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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 흰가루병 방제 효과가 우수한 계면활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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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lect antifungal surfactants, control efficacy of various nonionic and anionic surfactants on
cucumber powdery mildew was evaluated under greenhouse conditions. Among 14 surfactants,
pentaet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 (C12E5), mixture of heptaethylene glycol monodecyl ether
and heptaethylene monododecyl ether, and heptaethylene glycol mono-9-octadecenyl ether effec-
tively reduced the development of powdery mildew on cucumber plants. Among the surfactants,
C12E5 gave the best control efficacy on the disease and did not show phytotoxic response in cucum-
ber plants. Whereas, fenarimol at a recommended rate (31.3 mg/L) showed less control activity
than the surfactant (1,000 mg/L). In addition, mixtures of the surfactant and DBEDC, a protective
fungicide, showed high control efficacies against powdery mildews of cucumber and strawberry by
additive effect in greenhous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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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흰가루병은 장미, 사과, 오이, 딸기, 호박 및 감 등 다양한 작

물에서 발생하며, 기주 식물의 광합성을 억제하여 생산량 감소

와 상품의 질 저하로 큰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흰가루병을

방제하기 위하여 효과가 우수한 스테롤 생합성 저해제(sterol

biosynthesis inhibitor), strobilurin 계 호흡저해제 등 많은 살균

제가 개발되었으나 저항성의 발생으로 농민들은 방제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살균제 저항성 유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작용기작을 가지는 살균제를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SBI 살균제나 strobilurin 계 살균제와 다른

작용기작을 가지는 흰가루병 방제제가 요구되고 있다.

계면활성제는 유화제, 분산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미 농약

의 제조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성분으로 되어 있다[Valkenburg,

1998]. 이러한 계면활성제는 최근 약효 증진제로서 농약 제품

중에 첨가되거나 농약을 희석할 때 혼용되기도 한다. 계면활성

제가 스스로 잡초나 병해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방제 효과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나[Tomlinson, 1987; Stanghellini, 1996] 계

면활성제만으로 우수한 농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Clifford 등[1975]은 여러 가지 계면활성제가 각각 다

른 수준으로 사과 흰가루병에 방제 효과를 나타내는데, 시험한

계면활성제 중 Ethylan CP(polyoxyethylene alkylphenyl ether)

등이 방제 효과가 가장 좋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olyoxyethylene

oleyl ether와 polyoxyethylene cetyl ether 복합체가 장미의 흰

가루병에 대하여 방제 효과가 가장 우수한 방제효과를 나타낸

다는 보고도 있다[Evans 등, 1970].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산업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계면활성제 중에서 오이 흰가루병 방제에 효과적인 계면

활성제를 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흰가루병 방제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오이 흰가루병 방제 시험용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는 모두 지방족 알콜 혹은 지방산을 친유기로 가지면서 친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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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oxyethylene이 평균 ethylene oxide(EO) 중합도를 중심으로

보다 크거나 작은 몰수의 ethylene oxide 중합물로 이루어진

polydisperse surfactant이며, 제제용 용매로 사용한 propylene

glycol monomethyl ether(이하 ‘PGME’로 약함), N-methyl-2-

pyrrolidone(이하 ‘NMP’로 약함), Kocosol 200®(methyl-

naphthalene계 용매) 및 methanol 등과 함께 한농화성(군산, 한

국)으로부터 분양 받았다(Table 1).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동

경화성 제품(Tokyo, 일본)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대조 농약으

로서 훼나리몰 유제(상표명 훼나리, 동양화학공업(주)제품, 서

울, 한국)와 DBEDC 유제(dodecylbenzenesulfonate bisethylene-

diamine copper(II) complex salts, 상표명 산요루, ai 20%, 한

국삼공(주)제품, 서울, 한국)를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오이와 딸기의 재배. 오이 종자[백미백다다기, 동부한농종묘

(주) 제품, 서울, 한국]를 부농상토 5호[(주)부농 제품, 경주, 한

국]에 파종하여 1엽기까지 재배하였다. 유묘를 부농상토 5호가

담겨 있는 와그너 폿트(1/5,000 아아르용)에 1엽기 오이를 옮겨

심고 온실(온도 20-40oC, 자연광과 자연습도, 수돗물 분무 관수)

