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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oluble loess-sulfur mixture allowed standing to remove insoluble component materials for

five weeks after manufacturing. We decreased the pH level of soluble loess-sulfur mixture at pH 1.0 modified

with decreasing 25% sodium hydroxide than original content. The pH ranges of soluble loess-sulfur mixture

solutions were adjusted to pH 5.0-pH 11.0 (pH 1 unit) with brown rice vinegar (pH 2.8). The pH of original

loess-sulfur mixture was about pH 13 and damaged the foliar parts and young leaves of tomato after twice

application. These stock solutions can be diluted 500:1 with tap water to make a 0.05% working solution and

were sprayed two times with 7 days interval to the leaf and stem of tomato, which were spontaneously

infected with E. cichoracearum. Control efficacy of powdery mildew ranged from 85% to 90% at 7 days

after first application. After second application, each loess-sulfur mixture solutions adjusted pH level

significantly suppressed the powdery mildew disease in tomato. Consequently, loess-sulfur complex adjusted

pH level with brown rice vinegar was suggested to be low in acute toxicity at all different pH values and

suggested to use an agent for control of tomato powdery mildew in organic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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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최근 5년 동안(2000~2011년)에는 친환경 농

산물과 가공식품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매년 12%

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Hwang, 2009). 또한 2011년

기준 친환경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수는 연평균

46.3%, 재배면적은 49.7%, 출하량은 43.1% 씩 증가하였다

(Kim et al., 2012). 그러나 유기농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병해충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

으며 유기농 병해충 관리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유기농자

재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Han, 2012). 

유황은 인류가 작물로부터 발생하는 병해충을 방제하고자

사용한 천연물질 중의 하나이다. 유럽의 고서에 의하면BC

9세기경, 호메로스(Homer)는 유황은 해충이 기피하는 물질

이라고 서술하고 있다(Agrios, 2005; Tweedy, 1981). 살균제

로서 유황은 1800년대 프랑스에서 포도 흰가루병으로 인하

여 포도주 생산량의 80%까지 감소하면서 포도 흰가루병을

방제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Tabatabai,

1986) 1845년 미국으로 전해져 포도과원에 포도의 흰가루

병 뿐만 아니라 응애에도 방제효과가 있어 광범위하게 사용

되게 되었다(Buchanan and Amos, 1992; Emmett et al.,

1992). 미국농업통계청(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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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고에 의하면 2001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포도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사용한 유황은 약 1억 7천 6백만 kg으로 다

른 과일과 채소 작물에 적용된 양의 다섯 배에 달하는 것으

로 보도하였다(NASS, 2002, 2003). 또한 유황화합물들이

가축사료의 첨가로 사용되기도 한다(Bouchard and Conrad,

1973).

순수한 유황은 매우 안정하여 물에 녹지 않은 결정성 황

색 고체이다. 인체에 직접적으로 투여될 경우 독성이 강하

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Coghlin 1944;

Kandylis, 1984; Kim et al., 2008). 이러한 독성을 가졌음에

도 불구하고 유황은 유기농자재로서 미국, 유럽, 우리나라

등지에서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Ahn, 2010; EPA, 1991;

OMRI 2012). 그리고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유기농 병해충 방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유기농

자재의 원료로 허용되어 있으며, 유황을 함유하고 있는 제

품이 판매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분말유황을 토양에 직접 시비하였을 때 과채

류와 마늘의 품질이 증진되거나 병 방제 효과가 있다는 연

구가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1993; Kim et al., 2011). 친

환경 유기농자재로서 공시되어 있는 황토유황합제의 급성경

구독성시험은 결과 LD50이 2,000 mg/kg bw 이상이었으며,

급성경피독성은 4,000 mg/kg bw 이상인 저자극성으로 분류

되었다. 또한 피부 및 안점막자극성 시험 결과에서도 모두

저자극성으로 분류되어 친환경 유기농자재로 사용하는데 적

합한 것으로 보고하였다(Paik et al., 2012).

재료 및 방법 

시험물질

본 시험에서 황토유황합제를 자가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순도 98% 가성소다(NaOH, (주)영진화학), 유황분말((주)미

원화학), 황토분말(참솔황토), 카리장석((주) 가딘), 천일염,

칼슘분말(㈜솔그린) 등은 시중에서 시약을 공급하는 업체로

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개선황토유황합제 제조

본 시험에서 사용한 개선황토유황합제는 기존에 농가에서

자가 제조하여 사용하던 황토유황합제의 제조법을 변형하여

제조하였다. 100 L 용량의 내열성 고무재질 용기에 가성소

다(NaOH) 15 kg을 먼저 넣고 유황 덩어리를 잘 부셔서 가

루형태로 만든 유황분말 25 kg을 넣어 골고루 섞어 주었다.

