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국내의 평균기온은 점차 상승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으며(IPCC, 2014), 이로 인하여 기존의 국내 

해충 중 파밤나방(Spodoptera exigua)과 같은 아열대성 남방계 

해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점은 파밤나방 방제를 위한 

방제 노력 역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파밤나방은 나비목(Lepidoptera) 밤나방과(Noctuidae)에 속

하며 채소, 화훼, 과수, 잡초 등 광범위한 기주범위를 보이고 있

다(Taylor and Riley, 2008). 또한 국내에서 시설재배지 조건에

서 월동이 가능한 수준의 내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

며(Kim and Kim, 1997), 연중 발생할 경우에는 4-5회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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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control efficacy and phytotoxicity of unmanned aerial vehicle–applied pesticides against the insect

Spodoptera exigua, a major emerging pest in Chinese cabbage. Phytotoxicity was investigated in cabbage and 7 crops cultivated in the

perconducted on 8 surrounding crops including Chinese cabbage at 1 to 2 times the recommended pesticide dosage. We treated cabbage

fields with spinetoram suspension concentrate (16×), methoxyfenozide, sulfoxaflor suspension concentrate (16×). Then, we used 

water-sensitive paper to measure the distribution pattern of falling pesticide particles and the degree of coverage. Two of the pesticides

showed 97% control efficacy, however, control efficacy might differ in resistant populations. Phytotoxicity was not observed in Chinese

cabbage and the 7 surrounding crops treated with 1 to 2 times the recommended pesticide dosage.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pattern

of falling pesticide particles revealed that breeze caused particle diffusion. Thus, wind i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uniform 

treatment and diffusion of multicopter-applied pesticides. It follows that setting optimal conditions is necessary for effective control an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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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배추에 발생하는 파밤나방에 대하여 멀티콥터를 이용한 무인항공용 방제약제의 약효 및 약해를 조사하였다. 약해는 배추와 

7개 주변작물에 대하여 시험대상 약제를 기준량과 배량으로 처리하여 살충 효과를 조사하였다. 배추 포장에 스피네토람 액상수화제(16배)와 메

톡시페노자이드,설폭사플로르 액상수화제(16배)를 살포하였고, 감수지를 이용하여 살포 약제의 낙하입자를 측정하고 피복도를 조사하였다. 두

가지 약제 모두 배추의 파밤나방에 대하여 97% 이상의 우수한 살충 효과를 보였다. 기준량 및 배량에서 배추와 7개 주변작물에 약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낙하입자 분석결과 바람 세기의 차이에 따라 낙하입자의 균일도가 다른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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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되고 있다(Goh et al., 1993). 이 해충을 방제하기 위

하여 주로 사용되어 왔던 작물보호제로는, 유기인계, 카바메이

트계, 피레스로이드계 및 디아마이드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계통의 작물보호제가 사용되고 있다(Moulton et al., 

2002; Osorio et al., 2008; Cho et al., 2018). 

그러나 파밤나방은 약제 저항성 발현이 잘 되고, 4령충 이후 

노숙유충에 대해서는 약효가 많이 떨어지는 해충으로 구분하

고 있다(Park and Goh 1992). 따라서 발생초기 방제가 중요하

지만 현재 국내농업의 현실상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방제에 어

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동화, 생력화 및 

집락영농 등이 거론되고 있다(Kim and Jun, 2011; Kim, 2015). 

또한 현재 작물보호제를 활용한 방제방법이 파밤나방과 같은 

남방계 해충의 증가는 방제 횟수의 증가와 방제를 위한 노동력

의 소요 또한 늘어나게 되어 방제비용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

에 농업현장에서는 새로운 약제처리법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

황이다. 새로운 방법 중 멀티콥터(드론)를 이용한 방제 방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농업용 멀티콥터는 투입 인력과 노동 

시간을 크게 감소시켜 생력화를 통한 농작업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Jin et al., 2008). 따라서 농업용 멀티콥터의 활용은 적

기 방제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멀티콥터는 무인 항공방제기로 분류되어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는 2018년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을 

개정 고시하여, 멀티콥터를 기존 무인헬기에 준하던 기준과 동

일하게 적용하고 있다(RDA, 2018). 무인헬기와 멀티콥터는 비

행 고도나 속도, 하향풍, 살포압력이나 분사각, 약제비산 등 여

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멀티콥터를 이용

한 실증 시험이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증 시

험을 통하여 약제의 효과를 검정하고 무인헬기와 구별되는 멀

티콥터의 사용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가 시행됨에 따라 작물별 등록약제의 차이, 즉, A작물에 등록된 

a약제가 B작물에는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a약제를 살포할 

경우, 비산으로 인하여 B작물에서 잔류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

문제의 가능성도 존재한다.(Park et al., 2018). 아직 멀티콥터 

방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많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Choi et al. (2018)의 연구에서 멀티콥터의 살포높이에 따른 하

