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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motion of the insecticidal activity of eco-friendly insecticidal

materials against four major insect pest in the organic Chinese cabbage cultivation area. Among insecticidal

materials mixture, BT+Matrine+Neem against leaf beetle larva, Phaedon brassicae, showed the highest 94.1%

at 0.05% which is the lowest concentration of three treated concentrations. The insecticidal activity of

Matrine, Neem, and BT alone (0.1%, w/v) or the mixtures (0.05%, w/v) against Cabbage worm larva,

Artogeria rapae, was investigated by leaf disc spray method. The insecticidal efficacy of the mixtures of two

or three eco-friendly materials was higher than the single treatment of each material with 94.3%, 100% and

100%. Control efficacy of 0.3% COY+0.05% (95.3%) against the green peach aphid, Myzus persicae was

higher than that of 0.3% COY+0.05% Neem (90.2%) and lasted for more than 21 days after one time

treatment. At 35 days after treatment, the effect of 0.05% BT+0.05% Matrine and 0.05% BT+0.05%

Matrine+0.05% Neem treatments against diamondback moth showed very high insecticidal activity with more

than 90% of control value. Therefore, BT, Neem, and Matrine where are properly treated could be effective

eco-friendly materials for controlling major insect pests in an organic Chinese cabbag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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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 배추의 연간 총생산량은 2012년 기준 181만 6천톤

으로 전체 엽채류 생산량의 약 78.0%를 차지하는 농가의

주 소득 작목이지만(KOSTAT, 2013),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

배환경의 변화, 연작장해 등으로 병·해충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배추 재배지에는 배추뿌리혹병, 무름병, 배

추좀나방 등 다양한 병·해충이 피해를 주고 있으며, 그 중

에서도 배추좀나방의 피해가 매우 크다(Seo et al., 2009). 

고령지배추 재배농가의 대부분은 해충 방제를 위해 살충

제 살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제비용이 농가당 780

만원 정도로 농가경영비에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Kwon

et al., 2008). 쌈채류 유기재배 농가에서 해충을 방제하는

횟수는 작기 당 10회 이상이 가장 많았고, 방제방법으로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천연자원을 이용한 농자재, 천

적이용, 및 물리적인 방법 순이었다(Lim et al., 2007). 

배추에 발생하는 주요 해충 중, 배추좀나방(Plutella

xylostella)은 주로 십자화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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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약 10억 달러 이상의 방제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alekar and Shleton, 1993). 더욱 심각한 문제

는 국내·외적으로 배추좀나방에 대한 유기인계(Noppun et

al., 1984), 카바메이트계(Hama, 1986), 합성피레스레이드계

(Liu et al., 1982) 및 최근 IGR계통의 살충제(Perng et al.,

1988)와 미생물 약제인 Bacillus thuringiensis(BT)제(Talekar

and Shleton, 199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약제들에 대해 약

제저항성이 증가하고 있어 관행 배추재배뿐만 아니라 친환

경·유기농 배추재배에 있어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

다(Kim et al., 1990; Cho and Lee, 1994; Furlog and

Wright, 1994; Cho et al., 2001).

현재 국내에서 유기농 작물 병·해충관리용 자재로 등록

된 천연 식물 추출물은 Neem추출물, Matrine추출물, 제충

국(Pyrethrin)추출물, 고추씨(Capsaicin)추출물 등 100여종이

된다(RDA, 2011). 이 중에서, Park 등(2008)은 고추씨와 겨

자씨추출물이 복숭아혹진딧물 방제에 황련(Coptis chinensis)

추출물과 고추씨추출물이 배추좀나방 방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의 하나인 멀구슬나

무(Azadirachtin)추출물과 Matrine추출물, 후추열매(Piper

nigrum) 추출물이 배추좀나방에 대해 살충력이 있다고 보고

된 바 있다(Kim et al., 2009; Park, 2012). 