여기에 천일염 1.5 kg, 황토분말 500 g, 카리장석 500 g을 각

각 넣어 다시 한번 전체 내용물이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혼합하였다. 미리 준비한 100 L의 물 중에서 30 L의 물을

먼저 통에 조심스럽게 부어주면 가성소다에 의한 발열반응

으로 107oC 이상 끓어오르는 현상이 3회 이상 반복되도록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발열반응을 유지 하였다. 발열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전체 용량이 100 L가 되도록 나머

지 물을 첨가한 후 5주간 서늘한 곳에 보관한 후 실험에 사

용하였다(Table 1).

개선황토유황합제의 pH변화 조사

기존의 농가에서 자가제조하여 사용하던 황토유황합제와

개선된 방법에 의해서 제조한 개선황토유황합제를 동시에

제조한 후 서늘한 곳에 저장하면서 pH 측정기를 이용하여

pH 변화를 1주간격으로 5주간 조사하였다. 

현미식초를 이용한 황토유황합제의 pH조정

황토유황합제를 식물에 살포하였을 때 나타나는 약해 발

생을 개선하고자 자가제조한지 5주가 지난 개선황토유황합

제를 물에 500배로 희석한 후, 현미식초(pH 2.75) 원액을

일정량씩 첨가하여 pH 5부터 pH 11까지 pH별로 500배 개

선황토유황합제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생물검정

황토유황합제의 약해와 흰가루병 방제효과를 검정하기 위

하여 식물은 토마토(슈퍼도태랑, ㈜코레곤)를 대상으로 자가

제조한 황토유황합제 500배(유황 함량 0.05%) 희석액의 처

리에 따른 약해 발생 정도와 흰가루병 방제효과를 조사하였

다. 먼저 토마토 종자를 원예용 상토(바로커상토, ㈜서울바

이오)가 담긴 72공 육묘상자에 파종하여 4엽기까지 육묘한

후, 2 L 용량의 화분에 옮겨 심은 후 시설하우스에서 야간-

주간 온도를 15-25oC로 유지하면서5월준수부터 6월 하순까

지 45일간 재배하였다. 약해 검정은 꽃이 개화되기 전 500

배 황토유황합제를 pH 별로 희석하여 고압분사기로 분무하

여 식물체 전체에 고루 묻게 처리한 후 실온에서 30분간 풍

건한 후 온실에 두면서 약해 정도를 조사하였다. pH 별로

제조한 500배 황토유황합제를 토마토 한 주당 평균 20% 정

Table 1. Comparison of the content of the ingredients and final
pH of conventional and modified method for manufacturing
loess-sulfur complex

Component
Conventional 

method
Modified 
method

Sulfur powder 25 kg 25 kg

Sodium Hydroxide 20 kg 15 kg

Loess 0.5 kg 0.5 kg

Sun-dried salt 1.5 kg 1.5 kg

Phyllite 0.5 kg -

Egg Shell Calcium 0.5 kg -

Potash feldspar - 0.5 kg

Distilled water 100 L 100 L

Concentration and pH 25%, pH 12.7 25%. pH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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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흰가루병이 발생하였을 때 처리하고, 처리한 식물체는

흰가루병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계속 재배

하였다. 황토유황합제를 처리하고 온실에서 21일 간 관리한

후 흰가루병 발생 정도를 조사하여 방제효과를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개선황토유황합제조

본 시험에서 제조한 개선황토유황합제는 기존에 농가에서

사용하던 황토유황합제의 제조방법 중 가성소다(NaOH)의

양을 20 kg에서 15 kg으로 25% 줄이고 기존에 첨가되었던

재료 중에서 천매암과 난각칼슘을 제외하고 카리장석(0.5

kg/100 L)을 추가하였다. 첨가한 물의 양을 조절하여 107oC

이상으로 발열반응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진한 주황색

의 액상 유황이 만들어졌다(Table 1, Fig. 2). 개선황토유황

합제 제조 후 1주일 간격으로 pH 변화를 조사하였더니 4주

까지 기존의 황토유황합제와 pH 변화에 큰 차이가 없었으

나 5주 후, 기존의 황토유황합제는 pH 12.7인데 비해 개선

황토유황합제는 pH 11.7로 저하되었다(Table 2).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에서 강산 또는 강

알카리성 제품 (pH 2 이하 또는 pH 1.5 이상)은 피부자극

및 안점막자극성시험이 제외되어 제품으로 공시 및 품질인

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OECD, 1992; 농촌진흥

청 고시 2012-13호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또한 국내에서 친환경 유기농 재배 농가에서 사용하던 기

존의 석회유황합제와 황토유황합제는 벼, 과수 등에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어 널리 알려져 있으나, pH가 13 정도로

매우 강한 염기성이라 2,000배로 물에 희석하여도 pH의 변

화가 없어 작물에 약해를 일으켜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제

기되어 왔다(Kim et al., 2008; Kim et al., 2013; Paik et al.,

2012). 