에서 6엽기까지 재배하면서 흰가루병을 자연 발병시켰다. 딸기

는 어린 러너를 화분(내경 105 mm, 높이 95 mm)에 심고, 과실

이 달린 채 흰가루병이 자연발병할 때까지 온실에서 재배하였

다. 식물은 화분에 심겨진 그대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오이와 딸기의 흰가루병 방제 효과 측정. 비이온성 혹은 음

이온성 계면활성제를 물에 희석하여 250, 500, 및 1,000 mg/L

의 계면활성제 수용액을 조제하였다. 또한 대조 농약으로서 훼

나리몰 유제를 물에 희석하여 관용 농도인 31.3 mg/L 용액을

조제하고 이를 다시 물로 희석하여 15.6 mg/L 및 7.8 mg/L의

분무용 용액을 조제하였다. 이미 1 내지 2엽에 흰가루병이 발

생하기 시작한 6엽기 오이에 손 분무기를 사용하여 계면활성제

수용액과 대조 농약 용액을 흘러내릴 정도로 분무하였다. 일주

일 간격으로 2회 살포하고, 최초 처리일로부터 14일 후에 병

발생 정도를 달관 조사한 다음 병 방제 효과를 식 (1)에 의해

서 산출하였다.

먼저 소수기의 종류가 각기 다른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와 음

이온성 계면활성제를 대상으로 오이 흰가루병 방제 효과가 우

수한 물질을 선발하는 1차 스크리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선

발된 계면활성제의 친수기 polyoxyethylene의 ethylene oxide 부

가몰수가 다른 물질을 대상으로 하여 오이 흰가루병 방제효과

를 측정함으로써 병방제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을 선발하는 2

차 스크리닝을 수행하였다.

딸기에 자연적으로 흰가루병이 발생하였을 때 DBEDC 유제

희석액에 penta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C12E5)를 첨

가하여 분무용 용액을 조제하고 잎에 약액이 흘러내릴 정도로

살포하였다.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살포하고 최초 약제 처리일

로부터 2주 후에 딸기 과실에 발생한 흰가루병을 조사하여 방

제가를 산출하였다.

방제가(%)=

(1−처리구의 병반면적율/무처리구의 병반면적율)×100 (1)

모든 실험은 5반복으로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평균값과 표준

오차로 표시하였다. SigmaPlot 2000(SPSS Inc., Chicago, IL)의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직선회귀식을 산

출하고 이 식으로부터 병을 50% 억제하는 약제의 농도(EC50)

를 산출하였다.

흰가루병 방제용 계면활성제의 제제화. 오이와 딸기의 흰가

루병 방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C12E5를 시료병에 5 g 달

아넣고 용매용 담체를 5 g 첨가하고 혼합하여 흰가루병 방제용

계면활성제 액상제제를 조제하였다. 또한 C12E5 5 g을 Tix-O-sil

34M[합성실리카 분말, (주)한불화학 제품, 수원, 한국] 4 g에 흡

착시키고 분쇄하여 다시 분말화하였다. 분산제로서 poly-

oxyethylene nonylphenyl sulfonate(이하 ‘PNS’로 약함) 5 g을

Tix-O-sil 34M 5 g에 흡착시키고 분쇄하여 분말화하였다. 이 계

면활성제 흡착 분말 9 g과 분산제 분말 1 g을 혼합하여 흰가루

병 방제용 계면활성제 수화제를 조제하였다. 수돗물에 계면활

성제 제제 1 g/L의 농도로 희석한 다음 상태를 눈으로 관찰하

Table 1. Materials tested by aqueous solution

Chemicals Code Mean molar EO content (m)

