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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합성농약은 병해충방제에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여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식물유

도체나 식물성농약은 각종 유해성이나 잔류독성 및 저항성

발달 등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다. 수많은 약용식물 중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등 열대와 아열대지역에 널리 서식하는

멀구슬나무과의 neem (Azadirachta indica)은 바이오농약의

우수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조적으로 복합 바이오활성을 갖는 tetranortriterpenoid

계 limonoid 화합물이 종자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화학적

으로는 매우 다양한 배열을 보이며, 특히 azadirachtin

[C35H44O16]이 바이오활성 물질로 주목받는 것은 해충 섭식

저해와 성장조절 등 다양한 살충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Fig. 1).

생잎은 Table 1과 같이 탄수화물(22.9%), 단백질(7.1%),

섬유소(6.2%), 미네랄(3.4%), 지방(1.0%)을 비롯하여 Ca, P,

Fe, 비타민 C, 카로틴, 글루탐산 등이 함유되어 농약이외도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Hello Indya).

잎에서는 nimbin[C30H36O9]과 그 유도체를 포함한 quercetin

[C15H10O7] 및 nimbosterol[C29H50O]를 얻을 수 있다.

Quercetin은 박테리아와 진균에 살균활성을 갖으며, 100~

500 ppm의 nimocinolide[C28H36O7]와 isonimocinolide 처리

는 파리(Musca domestica) 생식에 영향을 미쳤고, 모기

(Aedes aegypti) 숙주생산에서는 돌연변이를 유발하였다. 현

재까지 neem 나무에서는 수많은 바이오활성화합물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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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eem leaves and fruits (left) and azadirachtin space
structure (right).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fresh neem leaves

Protein 7.1% Vitamin C 218 mg/100 g

Fat 1.0% Carotene 1,998 mg/100 g

Fibre 6.2% Carolific value 1,290 mg/kg

Carbohydrates 22.9% Glutamic acid 73.3 mg/100 g

Minerals 3.4% Tyrosine 31.5 mg/100 g

Calcium 510 mg/100 g Aspartic acid 15.5 mg/100 g

Phosphorus 80 mg/100 g Alanine 6.4 mg/100 g

Iron 17 mg/100 g Proline 4.0 mg/100 g

Thiamine 0.04 mg/100 g Glutamine 1.0 mg/100 g

Niacin 1.40 mg/100 g Moisture 59.4%

REVIEW



Neem 기반 바이오농약 연구동향 221

되었는데 Table 2의 성분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Neem

foundation).

Azadirachtin이 일광에 노출되면 분해하거나 이성화의 불

안정으로 바이오활성이 현저히 감소하고, 분자 내 p전자나

에스테르결합 및 epoxide 링과 같은 민감한 부분이 존재하

여 환경에서의 지속기간이 짧다. 일광에서 azadirachtin 분해

는 농업에서의 활용을 제한하는 주요 문제점이어서 현재까

지도 분자자체 안정화나 안정된 제형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안전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새로운 제형

의 도입은 바이오활성을 개선하고 대량생산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합리적인 바이오농약의 잠재력을 친환경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었

다(Walia 등, 2005).

국내에서는 범국가 차원의 유기농업을 활성화하여 보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농림

축산식품부는 2013년 6월부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친환경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농자재 구입비용을 신규로

지원키로 하였으며, 지원가능 친환경농자재는「친환경농업

육성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자재 중 병해충 관리용으로 사

용이 가능한 자재로 제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실험실과 포장에서의 바이오활성을 비롯하여

추출과 정제, 분자합성과 구조 활성관계, 살충과 살균작용,

보조증량제를 비롯한 제제(製劑) 및 안전성에 관한 국제적

연구동향을 검토하였다.

추출 및 정제

1942년 파키스탄 천연물화학자 Siddique가 neem 종자오

일에서 무정형 고미성분 nimbidin에 이어 nimbinin[C28H34O6]

과 nimbin[C30H36O9]의 순수분리에 성공하였지만 새로운 분

광분석과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이 발전하기까지 근 20년 동

안 구조해석이 불가하여 오일특성으로만 인식되었으나

nimbin 그룹의 4-epinimbin 이성질체가 종자에서 동정되었

다(Devakumar 등, 1985).

1968년 Butterworth 등은 neem 종자에서 azadirachtin을

최초로 분리하였고 초기 크로마토그래피 추출용매로는 에탄

올(95%)과 메탄올이 효과적이었으며, 다양한 최적용매 조사

에서 물, 메틸에틸케톤, 메틸 공비혼합물, tert-butyl ether 및

메탄올이 가장 적합하였다(Feuerhake, 1984).