현미식초를 이용한 개선황토유황합제의 pH 안정화

개선황토유황합제는 기존의 황토유황합제에 비해 가성소

다의 양이 25% 줄었으나 여전히 pH가 11.7로 토마토에

1000배로 희석하여 사용할 경우 45일 지난 토마토의 어린

잎과 꽃눈에 약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본 시험

에서는 이러한 황토유황합제의 pH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친

환경유기농자재로 허용되어 있는 현미식초(pH 2.57)의 첨가

양을 조절하여 황토유황합제의 pH를 pH 7부터 pH 11까지

조정하였다(Tabl 3, Fig. 2). 개선황토유황합제의 pH가 낮아

짐에 따라 용액의 색깔이 진한 주황색에서 흰색으로 점차

변하였다(Fig. 2).

Fig. 1. Observation of phytotoxicity of tomato plant treated
with 0.2% conventional (A) and modified (B) manufacturing
loess-sulfur complex. The pH of modified loess-sulfur complex
was changed with 1.5 ml/L brown rice vinegar.

Table 2. Changes of pH level of loess-sulfur complex
manufactured by conventional and modified method for five
weeks after manufacturing

pH of loess-sulfur complex

1 wk1) 2 wk 3 wk 4 wk 5 wk

Conventional method2) 9.05 9.05 9.10 10.4 12.7

Modified method3) 9.01 9.04 9.07 10.0 11.7

1) wk.: week after treatment
2) Conventional loess-sulfur complex included 20 kg sodium
hydroxide.
3) Modified loess-sulfur complex included 15 kg sodium
hydroxide.

Table 3. Adjustment of pH level of 0.05% loess-sulfur complex
(v/v) mixed with brown rice vinegar

0.05 % (v/v) modified loess-sulfur complex

pH
25 % loess-sulfur 

complex
Tap water

Brown rice 
vinegar

11.0 0.2 98.6 1.2

10.0 0.2 95.3 4.5

9.5 0.2 94.8 5.0

9.0 0.2 82.3 17.5

8.5 0.2 71.3 28.5

8.0 0.2 65.3 34.5

7.5 0.2 58.3 41.5

7.0 0.2 46.3 53.5

The pH of brown rice vinegar is pH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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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H 5부터 pH 11까지 교정된 황토유황합제를 0.05%

(500배) 파종 후 45일 지난 토마토에 살포한 후 21일 동안

신초나 꽃잎에 발생하는 약해를 조사한 결과, 신초는 심하

게 괴사하였고 꽃잎도 괴사하여 낙화되는 약해증상이 pH

11에서만 발생하였고 pH 10.0 이하에서는 토마토의 신초나

꽃잎에 전혀 약해가 발생하지 않았다(Table 4, Fig. 2). 또한

pH 교정에 사용한 현미식초 원액(pH 2.57)을 동일한 방법

으로 살포하였으나 토마토의 신초나 꽃잎에 약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황토유황합제와 유사한 석회유황합제는 유럽의 유기농

사과재배 농가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사과흑성병(Venturia

inaequalis)과 응애 방제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기농자재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도 식물병

및 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농자재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Daniel et al., 2001; Trapman and Drechsler, 2000). 

그런데, 본 연구결과에서와 유사한 약해 증상으로 인하여

약효는 우수하나 약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가에 사용상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땅콩에 발생하는 잎반점병을 방제하기

위하여 처리하였을 때 방제효과는 우수하나 무처리에 비해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유황 또는 유황혼합제를 사용하였을

때 약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Cantonwine et al.,

2008), 캘리포니아에서는 유기농 재배 농가들의 유황 사용

양을 제한하고 있는데 일년에 유기농 포도(Weber et al.,

2005)는 일곱 번, 유기농 딸기(Bolda et al., 2003)는 아흡 번

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현미식초를 이용하여 황

토유황합제의 pH를 10 이하로 조정하여 사용한다면 약효를

유지하고 약해를 개선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

다. 또한 동일하게 개선된 황토유황합제에 대한 친환경자재

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Paik et al. (2012)의 연구결과에 의하

면 pH교정황토유황합제에 대한 pH 9에서 pH 10까지 범위

에서는 네 종류의 독성(급성경구독성, 급성경피독성, 피부

및 안점막자극성)에 대한 평가결과 독성이 낮고 저자극성으

로 직접적으로 시험동물의 피부 및 안구에 접촉하여도 어떠

한 자극이나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친환경 유기농

자재로서의 공시 및 품질인증을 위한 요건에 부합되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pH교정 황토유황합제의 토마토 흰가루병 방제효과

