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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acute skin and eye irritation of plant extracts (neem and

sophora) against rabbit. The result of skin irritation test indicated that neem extracts and sophora extracts

were not irritant. For eye irritation test, the result showed no irritation for neem extracts. Sophora extracts

have a severe eye irritation and the symptoms have been reduced to day 3. Thus, safety guidelines for

agricultural workers is considered to be needed when sophora extracts is used as an organic agricultur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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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

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가 커져 전체 농산물의 12%를 차지

함으로서 덩달아 유기농업자재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Korea Eco-friendly Agro-Materials Association, 2012). 현

재 우리나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 및 품질인증된 제품은

1,141종이 있으며 그 중 35%를 차지하는 작물병해충관리용

자재 중 님 및 고삼 추출물의 비율이 4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2). 님 추

출물은 섭식성 해충방제용 자재로서 멀구슬나무 씨앗에서

추출된 azadirachtin이 유효성분으로(Mordue 등, 1998) 해충

의 생육과 성장에 영향을 준다. azadirachtin의 일일섭취허용

량(Acceptable Daily Intake)은 0.1 mg/kg/day이며 급성경구

독성(LD50> 5000 mg/kg), 급성경피독성(LD50> 2000 mg/kg),

급성흡입독성(LC50> 0.72 mg/l), 안점막자극성(자극성 경도),

피부자극성(자극성 없음) 등의 독성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EFSA, 2011). 고삼의 뿌리에는 alkaloid류인 matrine,

oxymatrine, sophoranol, anagyrine 등과 flavonoid류의

xanthohumol, isoanhydroicarin 등이 함유되어 있고 줄기와

잎에는 luteoline-7-glucoside 등이 함유되어 있다(Lee 등,

2010). 그 중 matrine은 고삼 추출물의 대표 유효성분으로

해충에 대한 섭식저해작용과 독성작용을 한다(Mao and

Gregg, 2007). 농가에서는 병해충의 방제효율을 높이고자

2-3가지 이상의 농자재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서 약해 및

약효저하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과도한 피부 노

출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한다(Lee

등, 2001). 식물추출물이 주성분인 유기농업자재의 경우 막

연히 안전하다는 생각에 더욱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사용에 따른 농작업자의 건강의 우려되므로 독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로 많이 사

용되고 있는 원료 중 대표적으로 님 추출물과 고삼 추출물

의 토끼 피부에 대한 홍반, 가피 및 부종정도를 판정하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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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극성시험과 토끼 눈의 홍채, 각막, 결막의 임상증상을

판정하는 안점막자극성시험을 실시하여 작업자의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실험방법

시험물질

본 시험에서는 님 추출물 2종(미얀마산, 주성분 1.84%,

인도산, 주성분 0.75%), 고삼 추출물 1종(중국산, 주성분

0.26%)을 시험물질로 사용하였으며, ㈜그린포커스와 ㈜고려

바이오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모든 시험은 ‘국립농업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지침(훈령제66호)에 따라 수행하였다(승인번호: NAAS1304).

피부자극성 및 안점막자극성 시험에 체중 2.0~2.5 kg의

New Zealand White Rabbit(코아텍, 경기)를 각 시험 당 3마

리 씩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은 1주일간의 검역 및 순화를

거친 뒤 건강한 개체를 선발하였다. 

사육환경

온도 23 ± 3oC, 상대습도 50 ± 10%, 환기횟수 13-18/h, 조

명시간 12시간(오전 6시-오후 6시) 및 조도 200-300 Lux로

설정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동물사

육실’에서 사육하였다. 시험기간 중 사료는 실험동물용 고형

사료(코아텍, 경기)를, 음용수는 수돗물을 자유급식 시켰다.

피부자극성시험

피부자극성시험은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 중 별표 12 인축독성 시험기준과 방법(Rural Develop-

ment Administration, 2012)으로 수행하였다. 시험물질 처리

24시간 전 토끼 등 부위의 털을 15 × 15 cm 넓이로 피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깎았다. 시험 당일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

약 2 cm 떨어진 부위에 사각형으로 표시하였고 오른쪽에는

시험물질 0.5 ml, 왼쪽에는 증류수 0.5 ml를 도포하여 거즈

로 덮고 비자극성 테이프로 고정시켰다. 4시간의 노출시간

종료 후 도포물을 제거하고 1시간, 24시간, 48시간, 72시간

후 홍반과 가피형성, 부종의 정도를 농촌진흥청 ‘인축독성

시험기준과 방법’의 피부반응의 평가에 따라 관찰하여 피부

1차 자극지수(Primary irritation index, P.I.I)를 산출하였고,

농촌진흥청 ‘농약의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의 피부

1차 자극표(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2)에 따

라 시험물질의 피부 자극정도를 분류하였다(Table 1).

안점막자극성시험

안점막자극성시험은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중 별표 12 인축독성 시험기준과 방법(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2)으로 수행하였다. 시험

개시 24시간 전에 양쪽 눈에 이상이 없는 개체를 선별하여

시험 당일 토끼 오른쪽 눈 하안검에 시험물질 0.1 ml 처리하

고 무 처리한 왼쪽 눈은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시험물질

처리 1시간, 24시간, 48시간, 72시간 후에 홍채, 각막, 결막

의 임상증상을 관찰하여 농촌진흥청 ‘인축독성 시험기준과

방법’ 안반응의 평가표에 따라 급성 안점막 자극지수(Acute

ocular irritation index, A. O. I.)를 산출하였고, 농촌진흥청

‘농약의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의 안점막자극표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2)에 따라 실험물

질의 안점막 자극정도를 분류하였다(Table 1).

