발효생산
물
○ 버섯 추출액
○ 크로렐라의 추출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제·천연약 ○에 목초액은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규격 및
초, 한약제 및 목초액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
(나) 미네랄
○ 보르도액·수산화동 및 산염화동
○ 부르고뉴액
○ 구리염
○ 유황
○ 맥반석 등 광물질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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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자재

○ 규조토
○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 규산나트륨
○ 중탄산나트륨 및 생석회
○ 과망간산 칼륨
○ 탄산칼슘
○ 파라핀유
○ 키토산

사용가능조건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다) 생물학적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생물농약
되는 자재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 미생물 제제(생물농약)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천적
○ 작물에 직접 살포하지 아니할 것
(라) 덫
○ 성유인물질(페로몬)
○ 메타알데하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제제
(마) 기 타
○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 비눗물
○ 화학합성비누 및 합성세제는 사용
하지 아니할 것
○ 에틸알콜
○ 발효생산된 에틸알콜이어야 하며,
메틸알콜은 정제과정상 부득이한 경우
추출용매로만 사용 가능
○ 동종요법 및 아유베딕(Ayurvedic) 제
제
○ 향신료·바이오다이나믹제제 및 기피식
물
○ 웅성불임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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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양개량과작물생육을위하여사용이가능한자재

사용가능자재
○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

사용가능조건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오줌
○ 적절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냄새 등
을 제거한 후 사용할 것
○ 퇴비화 된 가축 배설물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대두박, 미강유박, 잠용유박, 깻묵 등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식물성 유박류 또는 그 원료로 만든 제 적합할 것
품
○ 건조된 농장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퇴구비
적합할 것
○ 질소질 구아노
○ 짚(왕겨) 및 산야초
지렁이 양식용 자재는 이 목(1) 및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2)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퇴비
자재만을 사용할 것
○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규격에
적합할 것
○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 식물잔류물로 만든 퇴비
것
○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가공제품
○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 해조류 및 해조류제품
폐가구 목재의 톱밥 및 부스러기가
○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나무숯 및 나무재

부 록 103

사용가능자재
○ 천연 인광석
○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사용가능조건
○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카드뮴이 5산화인산으로 환산해서
1킬로그램중 90밀리그램 이하일 것
○ 합성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비료가 첨가되지 아니하여
야 하며, 염소함량이 60% 미만일 것
○ 천연암석분말이거나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일 것

○ 황산가리 또는 황산가리고토(랑베나
이트 포함)
○ 해조류퇴적물, 석회석등 자연산 탄산칼
슘
○ 마그네슘 암석
○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 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고
○ 스틸리지 및 스틸리지 추출물(암모니아
스틸리지를 제외한다)
○ 염화나트륨
○ 채굴한 염 또는 천일염일 것
○ 인산알루미늄칼슘
○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카드뮴이 5산화인산으로 환산해
서 1킬로그램중 90밀리그램 이하일 것
○ 붕소 · 철 · 망간 · 구리 · 몰리브덴 ○ 화학합성물질로 용해한 것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아닐 것
○황
○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 벤토나이트(Bentonite) · 펄라이트
(Perlite) 및 제오라이트(Zeolite) · 일
라이트(Illite) 등 점토광물
○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 질석
○ 이탄(泥炭：Peat)
○ 피트모스(토탄) 및 피트모스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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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자재
사용가능조건
○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 슬러지류를 먹이로 하는 것이 아닐 것
○ 석회소다 염화물
○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사람의 배설물
- 고온발효：50°C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 저온발효：6개월 이상 발효된 것
- 직접 먹는 농산물에 사용금지
○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옥침수,
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포도당 포
○ 유해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아니할 것
함)
○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
는 산업의 부산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 목초액
법률」에 따라 고시된 규격 및 품질등
에 적합할 것
○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부산석회, 부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산소석회 제외)
적합할 것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 미생물제제(미생물추출물 포함)
적합할 것
○ 키토산
○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토양의
성질에 변화를 주기 위해 공급하는 물
질에 한하며, 천연물질 또는 천연물질
○ 그 밖의 자재
에
서 유래하고,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아
니할 것

부 록 105

3.