그 후 neem 종자 중 azadirachtin 분리·정제에 칼럼크로

마토그래피, 박막크로마토그래피, 실리카겔 진공액체크로마

토그래피 및 초임계추출 등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었다

(Johnson 등, 1997). Azadirachtin 추출, 동정, 농약활성 및

합성과 관련된 역사적인 연구개발 개요는 Table 3과 같다.

분자합성

Azadirachtin 합성에는 구조해석보다도 더 많은 도전이 있

었으며, 복합구조는 합성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어

decalin[C10H18]과 tricyclic 부분으로 구축하였다(Ishihara 등,

2003). Tricyclic 부분은 galactose를 출발물질로 pyran 분절

을 얻은 후 tetralin 분획과 결합하였으며, 본 합성의 주요 릴

레이화합물은 8단개에서 얻어지었다(Veitch 등, 2007).

2008년 Veitch 등은 수율 0.00015%의 azadirachtin 합성

을 릴레이 방법으로 달성하였는데, 아세틸 전이반응조건을

선택함으로서 천연에서 생산되는 azadirachtin과 밀접한 관

계의 vepaol, isovepaol, 1-tigloyl-3-acetyl-11-methoxy-

azadirachtinin, 3-desaetylazadirachtin도 합성하게 되었다.

구조 활성관계

1981년 Morgan은 azadirachtin의 구조 활성관계를 최초로

연구하여 azadirachtin-A의 deacetyl과 dihydro 이중결합 유

도체는 이집트 땅메뚜기(Schistocerca gregaria)의 섭식저

해작용을 유지하나 아세틸화와 trimethylsilyl화로 OH 그룹

이 변화하면 바이오활성은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보고가 있

었다.

그 후 azadirachtin 유사물질을 조사하여 바이오활성에 요

구되는 구조를 검토한 결과 푸란 링 C-22와 C-23에 수소첨

가는 섭식저해 활성을 증가시키지 않으나 alkoxy 치환으로

활성이 증가되었다(Blaney 등, 1990).

Azadirachtin의 dihydrofuran 부분 올레핀 결합에 수소첨

가는 바이오활성 효과가 없거나 미약하였고 바이오활성에는

Table 2. List of bioactivity compounds and its efficacy

Components Bioactivity

Azadirachtin Repellant, anti-hormonal and anti-feedant

Nimbin Anti-inflammatory, anti-pyretic, antihistamine and antifungal

Nimbidin Antibacterial, anti-ulcer, analgesic, anti-arrhythmic and antifungal

Nimbidol Anti-tubercular, anti-protozoan and antipyretic

Sodium nimbinate Diuretic, spermicidal and anti-arthritic

Gedunin Vasodilator, anti-malaria and antifungal

Salannin Repellant

Quercetin Anti-protozoal,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and antibac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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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르기능의 친유성과 OH 그룹의 친수성 부위 모두가

요구되었으며(Sharma 등, 2006), 주요 limonoid계 화합물은

Fig. 2와 같다.

살충작용

Azadirachtin은 섭식활동에 반응하는 수용체나 특이 제지

세포 및 섭식 후 역효과로 먹이섭취 감소와 같은 차단작용

을 통한 천연 예방농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neem 조추출물

에서 순수 azadirachtin까지 인시해충에 대한 섭식저해작용

은 1~50 ppm에서 민감한 효과를 보였다.

유충의 탈피교란, 성장억제 및 기형유도와 같은 성장조절

로 치사에 관여하였으며, 뇌 측심복합체의 전흉선자극호르

몬(PTTH, prothoracicotropic hormone) 분비를 억제하거나

지연시켜 혈액림프 탈피호르몬을 하향 조절하는 내분비 교

란으로 탈피억제효과를 보였다. 알라타체 자극호르몬과 유

충호르몬 역가에도 영향을 미치었으며, 난소발달과 생식능

력 및 수정에도 영향을 미쳤다(Mordue 등, 1993).

탈지 neem 오일(defatted neem oil, DNO)은 지하 흰개미

(Coptotermes gestroi) 산란과 생육억제효과 및 접촉 독성으

로 목재를 보호하였다. 활성과 불활성성분으로 구성된

DNO 제제는 순도 91%의 azadirachtin 보다 효과가 양호하

였고 7.5% (v/v) DNO 제제는 Fig. 3에서와 같이 흰개미에

의한 목재 무게손실이 1% 미만이었다(Himmi 등, 2013).