향풍, 살포폭 및 낙하 농약입자수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항공방제용 약제 4종에 대하여 파밤나방 등 3종에 대한 완

전치사농도와 약량을 실내검정하여 약제방제기준을 설정하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파밤나방에 등록된 무인항공용 약제를 

대상으로 배추에 발생하는 파밤나방에 대한 실증시험을 통해 

약효 및 약해를 검정하여 멀티콥터의 사용 기준이 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시험포장

포장시험은 전북 익산시 성당면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소재 

배추 포장에서 추진되었다. 시험포장의 규격은 익산포장의 경

우 6 m × 20 m(줄간 폭 0.5 m), 총 면적 480 m2, 구당면적 120 m2

이며, 2 m의 완충지대(buffer zone)를 설정하였고, 완주포장에

서는 6 m × 30 m(줄간 폭 0.5 m), 총면적 720 m2, 구당면적 180 

m2 이고 포장 여건상 완충지대는 설정하지 않았다. 모두 단구제 

3반복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구획하였으며, 포장 모식도는 Fig. 1

과 같다. 배추 품종은 춘광으로 2019년 4월 30일 정식하였다. 

약해 조사를 위한 주변작물로 가지, 고추, 오이, 옥수수, 잎들깨, 

쪽파 및 콩(대두) 등 7작물을 식재하여 약해를 검정하였다. 살

포된 약제의 낙하입자 분석을 위해 시험포장에 감수지(water 

and oil sensitive paper, TeeJet technologies, 76 × 52 mm)를 포

장 내부와 완충지대(buffer zone)에 배치하였다(Fig. 2). 

시험곤충

본 연구에 사용된 파밤나방은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해충사육실에서 누대사육해온 감수성 개체로 아크릴케이지

(40.0 × 45.0 × 40.0 cm)에서 배추를 기주로 사육한 것이다(24 

± 1℃, 60 ± 5% RH, 14L:10D). 영기별 방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2령과 5령의 유충을 구분하여 시험에 사용하였다. 시험곤

충을 약제 살포 2일 전 포장의 배추에 접종하여 2~3일의 정착

기간을 두었고 해충 특성상 이탈개체를 막기 위하여 망(견참)

처리를 하였다. 약제 살포 직전 개체수를 세어 처리전 밀도를 

파악하였고, 이후 즉시 멀티콥터를 이용하여 약제를 살포하고 

다시 망을 씌어두었다(Fig. 3). 처리 후 1, 3 및 7일차에 생충수

를 조사하였으며, 붓으로 자극하였을 때 움직임이 있는 개체만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처리전 밀도를 기준으로 각 조사

시점에서 발견되지 않은 개체는 이탈한 것으로 간주하여 생충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시험약제

시험에 사용한 약제는 총 2종으로 스피네토람(spinetoram) 

액상수화제와 메톡시페노자이드,설폭사플로르(methoxyfenozide, 

sulfoxaflor) 액상수화제이다. 이들은 배추 파밤나방에 대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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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sted field information (Left: Iksan, Right: Wanju). Fig. 2. Water sensitive paper deployed in 
the field.

A B

C D

Fig. 3. Experimental process (A: Breeding test insects, B: Pesticide dilution, C: Pesticide treatment using multi-copter, D: Mortalit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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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항공기 방제용으로 등록된 약제이며, 시험약제들의 제형, 유

효성분 및 추천 희석농도는 Table 1과 같다. 약제처리는 농작물 

캐노피(canopy)기준 2 m 상공에서 10 km/h의 비행속도로 약제

를 평행 살포하였다. 노즐은 익산포장에서 DG 11002, 완주포장

에서는 DG 8002를 사용하였다. 이는 농진청 주관 항공방제용 

농약 약효·약해 시험기준 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노즐은 비산

을 최소화할 수 있는 DG 11002와 DG 8002을 사용. 살포 높이

는 작물 캐노피(Canopy) 기준 2~3 m이고, 살포 폭은 4 m 내외

로 하고, 비행속도는 약량에 따라 조절이 가능)을 준용하였다.

약제는 작물보호제 지침서의 안전사용기준에 근거하여 조

제하였으며, 두 약제 모두 16배(10 a 당 1.6 L)로 희석하여 사용

하였다. 