Primary alcohol ethoxylates   

Pentaethylene glycol monooctyl ether C8E5 5

Polyethylene glycol C10-12 alkyl ether C1012Em 5, 7

Poly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 C12Em 5, 10, 25

Heptaethylene glycol monotridecyl ether C13E7 7

Polyethylene glycol monohexadecyl ether C16E12 12

Polyethylene glycol monooctadecyl ether C18E10 10

Polyethylene glycol mono-9-octadecenyl ether C18=9Em 5, 7, 10, 20

Hexadecaethylene glycol caster oil COE17 17

Fatty acid ethoxylates   

Nonaethylene glycol monododecanoic ester C12AE9 9

Nonaethylene glycol monooctadecanoic ester C18AE9 9

Nonaethylene glycol mono-9-octadecenoic ester C18=9AE9 9

Nonaethylene glycol cocofatty acid ester CFAE9 9

Other surfactants   

Sodium dioctylsulfosuccinate SDSS  

Sodium dodecylbenzenesulfonate NaD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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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제의 이화학성을 측정하여 안정한 제제를 선발한 다음 상

온에서 실내에 보관하면서 제제 안정성을 관찰하였다.

결과 및 고찰

오이 흰가루병 방제용 계면활성제의 선발. 현재 여러 가지 목

적으로 산업적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계면활성제는 종류가 다

양하지만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작물에 대한 약해가 심한 것

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배재하고, 비이온성과 음이온성 계

면활성제 중에서 농약의 제제 혹은 세제 등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계면활성제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러한 계면활성제

는 Table 1과 같이 polyoxyethylene을 친수기로 가지면서 친유

기가 지방족 알콜 혹은 지방산, triacyl glycerol 등으로 이루어

진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주종을 이루었다.

경엽처리를 통한 약해시험에서 본 연구에 사용한 계면활성제

는 1 g/L 이하의 농도에서 오이에 약해를 유발하지 않거나 생

육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약해만을 유발하였다[Yu,

2009]. 특히 0.1 g/L 미만의 농도에서는 시험한 모든 계면활성

제가 전혀 약해를 유발하지 않았다. 반면에 딸기 잎은 계면활

성제에 따라 오이보다 약해 유발이 현저하여 보다 다양한 조건

에서 약해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데이터 미제시).

오이의 흰가루병 방제에는 많은 종류의 농약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예방효과와 치료효과가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훼나리몰 유제와 유기동제로 특히 딸기 흰가루

병 방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DBEDC를 각각 대

조약제와 계면활성제와의 혼합처리에 사용하였다.

계면활성제의 이화학적 성질은 친유기를 이루고 있는 지방족

알콜의 종류와 친수기를 이루고 있는 polyoxyethylene 사슬의

ethylene oxide의 부가몰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중간 정도

의 친수성을 보이는 계면활성제들은 선택하여 수용액을 조제하

고 오이 흰가루병에 대한 방제 효과를 측정하였다. 대부분의 계

면활성제가 온실에서 자연발병한 오이 흰가루병에 대하여 병방

제 효과를 보였으며, 그중 병 방제효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

으로 먼저 선발된 계면활성제는 Table 2와 같이 병을 50% 억

제하는 농도인 EC50를 산출할 수 있었던 heptaethylene glycol

C10-12 alkyl ether(C1012E7), penta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C12E5) 및 heptaethylene glycol mono-9-octadecenyl ether

(C18=9E7) 등이었다. 대조약제로 사용한 훼나리몰의 병 방제효과

는 추천 사용농도인 31.3 mg/L에서도 50%에 미치지 못한 반면

에 penta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는 이보다 우수하였다.

선발된 계면활성제와 친유기는 같지만 친수기의 ethylene

Table 2. Control activity of surfactants against cucumber powdery mildew

Surfactants
Control value (%)

