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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insecticidal

effects of the Anethum graveolens and the Artemisia vulgaris oils

against Sitophilus zeamais and Sitotroga cerealella, respectively,

in granary. Insecticidal effects of the A. graveolens oil showed

100 % mortality against S. zeamais for 5 days. In the case of S.

cerealella, the A. vulgaris oil showed 100 % mortality for 2 h.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A. graveolens and A. vulgaris oils

have potential for development as insecticidal to control S.

zeamais and S. cerealella,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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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산 쌀의 연속된 풍작으로 공급과잉과 재고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쌀 소비는 식생활의 변화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쌀은 정부양곡창고에 보관되어서 좋은 품질의 쌀이라고

할지라도 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게 되면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

다. 저장된 곡식의 피해를 입히는 저곡해충은 곡식의 집적된 공

간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소수의 개체 침입으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므로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실하고 안

전한 방제가 필요하다. 저장곡식에 피해를 끼치는 저곡해충은

어리쌀바구미, 쌀바구미, 보리나방 및 화랑곡나방 등이 있으며

이들 중 어리쌀바구미와 보리나방은 저장곡식을 가해하며 질적

/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Shazali 1987; Lee 등, 2011). 딱정

벌레목(Coleoptera)에 속하는 어리쌀바구미(Sitophilus zeamais)는

먹이가 풍부한 창고에서 이동하지 않고 증식하므로 쌀눈 부위

에 구멍을 내고, 알을 낳은 후 그 속에서 부화한 유충과 성충

이 쌀을 갉아먹어 저장곡식의 질과 양을 손상시키고, 영양소 가

치의 감소, 화학적 구성변화 및 오염과 알레르기 등을 유발시

킨다(Cho 등, 2011). 또한 나비목(Lepidoptera)에 속하는 보리나

방(Sitotroga cerealella)은 밀, 보리 및 옥수수를 섭취하고 곡물

안에서 서식하여 수확 전·후 곡물의 손실을 야기한다(Ahmed

과 Raza 2010).

저곡해충의 방제는 밀폐된 창고에 훈증제를 처리하거나 접촉

독성이 강한 살충제를 처리하여 방제를 하고 있다(El-aziz 2011).

그러나 저곡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적 방제제는 해

충의 약제 저항성 및 인간의 체내축적으로 경제적/생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화학적 방제제의 등록 및 적용을

규제하고 있다(White과 Leesch 1995).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

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인축 독성이 적고 친환경적인 식

물체로부터 저곡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활성물질을 탐색하는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Isman 2000). 식물체 정유는 다양한 해충

종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살란, 살충, 기피 활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으며(Desmarchelier 1994), 살충제 저항성을 낮추는 효

Hoi-Seon Lee (�)
E-mail: hoiseon@jbnu.ac.kr

1Department of Bioenvironmental Chemistry,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54896, Republic of
Korea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http://orcid.org/0000-0003-1776-3373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3839/jabc.2017.001&domain=pdf&date_stamp=2017-03-31


2 J Appl Biol Chem (2017) 60(1), 1−3

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Lind-quist 등, 1990). 이와 같이 식물

체에서 정유를 이용하여 저곡해충을 방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정부양곡창고내의 저곡해충에 대한 실증실험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어리쌀바구미와 보리나방의 살

충활성을 실험한 이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식물체에서 추출한

정유의 살충활성을 검정하기 위해 정부양곡창고에서 실증실험

을 진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물체 정유 추출

본 연구에 이용된 딜(Anethum graveolens)과 머그워트(Artemisia

vulgaris)는 전라북도 전주 소재 약재상에서 구입하여 본 실험

에 사용하였다. 구입한 딜과 머그워트는 세척 후 음지에서 건

조시킨 후에 마쇄기로 분쇄하여 가루 형태로 만들었다. 시료

150 g을 증류수 1,500 mL으로 혼합한 후 100 oC로 온도를 설정

하고 증류추출법을 이용하여 각 식물체의 정유 성분을 추출하

였다.

시험해충

본 연구에 이용된 어리쌀바구미(Sitophilus zeamais)와 보리나방

(Sitotroga cerealella)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로부터 분양

받아 광주기 12L:12D, 상대습도 65±5 % 및 온도 27±1 oC 조

건으로 누대사육을 항온항습실에서 하였다. 플라스틱 사육상자

(W30 × L30 × H20 cm)에 어리쌀바구미를 사육하였고, 상단부에

공기구멍(W10 × L10 cm)을 만들어서 공기순환을 위해 방충망을

덧붙였으며, 누대사육하면서 쌀을 공급하면서 성충을 실험에 사

용하였다. 보리나방은 플라스틱 사육상자(W45 × L45 × H45 cm)

에서 사육하여 통밀, 보리 및 현미 등을 먹이로 공급하였으며,

우화한 성충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

상된 곡식은 수시로 제거한 후 새로운 먹이를 공급하여 누대

사육하였다.