결과 및 고찰

피부자극성

님과 고삼 추출물 등 시험약제 3가지에 대하여 홍반, 가

피 및 부종을 기준으로 피부자극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2

Table 1. Irritation index of Skin and Eye

Classification
Irritation index of skin

(P.I.I.)
Irritaton index of eye

(A.O.I.)

Non ≤ 1.0 ≤ 10

Slightly 1.1~2.0 10.1~30.0

Moderately 2.1~5.0 30.1~60.0

Severely ≥ 5.1 ≥ 60.1

Table 2. Results of skin reaction of Neem extract(Myanmar), Neem extract(India) and Sophora extract(China)

Test materials na)

Erythema & Escher Edaema

Total
score

P.I.I.b)Time (h) Time (h)

24 48 72 24 48 72

Neem extract (Myanmar) 3 0 0 0 0 0 0 0 0

Neem extract (India) 3 0 0 0 0 0 0 0 0

Sophora extract (China) 3 0 0 0 0 0 0 0 0

a) n : Number of animals
b) P.I.I. (Primary irritation index) = Total scor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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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았다. 님 추출물(미얀마산), 님 추출물(인도산) 및 고삼

추출물(중국산) 모두 관찰기간 동안 홍반, 가피, 부종이 관

찰되지 않았고 체중은 각각 11.6%, 11.5%, 10.9% 증가하였

으며 급작스런 체중변화 및 기타 이상증상은 관찰되지 않았

다. 피부자극 1차 지수(P.I.I.)는 ‘0’으로 시험물질 3가지 모

두 피부자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안점막자극성

시험물질 3가지에 대하여 안점막자극성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님 추출물(미얀마산)은 노출 1시간 후부터 결막에 발적이

관찰되었으나 노출 48시간째부터 회복되었고 기타 각막이나

홍채는 이상이 없었다. 관찰기간동안 체중은 8.9% 증가하였

으며 급작스런 체중변화 및 기타 이상증상은 관찰되지 않았

다. 급성안점막자극지수는 2.67로 안점막자극성은 없었다.

님 추출물(인도산)은 노출 후 관찰기간 동안 각막, 홍채

및 결막에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체중은 7.6% 증가하였

으며 급작스런 체중변화 및 기타 이상증상은 관찰되지 않았

다. 급성안점막자극지수는 0으로 안점막자극성은 없었다. 

고삼 추출물(중국산)은 노출 후 1시간째부터 각막 혼탁,

결막 발적 등의 증상과 눈을 뜨기 힘든 상태였고, 노출 24시

간째에는 심한 각막 혼탁 증상과 홍채의 반응이 약하고 결

막이 충혈, 심하게 부풀며 많은 양의 배출물을 분비하는 등

극심한 독성증상이 관찰되었다. 각막, 홍채, 결막의 독성 증

상은 노출 72시간째부터 회복되었으며 노출 8일차인 192시

간째에는 M.O.I.가 6으로 거의 정상적인 상태로 호전되었다.

관찰기간동안 체중은 8.3% 증가하였으며 급작스런 체중변

화 및 기타 이상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급성안점막자극지

수는 80.67로 안점막자극성은 강도로 분류되었고, 가역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시험결과 님 추출물(미얀마산)의 급성안점막자극지수

는 2.67, 님 추출물(인도산)의 급성안점막자극지수는 0으로

안점막에 대한 자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고, 고삼 추출

물(중국산)의 급성안점막자극지수는 80.67로 강도의 자극성

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로 지정된 식물추출

물 중 님 추출물과 고삼추출물 원제의 독성 평가를 위해 피

부자극성과 안점막자극성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원

산지가 다른 님 추출물 2종은 모두 피부자극성과 안점막자

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고삼 추출물은 피부자극성

은 없었고 안점막자극성이 강도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자극이 경감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제충국, 고삼

및 님 추출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약제 2종의 자극성 시

험결과 피부자극성은 경도 및 중도, 안점막자극성은 무자극

성으로 평가(Kang, 2012)한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원제

의 원산지 및 추출법에 따라 독성반응이 달라질 수 있고 ,

단일 원제에 대한 안점막자극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 고삼

추출물은 유기농업자재로 사용할 때 농작업자에 대한 표시

문구 및 그림문자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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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화학물질안전과, 1농자재평가과

요 약 본 연구는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로 지정된 식물추출물 중 님 추출물(미얀마산, 인도산)과

고삼추출물(중국산)의 독성 평가를 위해 피부자극성과 안점막자극성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원산지가 다른 님

추출물 2종은 모두 피부자극성과 안점막자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고삼 추출물은 피부자극성은 없었고 안점

막자극성이 강도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극이 경감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안점막자극성이 강

한 것으로 평가된 고삼 추출물을 유기농업자재로 사용할 때 농작업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색인어 식물추출물, 피부 및 안점막자극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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