곤충성장조절

Neem 종자오일과 azadirachtin 기반제품의 곤충성장조절

Table 3. Chronological overview of neem research

Year Area of research Findings

1962 Insect control
Dilute aqueous kernel extracts prevented feeding of the desert locust, 
Schistocerca gregaria Forska.

1968 Isolation of azadirachtin First to isolate azadirachtin from neem seed kernel.

1972
Characterization of azadirachtin

First reported a partial structure of azadirachtin based on IR, UV and 1H NMR and mass 
spectroscopy.

Nitrification inhibitor Neem oil as nitrification inhibitor.

1973 Mode of action Interference of azadirachtin with ecdysteroid function as a mode of action.

1976 Nematicidal activity Neem leaf extracts on populations of Pratylenchus brachyurus.

1979 Purification
A procedure was developed whereby 8.7g of > 90% pure azadirachtin was obtained from 
48.2 kg of neem kernels by the use of open-column reversed-phase liquid chromatography 
on Phase-bonded C-18 Hi-Flosil.

1980

Antifungal activity
Growth of F. oxysporum, R. solani, S. rolsii and S. sclerotiorum in liquid media was inhib-
ited by extracts of leaf, trunk, bark, fruit pulp and oil. A possible role of neem extracts and 
oil in controlling gram diseases in field condition is suggested.

Growth disruption
Partially purified fractions of neem seed caused severe growth disruptions without acute 
toxicity. The fractions interfered with larval and pupal development, causing malforma-
tions; high pupal mortality was observed.

1981 Structur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1982 Photostability

Exposure of azadirachtin to sunlight caused a rapid decrease in antifeeding potency 
against newly emerged first instar fall armyworm, as compared to unexposed azadirachtin. 
Acetone solutions of azadirachtin exposed for seven days gave more than a 50% reduction 
in activity while azadirachtin exposed for sixteen days gave complete reduction in activity 
with destruction of the compound.

1982 Impact of parasite
Laboratory tests showed that a 2% neem seed kernel suspension in water sprayed on 
Spodoptera litura (F.) eggs before or after parasitization did not adversely affect the emer-
gence of the egg parasiteTelenomus remus Nixon.

1984 Azadirachtin isomers Azadirachtins are mixture of several isomers, the major ones being azadirachtins A and B.

1985
Confirmation of azadirachtin 
structure

On the basis of NMR data including NOE experiments, 13C deuterium isotope shifts, and 
13C-1H long range coupling, the structure of azadirachtin was confirmed.

1987 Effect on non-target organism Bees can also be harmed if spraying is done before flowering.

1989 Mode of action
Azadirachtin may influence the release of trophic hormones from the corpus cardiacum 
leading to alterations in timing and titer of morphogenetic hormone pools.

1994
Azadrachtin structure Elucidated the crystal structure of azadirachtin-A by X-ray crystallography.

Production In vitro production of azadirachtin

2007 Azadirachtin synthesis Azadirachtin was synthesized by joining the 2 moieties in 71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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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① 유충의 탈피지연, 억제, 교란 및 치사, ② 기형

유도, ③ 섭식활동 감소로 후기 배아발달 지연, ④ 유충상태

지속, ⑤ 난소발달 지연과 억제 및 교란, ⑥ 생식능력 감소

및 불임현상을 보이며, 이들 효과는 인시목, 파리목, 메뚜기

목, 반시목, 벌목 해충에서 확인되었다(Rembold 1994).

가장 강력한 성장억제인자(inhibitory growth factor, IGF)

활성은 Fig. 4의 3-detigloyl-azadirachtin-B (LC50 0.08 ppm)

와 연관되었으며, OH 그룹은 dihydroaza-dirachtin-B 및

dihydroazadirachtin-A에 수소가 첨가된 그룹이다. 또한 에

탄올이 첨가된 23-ethoxy-22,23-dihydroazadirachtin-A 역시

대등한 억제효과를 가지며, azadirachtin B, F는 A보다 월등

한 활성을 보여 가장 중요한 구조는 13,14-epoxy 그룹으로

salannin은 활성이 현저히 낮았다(Yamasaki 등, 1987).

섭식저해작용

Azadirachtin을 섭취하면 화학주성에 의한 이동으로 소화

관 운동이 떨어져 먹이활동이 감소하는 저해작용을 한다.