250 mg/L 500 mg/L 1,000 mg/L EC50 (mg/L)a

Pentaethylene glycol monooctyl ether 11±3 11±2 16±1 >2,000

Heptaethylene glycol C10-12 alkyl ether 20±4 42±6 47±7 985

Penta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 30±2 54±4 64±3 611

Nonaethylene glycol monododecanoic ester 09±2 11±4 20±6 >2,000

Heptaethylene glycol monotridecyl ether 15±2 16±4 20±100 >2,000

Dodecaethylene glycol monohexadecyl ether 18±3 22±1 28±140 >2,000

Decaethylene glycol monooctadecyl ether 10±1 16±6 12±4 >2,000

Nonaethylene glycol monooctadecanoic ester 02±3 11±3 09±2 >2,000

Heptaethylene glycol mono-9-octadecenyl ether 13±2 20±2 39±6 1,304

Nonaethylene glycol mono-9-octadecenoic ester 10±2 24±4 24±3 >2,000

Heptadecaethylene glycol caster oil 0 15±9 02±3 >2,000

Nonaethylene glycol cocofatty acid ester 02±2 6±1 11±1 >2,000

Sodium dioctylsulfosuccinate 19±2 22±8 28±1 >2,000

Sodium dodecylbenzene sulfonate 05±7 19±7 030±11 1,591

7.8 mg/L 15.6 mg/L 31.3 mg/L EC50 (mg/L)b

Fenarimol EC 31±2 46±3 47±4 32.1

aEC50: median effective concentration
bTherapeutic activities of Fenarimol EC at 7.8, 15.6, and 31.25 mg/L, respectively

Fig. 1. Effect of the length of polyoxyethylene chain of nonionic

surfactants on the their fungicidal activity against cucumber

powdery mildew. The AI concentration of aqueous fenarimol spray
solutions were 7.8, 15.6 and 31.3 mg/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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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e 부가몰수가 다른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2차 스

크리닝에서 pentaethylene glycol C10-12 alkyl ether(C1012E5)와

penta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C12E5)는 유사하게 우

수한 방제효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polyoxyethylene mono-9-

octadecenyl ether(C18=9Em)는 모두 방제가가 약간 낮게 나타났다.

대조약제인 훼나리몰 유제의 방제효과는 1차 스크리닝에서와

같이 50% 이하로 시험한 농도에서 계면활성제의 효과에 미치

지 못하였다(Fig. 1).

Pentaethylene glycol C10-12 alkyl ether(C1012E5)는 decanol

과 dodecanol의 혼합물을 원료로 제조된 것이므로 penta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C12E5)와 여러 가지 성질이 매우 유

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이 흰가루병 방제에 가장 효과

적인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 penta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C12E5)를 최종 선발할 수 있었다.

흰가루병 방제용 계면활성제와 DBEDC의 혼합처리.

Penta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C12E5)는 두 번의 온실

스크리닝 시험에서 훼나리몰 유제보다 약간 더 우수한 방제효

과를 나타내었지만 그 방제가가 70%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고농도의 계면활성제는 작물의 재배환경에 따라 약해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으므로 보다 낮은 농도에서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DBEDC는 오이 흰가루병의

방제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특히 예방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예방효과보다 치료효과가 우세한 것으로 추정

되는 penta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C12E5)와 혼합처

리할 때 우수한 방제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Penta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C12E5) 혹은 DBEDC를

각각 살포하였을 때는 오이 흰가루병 방제 효과가 24%와 45%

에 불과하였다(Table 3). 이렇게 방제효과가 낮게 나타난 것은

약제 살포 직전 병 발생이 과도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하

지만 두 약제를 혼합처리하였을 때에는 흰가루병 방제 효과가

보다 안정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종합적인 방제가는 대체로

서로 상가적이었다. 이로써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C12E5는 병 발

생이 과도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처리하여도 오이 흰가루병

에 대한 방제효과가 기존의 농약과 비교해 떨어지지 않으며, 다

른 약제와 혼합처리할 경우 방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었다.

딸기의 잎과 과실에 자연발병한 흰가루병에 대하여 추천사용

농도인 400 mg/mL로 처리한 DBEDC 처리구와 1,000 mg/mL의

농도로 처리한 C12E5 처리구의 방제가는 60% 내외로 거의 대

등하게 나타났다(Table 4). 그러나 DBEDC 100 mg/mL과

C12E5 500 mg/mL를 혼합처리하였을 때 가장 방제가가 높게 나

타나서 합제로서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였다.

흰가루병 방제용 약제로써 penta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의 제제화. Penta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

(C12E5)는 임계미셀농도가 0.1% 미만이므로 고농도에서는 물에

혼화되지 않고 액상이 분리되지만, propylene glycol monomethyl

ether(PGME)와 같은 수혼화성 용매나 Kocosol 200과 같은 극

성용매와는 잘 혼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용

매에 녹여 50% 농도의 단순한 제제를 조제하고, 상온에 보관

하면서 제제의 물리적 안정성과 희석액의 상태를 관찰하였다.