현미식초를 이용한 황토유황합제의 약해 경감 효과를 확

인하고 황토유황합제의 pH 변화에 따른 토마토 흰가루병

방제효과에 대하여 파종 후 40일 된 토마토에 자연적으로

흰가루병이 평균 20% 정도 발생하였을 때 pH 5부터 pH 11

까지의 황토유황합제 500배(0.05%) 희석액을 7일 간격으로

살포하였더니, pH교정황토유황합제는 70.1% 이상의 토마

토 흰가루병 방제효과가 있었다. 무처리의 흰가루병은 처리

전에 발병엽면적율이 20%이었던 것이 실험시작 후, 42일째

에는 90%까지 지속적으로 진전되었다. 또한 pH교정황토유

황합 500배(0.05%) 희석액을 14일 간격으로 살포하여도 신

초나 꽃눈에 약해를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흰가루병이 감소

하였다(Table 5, Fig. 3). 

토마토는 대부분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지상부

에 발생하는 잎곰팡이, 잿빛곰팡이, 흰가루병 등의 발생이

Fig. 2. Color change of loess-sulfur complex adjusted pH level with brown rice vinegar (A) and control effect of powdery mildew of
tomato applied with the pH modified loess-sulfur complex (B).

Table 4. Control effects of tomato powdery mildew and
reducing phytotoxicity to tomato plant at 21 days after
treatment of 0.05 % (v/v) loess-sulfur complex modified with
added 1.5 ml/l brown rice vinegar

pH
Phytotoxicity1)

New shoot Petal

pH 5.0 - -

pH 6.0 - -

pH 7.0 - -

pH 8.0 - -

pH 9.0 - -

pH 10.0 - -

pH 11.0 ++ ++

Brown rice vinegar2) - -

1) Phytotoxicity level : -, no injury; +, week; ++, strong; +++, very
strong
2) The pH of brown rice vinegar is pH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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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문제가 되고 있다(Kim et al., 1998). 특히 흰가루병의

방제는 주로 합성농약에 의존하고 있고 지속적인 사용으로

내성균의 출현으로 방제효과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McGrath, 2001). 그런데, 기존에 보고된 연구결

과에 의하면 황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마늘오일은 항생제

내성균에 대해서도 실내에서 우수한 항균력을 보여주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Tsao and Yin, 2001). Gianessi and Reigner

(2005)의 보고에 의하면 유황은 실온에서 부드럽고 밝은 노

란색 고체로 가장 오래된 효과적인 살균제로 알려져 있으며

식물체에 투여하면 필름형태로 식물체 표면에 존재하고 식

물체로부터 수증기를 방출하게 한다. 또한 흰가루병원균은

균체로부터 수소(H)를 생성하는데 이것이 유황과 반응하면

곰팡이에 독성이 있는 황화수소(H2S)가스를 형성하여 흰가

루병을 방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이상의 결과를 미루어볼 때, 자가제조한 황토유황합제는

강염기성으로 pH교정 없이 토마토에 살포하면 신초나 꽃눈

에 약해를 발생하므로 500배 황토유황합제 희석액에 현미

식초를 일정량 첨가하여 토마토 흰가루병 방제에 이용하면

전혀 약해가 발생하지 않으며1회 살포만으로 14일 이상 약

효가 지속됨으로 황토유황합제의 약해를 줄이고 보다 경제

적이고 효과적인 친환경 유기농자재로 활용기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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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황토유황합제 제조 5주 후 녹지 않은 잔재물을 제외하고 수용성 황토유황합제만 준비하였다. 황토유황합제

제조시 가성소당를 원래 양보다 25% 감량하여 황토유황합제의 pH를 pH 1 낮추었다. 현미식초(pH 2.8)을 이용하여

황토유황합제의 pH 수준을 pH 5.0에서11.0까지 현미식초(pH 2.8)를 이용하여 pH를 1씩 조절하였다. 황토유황합제

원액의 pH는 13으로 토마토에 살포하였을 때 신초와 꽃눈에 약해를 주었다. pH가 조정된 0.05% 황토유황합제를 E.

cichoracearum에 의해 흰가루병이 발생한 토마토에 7일간격으로 2회 살포하였다. pH가 조정된 황토유황합제를 1회

살포하고 7일 후 토마토의 흰가루병이 70~95% 방제되었다. 두 번째 살포 후 토마토 흰가루병이 확연하게 방제되었

다. 결론적으로 pH를 조정한 황토유황합제는 토마토에 약해를 보이지 않으며, 유기농업에서 토마토 흰가루병 방제용

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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