인시해충은 극히 민감하여 1~50 ppm에서도 섭식저해를 보

였으며, 딱정벌레목과 반시 및 동시아목은 감수성이 다소

떨어져 100~600 ppm에서 섭식저해에 도달하였다(Ascher

1993).

메뚜기목의 감수성은 매우 광범위하여 사하라메뚜기의

EC50 0.05 ppm에 비하여 풀무치는 100 ppm이고 이주메뚜기

는 1,000 ppm 이상이다. 이집트 땅메뚜기는 가장 민감한 해

충으로 인식되며, 이주메뚜기는 azadirachtin 500 ppm을 처

리한 양배추에서도 먹이활동을 하여 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섭식감소로 유도되는 성장감소는 0.1 ppm도 가능하

나 섭식저해활성은 200 ppm 이상의 고농도가 요구되었다.

Azadirachtin을 아프리카 조밤나방(Spodoptera exempta)

유충에게 먹이와 혼합하거나 국소처리로 먹이활동이 감소하

였다. 유충 당 1 µg으로 50%의 먹이활동이 억제되었고,

10 µg 처리 72시간 후 80%의 섭식저해를 보였다(Tanzubil

Fig. 2. Limonoids found in neem.

Fig. 3. Weight loss of wood treated by azadirachtin fraction
(91% purity) and DNO-Formulation against subterranean
termite, C. gestroi.

Fig. 4. 3-Detigloyl-azadirachtin-B (US patent 535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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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섭식감소는 후기배아발달을 지연시켜 비정상 생활사

를 유도한다. 성장조절활성과 섭식저해가 중복되면 변태를

교란하며, 신경펩티드 분비는 곤충의 변태조절 교란으로 탈

피를 억제하였다.

최근에는 azadirachtin 함량이 상이한 Parker OilTM

(0.20%)과 Neema® (0.25%)가 벼멸구(Nilaparvata lugens

Stål) 방제와 먹이소비에 미치는 LC90 프로비트 분석1)에서

Parker OilTM은 유충 8.72 mL/l, 성충 11.1 mL/l이었고,

Neema®는 유충 9.84 mL/l과 성충 13.07 mL/l로 조사되었고

(Fig. 5), 본 LC90을 논에 적용한 결과 두 제품 모두 80% 이

상 방제효과를 보였다(Choi 등, 2009).

생식억제

곤충의 생식억제효과를 갖는 azadirachtin은 난소발달, 생

식능력, 임신 및 산란저지를 유도하는 잠재력을 가져 농약

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0.01 µg과 0.1 µg의 azadirachtin을

S. exempta 유충에 국소처리 한 후 발생한 암컷나방은 난모

세포의 성숙실패로 생식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다(Tanzubil

등, 1990).

알 100개당 1.25~640 µg/100 mL의 azadirachtin을 처리한

Oncopeltus fasciatus와 S. exempta 간 알 부화능력은 큰 차

이는 없으나 S. exempta의 경우 유충발생이 감소하였고 벼

멸구 Nilaparvata lugens 암컷의 생식거동에도 영향을 미쳤

다(Saxena 1989).

살 선충작용

Neem 종자오일과 오일케이크, 잎 추출물, 잎 분말, 뿌리

와 뿌리삼출물은 많은 종의 선충에서 독성이 입증되었다

(Akhtar 2000). 10 µg/mL의 azadirachtin은 동물기생선충

Brugia pahangi의 극소사상충 배출을 억제하였고 식물기생

선충에 대한 활성성분은 해충에서의 작용기구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nimbin, salannin, thionemone,

azadirachtin 및 다양한 플라보노이드는 선충에 활성을 보였

다(Chitwood 2002).

Neem 잎 추출물과 종자오일을 뿌리에 관주하거나 종자에

처리하면 토마토, 가지, 오크라에 감염된 뿌리선충의 유충발

생을 예방하였다(Ntalli 등, 2009). 최근에는 토마토 뿌리혹

선충(Meloidogyne incognita)에 대한 예방과 치유효과가 확

인되어 침투성과 약효지속성 검토에서 azadirachtin 0.05%

와 0.1%를 토양에 처리한 결과 토마토 뿌리 내 선충발달 지

연과 침습이 현저히 감소하였다(Javed 등, 2008).