또한 흡유가가 높은 합성실리카 분말에 흡수시키고 분산제를

소량 첨가함으로써 분말제제로의 제제화를 시도하였다.

PGME, N-methyl-2-pyrrolidone 및 methanol에 각각 녹여 만

든 50% 제제는 오래 동안 용해된 상태를 유지하였지만 서서히

액상이 분리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5). 하지만 흔들어 주었

을 때 쉽게 혼화됨으로써 희석 사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극성용매인 Kocosol 200에 녹인 제제는 유화 상태

Table 3. Control efficacy of mixtures of aqueous penta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 and DBEDC on cucumber powdery mildew in

greenhouse trial

C12E5

(mg/L)

DBEDC (mg/L)

0 25 50 100 200 400

0 a0a 0 19±3 27±2 40±3 45±3

125 0 14±9 39±2 40±2 44±3 52±9

250 14±12 023±13 039±11 45±3 54±3 68±3

500 28±50 37±8 39±7 53±4 60±3 61±6

1000 24±80 033±13 35±9 46±4 61±3 71±3

aControl value (%)

Table 4. Control of strawberry powdery mildew by aqueous

penta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 formulations containing

DBEDC

Treatment Application (mg/L) Control value (%)

DBEDC 400 65±4

C12E5 1,000 59±2

DBEDC+C12E5 100+500 71±5

Table 5. Test formulations of penta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

Component
Composition for C12E5 formulation (%)

LQ 1 LQ 2 LQ 3 LQ 4 WP 1

C12E5 50 50 50 50 50

Dispersant - - - -
5

(PNS)

Carrier
50

(Kocosol 200)
50

(PGME)
50

(NMP)
50

(Methanol)
45

(Tix-O-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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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다가 서서히 액상이 분리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역시

희석 사용에는 지장이 없었다. 합성실리카에 흡수시켜 분말화

한 제제는 물에 희석할 때 분산성이 좋지 않았지만, 가벼운 교

반으로 균일한 희석액을 얻을 수 있었다. 이상의 제제 실험에

서 penta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의 제제에는 용제로

써 PGME 혹은 Kocosol 200이 적합하며 제제의 물리적 안정

성 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오이 흰가루병 방제 실험에서 병 발생이 과도한 오이에 대

하여 penta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 등의 계면활성제

가 나타내는 치료 효과는 매우 우수하지만 그후 발생하는 병에

대한 예방 효과 혹은 약효 지속성은 크지 않았다(데이터 미제

시). 이러한 현상은 계면활성제의 잎표면 잔류량과 깊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penta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와 같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식물잎 표면에서 내부로

신속하게 침투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Stevens 등, 1987;

Stock 등, 1992] 잔효성에 의한 병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흰가루병에 대한 비이온성 계면활

성제의 방제 효과는 병균의 포자 혹은 균사체 표면에서 내부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초래되는 생체막 구조의 변형 혹은 기능의

교란 등에 기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계면활성제의 작

용기작에 접근하는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여러 가지

식물병에 대해 방제효과가 우수한 각종 계면활성제 제제의 개

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현재 산업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계면활성

제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와 음이온성 계

면활성제 수용액을 온실 내에서 자연적으로 흰가루병 발생을

유도한 성체 오이에 분무 살포한 후 병 방제효과를 측정함으로

써 약해 유발이 없으면서 병 방제 효과가 우수한 계면활성제를

선발하였다. 이 계면활성제 수용액을 DBEDC 희석액과 혼합처

리하여 흰가루병에 대한 방제력의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합제

개발의 가능성을 시험하였다. 시험한 20종의 계면활성제 중에

서 pentaet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 pentaethylene

glycol monodecyl ether와 pentaethylene monododecyl ether의

혼합물 및 pentaethylene glycol mono-9-octadecenyl ether 등이

약해를 거의 유발하지 않으면서 흰가루병에 대한 높은 방제 효

과를 보였는데, 그 효과는 fenarimol 유제보다 우수하거나 대등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penta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는 예방효과가 우수한 DBEDC와 혼합처리 하였을 때 서

로 상가적으로 작용하여 현저하게 높은 방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Key words: 방제효과, 오이 흰가루병, DBEDC,

penta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 계면활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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