생물농약으로 이용하는 식물과 활성 및 이용부위

활 식물명
학명
이용부위
성
Diospyros kaki
감나무
열매, 잎
구기자 Lycium chinense 열매, 껍질
느릅나무 Ulmus dadvidii
근피
님나무 Azadirachta indica 전체
담배. Nicotiva Tabacum L 잎
Angelica gigas
당귀
전체
항 댑싸리
Kochia scoparia
균 도꼬마리 Platycodon grandiflorum 전체
전체
도라지 Xanthium strumarium 전체
두릅나무 Acanthopanax elata 뿌리, 껍질
마가목 Sorbus pohualshaninsis 열매
Allium sativum
마늘
전체
Capsella bursa
냉이*
뿌리
짚신나물 Agrimonia pilosa
전체
차조기 Perilla frutescens
전체
Thuja
orientalis
잎, 목질
살 측백나무
균 할미꽃 Pulsatilla Koreana 뿌리
황기 Astragalus membranaceus 뿌리
Piper nigrum
후추
열매
때죽나무 Styrax japonica
열매
Melia
azedarah
멀구슬나무
열매
Taraxacum mongolicum
민들레
살 산초나무 Zanthoxylum schinifolium 전체
충 살구나무 Prunus armeniaca? 열매
씨
석류나무 Punica granatum 줄기, 껍질
Pinus densiflora
소나무
잎, 줄기
* : 살충활성을 동시에 갖음
** : 살균활성을 동시에 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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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식물명
학명
이용부위
성
소태나무 Picrasma quassioidis 줄기
쇠비름 Portulaca oleracea 전체
Allium cepa
양파
뿌리
어성초 Houttuynia cordata 전체
연꽃 Nelumbo nucifera 잎, 열매
오미자 Schizandra chinensis 열매, 줄기
옻나무 Rhus memiciflua 껍질,
은행나무 Ginkgo biloba
열매
익모초 Leonurus japonicus 전체
잎
살 인진쑥 Artemisia asiatica
충 자리공 Phytolacca esculenta 뿌리
피마자 Ricinus communis
씨
협죽도 Nerium indicum 전체
산딸기 Rubus crataegirolius 잎, 줄기
고삼** Sophora flavescens 전체
부자** Aconitum carmichaeli 뿌리
부추** Allium tuberosum 줄기, 뿌리
사철쑥** Artemisia capillaris 잎, 뿌리
질경이** Plantago asiatica 전체
벽오동** Firmiana simplex 잎, 씨
고추 Capsicum annuum 열매
Acer palmatum
잎
충 단풍나무
Chenopodium album var.
전체
기 명아주
Magnolia kobus
목련
꽃, 껍질
피 무화과
Ficus carica?
잎, 열매
미나리 Oenanthe stdonifera 전체

4.

영국 작물보호협회 등록 천연물 유래 생물농약
활성

성분명

곤충유인제

maple lactone

면역유도제

poly-D-glucosamine

oct-1-en-3-ol
Garpin protein
blasticidin-S
laminarine
Macleaya extract
Mildiomycin
milsana

살균제

natamycin
poloxin B
Polyoxorim
cinnamaldehyde
jojobo oil
kasugamycin
kasugamycin gydrochloride hydrate

살비제
살선충제

Polynactins
milbemectin
DMDP
4-allyl-2-methoxyphenol
azadirachtin
canola oil
citric acid

살충제

dihydroazadirachtin
Karanjin
nicotin
Plant essential oils
rosemary oil
ryania extracts

유래
식물
식물
갑각류
미생물
미생물
해조
식물
미생물
식물
미생물
미생물
미생물
식물
식물
미생물
미생물
미생물
미생물
식물
식물
식물
식물
식물
식물
식물
식물
식물
식물
식물

기타활성

곤충유인제
살충제
항생제
항생제
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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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성분명
sabadilla
sotf soap
spinosad
validamycin

살충제

abamection
emamectin benzoate
pyrethrins(chrysanthemates)
pyrethrins(pyretherum)
pyrethrins(pyrethrates
rotenone
L-glutamic acid plus γ-aminobutyric acid
plant-deribed porphyrin derivatives
6-benzylaminopurine

생장조절제

aminoethoxyminylglycine
gibberellic acid
gibberellin A4 with gibberellin A7
indol-3-ylacetic acid
zeatin
cytokinins(mixed)

제초제

bilanafos
fatty acids(oleic acid)
Pelargoni acid

항생제

oxyteracycline
streptomycin
3-[N-butyl-N-acetyl]-aminopropionic acid, ethyl ester

해충기피제

capsaicin
citronella
garlic extract
p-menthane-3,8-di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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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 기타활성
식물
식물
미생물
미생물
미생물 살비제
미생물 살비제
식물 살비제
식물 살비제
식물 살비제
식물 살비제
식물
식물 살선충제
식물
미생물
미생물
미생물
식물
식물
식물 살선충제
미생물
식물 살균제 살충제
식물 생장조절제
미생물
미생물
식물
식물
식물
식물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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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관리를 위한 생물농약의 이해와 활용’ 책자를 만들게 되었으며,
이 책자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과제에 참여하여 주신 (주) GS건설 엘리시안 C.C,와 타미우스 C.C.
의 관계자님들과 코스관리담당자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주신 제
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의 환경산업경영연구부 직원들과 좌달희
연구부장님, 제주대학교 생명공학부 식물분자육종소재연구실 연구원님
들과 류기중 교수님,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의 관계자님들과 이기호 센
터장님, (주)바이오애그진앤텍의 연구원님들과 처음 과제를 제안하여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청 김익수 사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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