현재까지 밝혀진 살충효과는 인시목, 파리목, 메뚜기목,

반시목, 딱정벌레목, 선충 등 413종의 섭식저해, 성장억제,

내분비계교란, 생식과 알 부화능력 억제, 성충 수명감소와

불임, 산란저지, 살난(ovicide), 기형유충 및 번데기 탈피에

영향을 미쳤으며, neem 살충제로 방제되는 주요해충은

Table 4와 같다(Saha 등, 2011).

살균작용

손가락조의 병원성 진균 Helminthosporium nedulosum과

Pyricularia grisae 포자발아 및 균사성장에 미치는 neem 종

자 추출물과 azadirachtin의 영향에서 물 보다는 아세톤 추

출물이 효과적이었으며, 벼 역시 진균에 공격을 받는데 종

자 물 추출물은 Alternaria padwickii 감염을 현저히 감소시

켰다(Shetty 등, 1989). 또한 흰비단병균(Sclerotium rolfsii)

감염은 neem 종자오일 처리로 감소하였고, 실험실 조건에

서는 과실역병에도 방제효과를 보였다(Singh 등, 1993).

Neem은 피부사상균, 효모, 곰팡이와 같은 14개 병원성진

균 모두에 일반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재료에 따라 차이

가 있었으며, 종자 추출물과 오일은 96.2%와 96%의 높은

포자발아 억제효과를 보였고, 본 처리에서 일부 발아한 포

자는 발아관이 신장되지 않는 살균효과가 확인되었다

(Muthusamy 등, 1988).

잎 추출물에 함유된 nimonol과 isomeldenin은 식물병원

성 진균 Puccinia arachidis 살균에 효과적이었으며, 종자와

잎 분말 및 종자오일은 Aspergillus flavus, Penicillium sp.,

Mucor sp. 성장을 억제하였다(Suresh 등, 1997).

Azadirachtin-A, B, H는 식물병원성 진균 Rhizoctonia

solani와 Sclerotium rolfsii 살균활성이 확인되었고 B와 H는

A에 비하여 월등한 살균독성을 보였으며, B보다는 H가 양

호하였다. 3개 순수 azadirachtin 중 H는 R. solani에 대한

50% 유효용량(ED50)이 63.7 ppm이었고 S. rolfsii는 43.9 ppm

이었으며, azadirachtin B는 두 진균에 대한 ED50이 85.9

ppm과 76.2 ppm이었다(Sharma 등, 2003).

Fig. 5. Probit regression analysis with LC50 (4.1 mL/l for fourth
instar nymph and 5.6 mL/l for adult female, respectively) and
LC90 (9.8 mL/l for fourth instar nymph and 13 mL/l for adult
female, respectively) values (the data were fitted with simple
linear regression) after treatment with Neemas.

1) 정규분포 확률을 이용한 S자상 곡선을 직선화하는 변환법으로 약제 효

력평가, 역가판정 등의 해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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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묘 위조병에 미치는 neem 잎 수성추출물(aqueous

extract)의 항산화방어효소 유도영향 조사에서 10%의 neem

잎 추출물을 묘에 처리하고 4일 후 Fusarium oxysporum 진

균을 감염시킨 결과 무처리 대조군은 6주 후 65%까지 이병

률이 증가하였으나 본 추출물 처리는 25.5%에 그쳤다.

토마토 묘가 F. oxysporum에 감염되면 줄기와 뿌리 생육

감소를 포함한 형태학적 및 생화학적 변화를 유도하여 지질

과산화 수준이 증가하나 본 추출물 처리로 POX (peroxidase),

CAT (catalase), SOD (superoxide dismutase) 등 항산화방어

효소 활성이 현저히 증가하였고(Table 5), 지질과산화 수준

을 낮추어 위조병 이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Farag

Hanaa 등, 2011).

제제기술

현재 인도, 한국,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20종 이상

의 neem 농약이 유제(emulsifiable concentrate, EC), 액상수

화제(suspension concentrate, SC), 초미량살포제(ultra low

volume, ULV) 및 입제(granule, GR)로 시판되고 있다. 종자

오일은 이들 제형의 출발물질로 자주 사용되고 바이오활성

은 azadirachtin 함량과 관계가 있으며(Isman 등, 1990), 유

효성분의 지속적인 약효유지 및 최적의 방제효과를 위하여

Fig. 6과 같은 개념의 다양한 제형이 개발되고 있다.