Neem oil은 님나무(Azadirachta indica)의 추출물에서 나

온 Azadirachtin을 주성분으로 하는 살충제로서 세계적으로

400여종 이상의 해충을 방제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해충

종합관리(IPM)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자재로 주목 받는 식

물성 성분이다. 곤충의 섭식을 저해하고 산란억제, 성장저지,

탈피방지와 우화방해 등 다양한 작용기작을 가지고 있다

(Schmutter, 1990; Isman, 1999).

유기농자재 중 BT제는 농약으로 상용화될 만큼 효과가

뛰어나지만, 국·내외에서 배추좀나방 등 여러 해충에 저항

성 발달이 보고되고 있어 이용이 제한적이다(Song, 1991;

Cho and Lee, 1994). 그러나 미생물 농약인 BT와 프루텔고

치벌(Cotesia plutellae)을 피레스로이드계 농약에 저항성을

보이는 배추좀나방에 혼합 처리하였을 때 프루텔고치벌이

배추좀나방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

다고 보고하였다(Kim et al., 2013). 

본 연구는 기존에 알려진 유기농자재들의 실제적인 효과

검토가 미흡하여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유기농

배추 주요 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친환경자재인

Matrine, Neem, 비티(BT; B. thuringiensis)의 유기농 배추 주

요 해충에 대한 살충성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실험곤충

실험에 사용된 좁은가슴잎벌레(Phaedon brassicae)와 배

추흰나비(Artogeia rapae) 2령 유충은 2011년 5월~6월에 걸

쳐 경기도 수원시 유기농 배추포장에서 시험 전날 채집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배추좀나방(Plutella xylostella) 3령 유충

은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분양 받아 살충제

에 대해 5세대 이상 노출 없이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해충사육실에서 사육한 실내계통을 사용하였다. 배추좀나방

은 아크릴 케이지(30 × 45 × 30 cm)에 실내에서 재배한 배추

유묘를 먹이로 공급하면서 사육하였는데, 실내온도 25 ± 3
oC, 상대습도 50 ± 10%, 광주기 16 : 8(light : dark)로 관리

되는 곤충사육실에서 사육하였다. 복숭아혹진딧물(Myzus

persice)은 2011년 3월 하순 경기도 이천시 유기농 배추 재

배 비닐하우스 내에 황색끈끈이트랩(10 × 15 cm)을 설치하

여 발생밀도를 확인 후 실험에 이용하였다.

실험자재

유기농자재의 

기존에 해충방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기농자재

중에서 비티제, 님제, 고삼제를 선발하여 고삼(Matrine,

0.54 ppm/ml)과 님(Azadirachtin, 0.38 ppm/ml)은 시중에서

원재를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BT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BT제 중 슈리사이드(B. thuringiensis sub. kurstaki,

30 × 108 spore/mg) 제품을 구매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각 유기농자재의 처리 농도는 제품 판매시 추천하고 있는

농도를 기준으로 Neem과 Matrine은 단독 처리의 경우

1,000배 희석액(0.1%, w/v)을 사용하였으며 다른 자재와 혼

합 처리 시에는 2,000배 희석액(0.05%, w/v)을 사용하였다.

BT제는 단독 처리 시 500배 희석액(0.2%, w/v) 을 사용하

였으며 다른 자재와 혼합 처리 시는 1,000배 희석액(0.1%,

w/v)을 사용하였다. 

생물활성 검정

유기농자재 중 선발한 식물추출물(Neem, Matrine)과 BT

제(B. thuringiensis sub. kurstaki)의 유기농 배추 주요 해충

에 대한 살충효과를 실험실내에서는 엽절편법(Hiremath et

al., 1997)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유기농 해충방제제인 비티, 님, 고삼제를 적절한 처리농도