살충효과 검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정부양곡창고 내 수원 소재의 정미소에서 공급

한 곡물을 배치하고 각 실험에 해당하는 해충을 각각 300개체

씩 방사하였다. 방사 후 분사형 스프레이로 식물체 정유를 양

곡창고 내에 퍼지도록 분사하였으며, 창고의 입구를 닫아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완전히 밀폐하였고, 일정 시간마다

해충의 살충효과를 검정하였다. 각 해충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조사 시간을 다르게 적용하였으며, 유시충인 보리나방의 특성을

고려해 나락 위에 망을 설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정

부양곡창고에서 약제 외 내부환경이 해충의 살충율에 영향을 끼

치는지 알아보고자 정유를 분사하지 않은 무처리구 실험을 동

시에 진행하였다.

통계분석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통계분석프로그램(SPSS)을 이용하

여 평균 ±표준편차로 결과 값을 표기하였으며, 분산분석

(ANOVA)을 이용하여 결과값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팀의 이전연구에서 식물체에서 추출한 정유를 어리쌀바

구미와 보리나방에 대해 살충활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딜

정유는 어리쌀바구미에 대해 훈증법에서 4.12 µg/cm3, 접촉법에

서 9.92 µg/cm2의 LD50 값을 나타냈으며, 머그워트는 보리나방

에 대해 훈증법에서 1.81 µg/cm3의 LD50 값을 나타냈다(Song

등, 2016).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양곡창고에서 딜과 머

그워트 정유를 이용하여 어리쌀바구미와 보리나방에 대한 살충

활성 실증실험을 진행하였다. 어리쌀바구미는 5일동안 실험한

결과에서는 딜 정유에 대해 57, 69, 82, 92 및 100 %의 사충

율을 보였으며, 대조구는 5일에 2 %의 사충율을 확인하였다

(Table 1). 보리나방의 경우 머그워트 정유에 대해 2시간 내에

100 %의 사충율을 보였으며, 대조구에서 0 %의 사충율을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2).

본 실험에서 진행한 살충 실증실험은 정유의 휘발성분을 해

충의 기문을 통하여 호흡기로 침투시켜 해충을 방제하는 방법

으로 딜 정유에 대해서 어리쌀바구미는 감수성이 낮아 방제하

는데 5일이 걸렸으나, 머그워트에 대해 보리나방은 높은 감수

성을 보여 2시간 내에 방제효과가 나타났다. 정부양곡창고에서

진행한 실증실험의 대조구는 3 % 미만의 사충율을 보여 정부양

곡창고 내의 환경 및 조건은 저곡해충을 방제하는데 영향을 끼

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리쌀바구미에서 나

타난 대조구의 사충율은 어리쌀바구미의 생활사에 따라 사충율

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딜 정유는 어리쌀바구미 외 쌀바구미(Sitophilus oryzae), 긴털가

루응애(Tyrophagus putrescentiae), 권연벌레(Lasioderma serricorne),

Table 1 Insecticidal activities of Anethum graveolens oil against

Sitophilus zeamais adults in the granary1)

Exposure time (day)
Mortality (mean ± SE, %)2)

1 2 3 4 5

Anethum graveolens 57±6.8 69±8.6 82±10.4 92±11.2 100

Negative control 00±0.0 00±0.0 00±0.0 00±0.0 02±1.1

Temperature (oC) 21.5 22.5 23.5 21.1 21.2

Humidity (%) 51.6 50.6 52.4 56.2 51.3

1)Exposed at a dose of 0.058 mg/cm3

2)Mean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Table 2 Insecticidal activities of Artemisia vulgaris oil against Sitotroga

cerealella adults in the granary1)

Exposure time (h)
Mortality (mean ± SE, %)2)

1 2 3 4 5

Artemisia vulgaris 74±10.0 100 100 100 100

Negative control 0±0.0 0±0.0 0±0.0 0±0.0 0±0.0

Temperature (oC) 26.2 26.1 26.2 26.3 26.2

Humidity (%) 67.1 67.0 67.1 67.1 67.1

1)Exposed at a dose of 0.036 mg/cm3

2)Mean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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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쌀도둑거저리(Tribolium confusum) 등에 활성을 보이며(Su

1985; Kim 등, 2013; Song 등, 2016), 머그워트 정유는 거짓쌀

도둑거저리(Tribolium castaneum), 콩바구미(Callosobruchus

maculatus) 등에 활성을 보인다(Sharifian 등, 2013; Wang 등,

2006).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정부양곡창고에서 딜과 머그워트

정유로 어리쌀바구미와 보리나방에 대한 살충활성 실증실험을

진행하여 높은 살충 활성을 나타냈으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학적 방제제의 대체 물질로써 추후 정부양곡창고 내의 저곡

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천연 기능성 소재로서 개발할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

초 록

본 연구는 정부양곡창고에서 발생하는 어리쌀바구미와 보리나

방 성충에 대하여 딜과 머그워트 정유를 이용한 살충활성을 검

증하여 창고내에서 이용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딜

정유에 대해서 어리쌀바구미는 5일 내에 100 % 사충율이 나타

났으며, 머그워트 정유에 대해 보리나방은 2시간 내에 100 %

사충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곡물보관창고에서 어리쌀바구

미와 보리나방을 방제하기 위하여 천연 기능성소재를 이용한 안

전한 방제법으로 적용 가능성을 나타냈다.

Keywords 딜·머그워트·보리나방·살충 효과·어리쌀바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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