미세캡슐/포접화합물2)

2010년 Devi 등은 chitosan-carrageenan 고분자전해질 복

합체와 gelatin-carrageenan 복합체를 피막재료로 neem 종자

오일 미세캡슐을 개발하였다. 본 제형의 방출률은 제형에

사용된 가교제 농도와 성질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가교제로

는 glutaraldehyde, genipin 및 타닌산이 효과적이었다.

물 흡수량 감소, 방출률, 열 안전성 향상과 같은 다양한

성질이 glutaraldehyde에서 최대 값을 보여 해충관리에 적합

한 제형개발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알긴산나트륨으

로 방출조절용 neem 캡슐을 개발하였다. Glutaraldehyde를

가교제로 azadirachtin-A가 함유된 알긴산나트륨 캡슐을 제

조한 후 천연고무로 코팅한 결과 유효성분이 서서히 지속적

Table 4. Pests controlled by neem insecticides

Aphids
Bollworms
Borers
Box Elder bugs
Budworms
Caterpillars
Chinch bugs
Corn Earworms
Codling moths
Colorado potato beetles
Cucumber beetles
Cutworms
Crainflies

Diamond back moths
Elm leaf beetle
Eroupean corn borer
Fall armyworms
Fruitflies
Fungus gnats
Grape leaf skeletonizers
Grasshoppers
Gypsy moths
Hornworms
Hyperrodes weevils
Lace bugs
Leafhoppers

Leafminers
Leafrollers
Loopers
Mole crickets
Mealybugs
Melonworms
Mexican bean beetles
Psyllids
Pickle worms
Pin worms
Pine sawflies
Scabies mites
Sod webworms

Spider mites
sawfly larvae
Spruce bud worms
Squash bugs
Tent caterpillars
Thrips
Tomato fruitworms
Twig girdlers
Vine borers
Webworms
Weevils
Whiteflies
White grubs

출처 : Neem Product

Table 5. Effect of neem aqueous leaves extract on the activities antioxidant defensive enzymes in infected and non infected tomato
seedling

Treatment
Before

infection

After 3 days of infection After 7 days of infection

Non infected Infected Non infected Infected

POX activity IU/min · mg Protein Control 317.7 ± 7.3 379.4 ± 42.4 558.7 ± 29.6 891.5 ± 76.7 1,140.8 ± 123.5

Neem 548.7 ± 93.9 607.9 ± 61.4 1,475.9 ± 66.7 1,211.0 ± 65.3 1,453.4 ± 82.2

CAT activity IU/min · mg Protein Control 5.7 ± 0.2 5.0 ± 1.2 9.5 ± 0.8 6.1 ± 0.1 9.5 ± 1.4

Neem 14.0 ± 0.7 10.4 ± 1.4 14.0 ± 1.0 16.0 ± 1.3 15.9 ± 1.6

SOD activity IU/min · mg Protein Control 34.2 ± 3.6 31.0 ± 4.1 46.0 ± 1.6 35.2 ± 1.9 43.3 ± 2.0

Neem 51.1 ± 3.9 47.2 ± 2.8 66.4 ± 2.9 58.1 ± 2.1 53.5 ± 7.2

Fig. 6. Diagram of microencapsulation (left), inclusion complex
(middle) and microemulsion (right).

2) 결정격자에 다른 분자가 들어간 고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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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방출되는 뚜렷한 효과를 보였다(Riyajan 등, 2009).

천연고무는 알긴산나트륨에 함유된 azadirachtin-A의 우

수한 분포에 기여하는 표면장벽제로 활용할 수 있다. 미세

캡슐에 함유된 azadirachtin 방출과 광분해 안전성은 5%

glutaralaldehyde과 0.05% 염산을 일부 가수분해한 polyvinyl

acetate와 함께 분무 건조하여 제조하였다. 또한 polyvinyl

alcohol과 azadirachtin-A가 함유된 알긴산나트륨을 기반으

로 바이오분해성의 새로운 상호침투가 가능한 제형이 개발

되었다(Riyajan 등 2010).

Toluene-2,4-diisocyanate와 hexamethylenetetramine을 피

막물질로 계면 중합하여 미세캡슐을 제조하면 azadirachtin

약효가 장기간 유지되었고, 5% azadirachtin 분말, 20%

ethyl acetate, 20% polyethylene glycoloctyl phenyl ether,

0.5% glycerol, 0.05% formaldehyde 및 54.5%의 탈염수로

물 기반 제형을 개발하였다(Dingxin 등, 2008; Duan 등,

2009).