를 알아보고자 각각을 0.05, 0.1, 및 0.2%의 3가지 농도로

단독 또는 BT, Matrine, Neem, 각각을 혼합하였을 때 최종

농도가 0.05, 0.1, 및 0.2%가 되도록 혼합하였다. 유기농자

재의 살충효과는 증류수에 적신 여과지를 해충 사육용 페트

리디쉬에 놓고, 그 위에 유기농 농자재 단독 또는 혼합 현탁

액에 직경 10 cm로 자른 배추 잎을 담근 다음 건져서 풍건

시킨 후, 좁은가슴잎벌레와 배추흰나비 2~3령 유충을 각각

10마리의 유충을 1반복으로 3반복하여 수행하였다. 각각의

처리는 사육실에 보관하면서 24시간 간격으로 살충율을 조

사하였고, 피해 유무는 유충에 의해 피해를 받아 배추 잎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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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또는 섭식 흔적의 유무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배추좀나방 온실검정 

엽침지법으로 선발한 유기농자재에 대한 배추좀나방에 대

한 정밀검정을 온실에서 실시하였다. 온실에서 파종 후 15

일 지난 배추유묘(본엽 5-6매)를 개별 포트에 이식 후 각 처

리마다 배추좀나방의 유입을 막기 위해 망사를 두르고 배추

좀나방 2~3령 유충을 10마리를 접종 후, 유기농자재 각각을

0.05, 0.1, 및 0.2%의 3가지 농도를 가지고 단독 또는 혼합

처리하여 10초간 5L 분무기로 살포하여 24시간 간격으로

살충율을 조사하였고, 피해 유무는 유충에 의해 피해를 받

아 배추 잎의 구멍 또는 섭식 흔적의 유무를 기준으로 조사

하였다. 

통계처리

각 처리 평균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Duncan 검정을 실시

하였으며, Duncan 검정은 SAS Institute, version 8.02

(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SAS,

2004).

결 과

좁은가슴잎벌레 유충에 대한 유기농자재의 살충효과

좁은가슴잎벌레 유충에 대한 BT+Matrine, BT+Neem,

BT+Matrine+Neem 혼합제의 처리농도별 살충효과를 시험

한 결과, 3가지의 혼합 처리 중 BT+Neem의 방제효과가 다

른 처리에 비해 낮게 나타냈으며, 좁은가슴잎벌레 유충이 3

일째까지 지속적으로 배추잎을 섭식하였다(Table 1). 

처리 3일 후 3가지 혼합제의 농도별 살충효과를 비교한

결과, 3가지 혼합제 모두 0.2% 농도에서 가장 높은 살충효

과를 보였다. 농가에서 권장농도로 사용하고 있는 0.1% 농

도에서 BT+Neem은 40.8%의 방제효과를 나타내었으나

BT+Matrine 혼합제와 BT+Matrine+Neem 혼합제는 94.1%

의 높은 방제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0.05%의 농도에서

BT+Neem은 17.4%로 매우 낮은 방제효과를 나타내었으나

BT+Matrine 혼합제와 BT+Matrine+Neem 혼합제는 90.6%

이상의 방제효과를 나타내었다(Table 1).

배추흰나비 유충에 대한 유기농자재의 살충효과

처리 3일 후, 0.1% 고삼추출물, 0.1% 님추출물 그리고

0.1% BT수화제를 단독으로 처리했을 경우보다 두 종류

(68.3~70.0%) 또는 세 종류(95.2%)의 자재를 혼합처리 하였

을 경우에 배추흰나비 유충에 대한 살충효과가 더 높게 나

타났다(Fig. 1). 처리 6일 후 님+BT 혼합처리는 90.2%, 고

삼+BT 혼합처리는 95.1%의 살충효과를 보였으며, 3종류의

자재를 혼합 처리했을 때 배추흰나비 유충 살충효과가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1). 처리 9일 후, 단독 처

리구에서 Matrine이 82.1%로 가장 높은 유충 살충효과를

보였으며, 님+BT 혼합처리는 94.3%, 고삼+BT 혼합처리와

님+고삼+BT 혼합처리는 100%로 조사되었다(Fig. 1). 

Table 1. Antifeedant activity of BT, Neem and Matrin mixture
against the larva of the brassica leaf beetle, Phaedon brassicae
at 3 days after treatment

Treatment (w/v, %) Control value (%)

Bt+Neem 0.2 64.5d

 0.1 40.8e

 0.05 17.4f

Bt+Matrine 0.2 100a

 0.1 94.1b

 0.05 90.6c

Bt+Neem+Matrine 0.2 100a

 0.1 100a

 0.05 94.1b

Untreated control -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Duncan test). 