멀티콥터

시험에 사용된 멀티콥터는 (유)동아하이테크에서 제작한 쿼

드콥터로서 규격은 1,550 mm(L) × 1,500 mm(W) × 480 mm(H), 

중량은 9.6 Kg(전지 미포함), 펌프는 PLD-1206 Micro diaphragm 

pump(12 V 45 W), 배터리는 TATTU 6S 15C 22.2 V 16,000 

mA(8 AWG)이며, 10 L 약제통을 탑재할 수 있다. 이 멀티콥터

는 약제통과 몸체가 일체형으로 되어있고, 약제통 내부에 격벽

이 설치되어 실제 방제운항시 기울임으로 인한 약제의 요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멀티콥터이다. FC(Flight controller)는 

xAircraft SuperX2 이며, 약 1 ha의 면적을 10분 내외로 방제할 

수 있으며 노즐은 4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 기기를 

이용하여 완주포장에는 2019년 6월 12일, 익산포장에는 2019

년 6월 14일 오전 5시경 10 m/s의 비행속도로 약제를 살포하였

다. Vernier Software and Technology社의 센서형 데이터수집

장치 Labquest2 LQ-LE를 이용하여 시험당시 현지포장의 온·

습도 및 풍속을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파밤나방에 대한 무인항공기용 약제의 영기별 방제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SAS (SAS Institute)를 이용하여 

Tukey의 다중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감수지를 이용한 약제

의 낙하입자 분석을 위해 Image J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를 사용하여 피복도(coverage)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파밤나방 영기별 유충에 대한 살충제 감수성은 Tables 2~4와 

같다. 완주포장에서 파밤나방 2령 유충에 대한 스피네토람 액

상수화제 살포에 따른 살충 효과는 1일차 94.1%, 3일차 99.3%, 

및 7일차에 100%였다. 5령 유충의 경우 1일차 90.4%, 3일차 

96.8%, 및 7일차에 100%의 방제가를 보였다. 익산포장에서 파

밤나방 2령 유충에 대한 메톡시페노자이드,설폭사플로르 액상

수화제 살포에 따른 방제 효과는 1일차 87.0%, 3일차 95.7%, 

및 7일차에 100%였고, 5령 유충에 대하여는 1일차 88.7%, 3일

차 95.6%, 및 7일차에 97.4%의 방제 효과를 보여주어 두 약제 

방제 효과가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변이계수

(C.V.)는 모두 12 이하로써 평균치에서 크게 이탈되는 값은 없

었다. 다만 살충률에 있어 시험에 사용된 파밤나방은 감수성 개

체이기 때문에, 실제 자연발생한 파밤나방에 대한 방제시 약제

저항성이있는 개체의 경우 방제효과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여겨진다. 배추를 포함한 주변작물 8작물 모두 기준량

(16배) 및 배량(8배)에서는 약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두 포장 모

두 약제 처리 전 및 처리 후 7일 까지 약효·약해 시험에 영향을 

줄 만한 기상상황은 없었으며, 시험포장 기상상황은 Table 5와 

같다. 2019년 6월 11일 완주의 경우 강우량이 10.0 mm로 되어 

있으나 실제 포장에서는 비가오지 않았다. 실증시험 시 현지포

장의 온·습도 및 풍속을 측정한 결과 익산포장은 17.8℃, 남서

풍, 평균 풍속 0.9 m/s, 최대 풍속 1.5 m/s이었고, 완주포장은 

18.6℃ 평균 풍속 0.1 m/s, 최대 풍속 0.3 m/s 이었다.

살포약제 낙하입자의 분석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의 낙

하분산조사법(Fig. 5)을 참고하였다(RDA, 2019). 이는 낙하 액

적의 입경을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하고, 단위면적(cm2)당 낙

하 액적의 수를 가지고 8단계로 구분하여 약제의 낙하입자 패

Table 1. Information of insecticide used in this experiment

Common name Trade name AIa Formulationb Recommanded 

dilution(X)
Remark

Spinetoram Exult 5 SC 16 Wanju

Methoxyfenozide + Sulfoxaflor Forward 8 + 6.2 SC 16 Iksan

a Active ingredient.
b SC: Suspension concen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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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을 구분한다. 실증 시험에 따른 약제의 입자낙하 양상은 시험

노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시험노즐은 DG 계열 모델인

데, 이는 비산방지를 위한 드리프트 가드가 설치된 모델로 분사

입자 크기가 노즐 전체적으로 볼 때 중간정도의 크기이다

(Table 6). 실증 시험에서 DG 8002 노즐 모델이 DG 11002 모

델에 비하여 분사입자 크기가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DG 

8002를 사용한 완주 포장이 익산 포장에 비하여 입경단계 

A(0.2 mm)의 지수는 낮고, 입경단계 C(1.0 mm)의 지수는 높았

다. 입경 1.5 mm 이상인 D단계는 두 포장 모두 나타나지 않았

다(Table 7). Image J를 활용한 감수지 피복도는 완주포장이 평

Fig. 5. Correlation between diameters of airdrop particle analysis method using Water Sensitive Paper.