미탁제(Microemulsion, ME)

ME는 오일, 물, 계면활성제의 등방혼합물로 열역학적으

로 안정되어 때로는 보조 계면활성제와 조합하기도 한다

(Lawrence 등, 2000). ME 제형은 ① 물과 오일계면에서 낮

은 계면장력, ② 높은 유동성의 계면활성필름, ③ 계면활성

필름과 오일상의 분자연합 침투와 같은 특성을 갖는다

(Kreilgaard 2002).

현재 ME는 불안정한 약물보호나 약물방출 조절, 용해성

증가 및 병해충 변이감소와 같은 이점이 있고, 친수성 및 친

유성의 약물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잠재시스템을 보였다

(Kantarci 등, 2007). 2010년 Xu 등은 옴진드기(Sarcoptes

scabiei)에 살비활성을 갖는 neem 오일 ME를 개발한 결과

해충방제에 효과적이었다.

입제

2006년 Sreenivasa 등은 식물 근권 적용을 위해 azadirachtin-

A가 함유된 종자추출물로 개량된 입제를 제조하고 저장안

정성 향상과 유효성분 방출능력 간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운반체로 비활성화합물을 사용하고 탈활성·접합 및 선택착

색제로 친유기질 물질을 사용한 azadirachin-A 함유 입제는

처리 시점부터 완만한 방출을 보였다. 이 제형은 친유기질

과 운반체를 코팅하여 제조하는 공정으로 50oC 이하에서 분

무 및 건조하였고 유효성분은 미세캡슐로 제조할 수 도 있다.

Neem 잎 분말(NLP, neem leaf powder)을 이용한 바이오

농약 운반시스템 개발에서 가교제 CaCl2를 기반으로 NLP와

갈조류 세포벽에 함유된 음이온다당류 알긴산염[(C6H8O6)n]

을 이용한 thiram 살균제 입제를 제조한 결과 78.33 ± 2.89%

의 최대팽윤은 1.5% NLP, 2.5% 알긴산염 및 0.1M 가교제

용액으로 달성되었고, 확산지수 n값은 II형 확산메커니즘을

통한 방출로 1 보다 큰 값을 보였다(Singh 등, 2010).

NLP, Na와 Ca 알긴산염, NLP 알긴산염 비드의 SEM 조

사에서(Fig. 7a~d) NLP와 Na 알긴산염 200배율에서는 불

규칙한 형태와 크기의 미세입자를 보였고 2,000배율의 NLP

는 여러 겹 뒤틀림과 절단된 가장자리를 보였으나 Na 알긴

산염 입자는 매끄러운 미세표면이었다. 그림 2c와 2d의 120

배율에서 구형이 확인되었고, NLP 알긴산염 비드는 500배

율에서 NLP 존재로 거친 표면이었다. NPL을 보조증량제로

사용함으로서 기존농약의 약효증대는 물론 neem 약효를 발

휘하여 병해충 방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안전성평가

Neem 바이오농약으로 사용되는 소원재료(unprocessed

material), 종자오일, 수성과 비수성추출물 및 순수화합물이

실험동물에 미치는 NOAEL(무유해작용량) 혹은 LOAEL (최

소관찰부작용량)을 Table 6에서와 같이 요약하였다. 투여기간

에 따라 명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만성 NOAEL 역시

급성보다 항상 적은 값을 보이지도 않았으나 종자오일과 순

수화합물은 소원재료나 추출물보다 저독성이었다. 본 요약에

서 수성 추출물은 비수성추출물과 유사한 독성을 보였다.

Fig. 7. SEMs of (a) NLP[(i) 200×, (ii) 2000×] (b) sodium alginate[(i) 200×, (ii) 2000×] (c) Ca2+-alginate bead[(i) 120×, (ii) 500×] and
(d) NLP-alginate bead[(i) 120×, (ii) 500×].



Neem 기반 바이오농약 연구동향 227

모든 조제방법에서 독성과 유용효과 모두가 보고 되었으

나 용량적용에서는 명확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며, 경

우에 따라서는 저 용량에서도 긍정적인 영향보다 독성영향

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조제과정에서 유효성분은 사용하는

neem의 재료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추출이나 제조과정, 제

조과정 간의 시간 및 적용케미컬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Boeke, 2004).

본 연구에서는 상이한 neem 제조물의 경구투여가 인간에

미치는 독성영향은 Table 7과 같이 요약되었다. 비수성추출

물은 1일 안전용량평가(ESD, estimated safe dose)에서

0.002~12.5 µg/kgbw·d로 비교적 강한 독성을 보였고 종자오

일과 수성추출물은 0.26~0.3 mg/kgbw·d와 2 µL/kgbw·d이었

으며, 순수화합물 azadirachtin은 15 mg/kgbw·d로 낮은 독성

을 보였다.