Fig. 1. Insecticidal activity of BT, Neem and Matrin alone or mixture against the Cabbage worm lava, Artogeria rapae in Petri 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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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좀나방 유충에 대한 유기농자재의 살충효과

처리 후 14일째에는 님추출물(70.6%), 고삼추출물(70.6%),

BT제(64.7%) 단독 처리보다 0.05% Matrine+0.05% Neem+

0.05% BT(82.4%) 혼합제 처리가 배추좀나방에 대한 방제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28일째에는 0.1% BT처리를 제

외하고 80.0% 이상의 높은 방제효과를 보였고, 0.05%

Matrine+0.05% Neem+0.05% BT가 90.0%로 가장 높은 방

제효과를 나타내었다. 처리 35일 후, 0.05% BT+0.05%

Matrin 및 0.05% BT+0.05% Matrin+0.05% Neem 혼합제

처리구에서 90.0% 이상의 매우 높은 방제효과를 나타내었

다(Fig. 2, Table 2). 

고 찰

최근 배추좀나방을 방제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다양

한 살충제의 연용과 오남용으로 교차저항성을 포함한 약제

저항성을 나타내어 관행 및 친환경 배추재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태계 보호 및 친환경 배추 생산증대를 위하여

생물적 방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친환경 배추 해충방제 방법

의 도입이 필요하다(Charleston et al., 2005; Cho and Lee,

1994).

B. thuringensis (BT)는 주로 나비목 해충의 방제에 사용

되었으며 해충이 섭식 후 10시간째부터 중장 내 원주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n and Park,

1985). BT의 살충성 단백질의 작용기작은 나비목 해충의 중

장에서 분비되는 분해효소에 의해 내독소 단백질이 활성화

되어 중장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중장세포에

손상을 입혀 패혈증을 일으켜 죽게 만든다(Gill et al., 1992)

그러나 이 독소에 단백질의 기주 특이성은 적용 해충의 범

위를 좁히고, 화학농약에 비해 약효가 느리고, 저항성의 발

달로 단독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Tabashinik

et al., 2009).

Kim 등(2002) 유기농 배추, 양배추 시설 및 노지 재배지

에서 발생한 좁은가슴잎벌레의 유충에 대해 4종의 한국산

곤충병원성 선충 Steinernema속 선충을 가지고 시험한 결과

Steinernema carpocapsae 포천 계통이 실내에서는 90%의

치사율을 보였으며 포장실증실험에서도 90% 이상의 높은

방제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Park 등 (1995)에 의하면 배추흰나비 유충과 진딧물에 대

한 Neem seed, sesbania, mammea 등 9가지의 천연 식물

추출의 살충효과를 조사한 결과 neem seed 추출물 등 3가

지 식물 추출물이 배추흰나비 유충에 대해 무처리에 비해

95% 이상 섭식저해율과 진딧물에 대한 높은 살충성을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Neem 추출물은 Matrine

추출물과 더불어 복숭아혹진딧물에 대해 매우 높은 살충성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Control effect of BT, Neem, and matrin against diamondback moth, Plutella xylostella larva in greenhouse.

Table 2. Insecticidal activity of BT, Neem, and matrine againstthe larva of the diamondback moth, P. xylostella, in a greenhouse

Treatment (w/v, %)
Control value (%)a

14 daysb 28 days 35 days

Matrin 0.1 70.6b 80.0c 88.0bc 

Neem 0.1 70.6b 80.0c 86.0c 

BT 0.1 64.7c 76.7d 82.0d 

BT+Matrin 0.05 70.6b 83.3b 90.0b 

BT+Matrin+Neem 0.05 82.4a 90.0a 94.0a 

a : Ten 2nd or 3nd larvae of P. xylostella were used in the each treatment with 50 plants.
b : Each organic material is applied three times at one week intervals.