Table 6. Overview of NOAELs or LOAELs for non-aqueous and aqueous neem extracts, unprocessed neem material, neem oil, and
the pure neem compound azadirachtin

Materials Effect Dose Test animal Parameter measured

Unprocessed
material

Subacute
LOAEL

80 mg/kg
Male fertility

Semi-chronic 500 mg/kg Rabbit

Seed oil

Acute NOAEL
5 mL/kg Rats

Toxicity
7.4 g/kg Mice

Subacute LOAEL 2 mL/kg Female fertility

semi-chronic NOAEL 10 g/kg Toxicity

Aqueous
extract

Acute LOAEL 200 mg/kg
Mice

Toxicity and anti-diabetic effect

Subacute NOAEL
40 mg/kg Thyroid function

30 mg/kg Immune response

Semi-chronic LOAEL 50 mg/kg Goat Toxicity

Non-aqueous
extract

Acute

LOAEL

50 mg/kg Mice Neuropsychopharmacological effect

Subacute 100 mg/kg Effect on reproduction

Semi-chronic 72 mg/kg Toxicity

Pure compound
(azadirachtin)

Subacute
NOAEL 1,500 mg/kg Rats

Fetotoxicity, teratogenicity

Semi-chronic Toxicity

Table 7. Overview of the estimated safe daily doses for neem
materials

Neem material
Estimated safe dailey 

doses

Unprocessed material (mg/kgbw)  0.26

Oil (µL/kgbw~mg/kgbw)  2.0

Aqueous extract (mg/kgbw)  0.3

Non-aqueous extract (µg/kgbw) 12.5

Pure compound azadirachtin (mg/kgbw) 15.0

Table 8. Thesis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nations and years

Rank Nation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1 India 49 49 48 37 33 216

2 Brazil 9 13 25 10 20 77

3 Nigeria 6 11 13 8 3 41

4 Pakistan 8 3 3 5 8 27

4 USA 5 5 4 6 7 27

6 China 2 5 7 3 4 21

7 Egypt 3 2 3 5 7 20

8 Germany 1 0 5 2 9 17

9 Thailand 4 7 4 0 1 16

10 Saudi Arabia 4 6 0 2 2 14

10 UK 2 0 3 1 8 14

18 South Korea 0 2 1 3 1 7

18 Japan 0 3 3 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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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

Web of Science (Thomson Reuters) 데이터베이스에서 검

색어(neem* or Azadirachta indica) and (pesticide or

biopesticide)를 사용하여 최근 5년간의 동향을 검색한 결과

총 534편이 수집되었다. 연도별 각국의 논문 수는 Table 8

과 같으며, 분석 대상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논문 수 기준

0.5%, 누적논문 수 기준 52.4%로 지속적인 증가경향을 보

였다.

인도는 216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전체의

40.45%를 차지하였고 우리나라는 7편으로 18위이었다. 전

체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에 대한 국가별 논문의 평균 피인

용 수를 기반으로 질적 수준평가(1.0기준)를 하였을 때 영국

은 논문 당 수준지수/피인용 수가 1.912/5.786으로 가장 우

수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1.699/5.143)와 중국(1.574/4.762)

은 2, 3위이었다. 일본(1.464), 미국(1.358), 인도(1.337)는

평균이상이었고 한국은 0.944로 평균 수준이었다.

결 론

현재 neem 기반 바이오농약은 수많은 화합물 분리·동정

과 구조에 따른 살충 및 살균활성관계를 평가함으로서 국제

적으로 다양한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합성농약과 같은 확

고한 지위는 아직 얻지 못하고 있으나 환경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나 저항성 발달과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고 소

원재료나 종자오일과 같은 원재료 연구도 계속되고 있으며,

azadirachtin 합성에 성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원료공급에 기

여하게 되었다.

Azadirachtin 등 limonoid 화합물은 일광에 불안정하여 이

를 극복하기 위한 미세캡슐이나 포접화합물로 제조하는 제

형기술이 정착되면 바이오농약으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여 합

성농약을 절감하면서 유기농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각종 농작물에 적합한 종합병해충방제에

neem 기반 바이오농약을 도입하거나 특이 활성성분이 높게

함유된 유전공학기법도 연구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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