유기농자재인 비티, 님, 고삼 단독 및 혼합처리에 의한 유기농 배추 주요해충 방제효과 217

Hwang 등(2009)의 연구에서 멀구슬나무와 고삼 추출물의

배추좀나방에 대한 방제효과가 95% 이상이었고, BT제와

Neem oil을 혼용 하였을 때 배추좀나방의 2령 유충의 살충

율이 BT 단독으로 처리하였을 때보다 30% 이상 높게 나타

나 더욱 효과적으로 배추좀나방을 방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유기농자재인 Neem은 곤충생장조절제로서 곤충의 섭식

을 저해하고 산란억제, 성장 저지, 탈피방지와 우화방해 등

의 다양한 작용기작을 가지고 있으며, 천적에 안전하면서

환경에 대한 영향 적고 인간이나 다른 절지동물에 독성이

없고 저항성 발달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친환경 해충방제

에 유용한 성분으로 보고되어 있다(Kim et al., 2009;

Isman, 1999; Mordue and Blackwell, 1993; Walter, 1999).

배추좀나방은 배추, 무, 양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를 기주

로 하며, 1세대 기간이 20~25일 정도로 응애류나 진딧물류

와 같이 발육속도가 빨라 연간 발생세대수가 많고 포장내에

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Kim and Lee, 1991).

배추좀나방은 응애와 진딧물과 같이 발육기간이 짧아 살충

제에 의한 도태 기회가 많아지므로 살충제 저항성 발달이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배추좀나방이 농가에서 방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

는 포장 내에서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유기농자재의 특성에 따라 방제효과가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자재만으로는 배추좀

나방을 방제하기가 어려워 배추좀나방에 의한 피해가 지속

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발생 초기 지속적이고 적절한

방제를 통해 배추좀나방의 밀도를 낮추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배추에 발생하는 다양한 해충의 친환경적 방제를 위해서

다양한 방제방법들이 개발되었는데, 크게 좀벌류와 같은 천

적이나 BT와 같은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 식물추출물을

이용하는 방법, 식물 정유를 이용한 방법 등이 널리 이용되

고 있다(Lim et al., 207). 또한 곤충병원성 세균인 Xenorhabdus

nematophila과 Photorhabadus temperata ssp. temperata는

미생물농약인 BT의 병원력을 현저하게 증가시켰으며, 이러

한 곤충병원성 세균을 이용하여 새로운 미생물 농약을 개발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eo and Kim 2009; Seo et al.,

2010). Singh 등(2007)은 Neem oil과 BT의 조합은 해충 방

제효과를 증가시키는데 유용할 것이고 기주에 대한 저항성

발달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농자재로 사용한 고삼, 님, BT는 배추

흰나비, 좁은가슴잎벌레, 배추좀나방 방제효과가 있었다. 향

후 유기농 배추재배 농가에서 해충종합관리(IPM)를 위해서

는 0.05% Matrine+0.05% Neem+0.05% BT 혼합제를 활용

한다면 해충 발생초기부터 각종 해충의 밀도를 감소시켜 정

식 후 2주 간격으로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살포할 경우 배추

좀나방 등 배추에 발생하는 주요 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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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요 약 본 연구는 유기농 배추재배지에 발생하는 주요해충 4종에 대한 살충효과가 잘 알려진 중 3종의 살충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좁은가슴입벌레 유충에 대해 BT+Matrine+Neem 혼합처리의 방제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가장 낮은 처리농도인 0.05%에서도 94.1%의 살충효과를 보였다. 3종의 를 단독으로 처리한 것보다 두 종류

(68.3~70.0%) 또는 세 종류(95.2%)의 를 혼합 처리하였을 경우에 배추흰나비 유충에 대한 살충효과가 더 높게 나타

났다. 배추좀나방 3령 유충에 대한 Matrine, Neem, BT제 처리 효과도 단독처리에 비하여 혼합처리에서 90.0% 이상

의 매우 높은 방제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BT, Neem, Matrine을 적절하게 혼합 처리할 경우 유기농 배추 재배지

의 주요 해충을 방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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