Table 6. Classified airdrop particle size on different nozzle models

Model
bar

2.0 2.5 3.0 3.5 4.0

DG80015 M M M M F

DG8002 C M M M M

DG8003 C M M M M

DG8004 C C M M M

DG8005 C C C M M

DG110015 M F F F F

DG11002 M M M M M

DG11003 C M M M M

DG11004 C C M M M

DG11005 C C C M M

F: fine, M: moderate, C: coarse 
Source: TeeJet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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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sceptibility of Spodoptera exigua to insecticides using multi-copter

Insecticides Stage n
Mortality(%, 1 day after tretment) Corrected 

mortality
HSD

I II III Meanc

Spinetorama
2 50.6 94.2 96.0 92.0 94.1 93.9 a

5 52.0 90.6 92.2 88.5 90.4 93.9 a

Control
2 53.0 5.7 5.7 b

5 55.0 5.5 5.5 b

Methoxyfenozide, 

Sulfoxaflorb
2 53.3 81.8 90.4 88.7 87.0 100 a

5 53.0 86.5 90.6 88.9 88.7 100 a

Control
2 51.0 0.0 0.0 b

5 52.0 0.0 0.0 b

aCoefficient of Variation: 6.560
bC.V. 6.961
c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ukey test.

Table 3. Susceptibility of Spodoptera exigua to insecticides using multi-copter

Insecticides stage n
Mortality(%, 3 day after tretment) Corrected 

mortality
HSD

I II III Meanc

Spinetorama
2 50.6 100 100 98.0 99.3 90.5 a

5 52.0 98.1 100 92.3 96.8 92.4 a

Control
2 53.0 9.4 9.4 b

5 55.0 7.3 7.3 b

Methoxyfenozide + 

Sulfoxaflorb
2 53.3 90.9 100 96.2 95.7 93.8 a

5 53.0 94.2 98.1 94.4 95.6 96.0 a

Control
2 51.0 5.9 5.9 b

5 52.0 3.8 3.8 b

aC.V. 11.387
bC.V. 9.665
c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ukey test.

Table 4. Susceptibility of Spodoptera exigua to insecticides using multi-copter

Insecticides stage n
Mortality(%, 7 day after tretment) Corrected 

mortality
HSD

I II III Meanc

Spinetorama
2 50.6 100 100 100 100 86.8 a

5 52.0 100 100 100 100 89.1 a

Control
2 53.0 13.2 13.2 b

5 55.0 10.9 10.9 b

Methoxyfenozide + 

Sulfoxaflor2

2 53.3 100 100 100 100 90.2 a

5 53.0 94.2 100 98.1 97.4 94.0 a

Control
2 51.0 9.8 9.8 b

5 52.0 5.8 5.8 b

aC.V. 5.752
bC.V. 10.222
c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uk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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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5.62, 익산포장이 10.7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완주포장에

서 피복도 편차가 3.15임에 비하여 익산포장의 경우 11.62로 편

차가 심했는데, 이는 익산포장 시험 당시 남서풍이 최대 1.5 m/s

의 속도로 불었고, 완주포장은 서풍이 최대 0.3 m/s으로 풍속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비행 속도와 하향풍이 

피복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7). 하향풍과 비

행 속도는 추가 실험을 통해 근거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

겨진다. 감수지 액적분포에서도 익산포장에서는 북동쪽 방향

으로 낙하입자의 쏠림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완충지대(폭 4 m)

의 중앙부인 2 m 지점에 설치한 감수지에도 약제 낙하액적이 

나타났다(Fig. 6). 시험당시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던 완주포장

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무인 방제시 

고려되어야 할 기상여건 중 풍속이 약효의 균일성과 비산방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판단되며, 이러한 바람과 관련된 

Fig. 4. Control effect in untreated and treated plot (Left: untreated, Right: treated).

Table 5. Weather information in the test plot during experiment

Date Location
Temp. (℃)

Rainfall (mm)
Low High Mean

6.11 Wanju 16.5 23.2 18.8 10.0

6.12 Wanju 17.0 26.4 20.9 0.0

6.13 Wanju 16.5 29.4 22.2 0.0

6.15 Wanju 17.4 25.1 20.0 0.0

6.19 Wanju 19.8 27.7 22.7 0.0

6.13 Iksan 16.2 26.1 21.0 0.0

6.14 Iksan 17.7 24.9 20.8 0.0

6.15 Iksan 16.2 22.5 19.3 0.0

6.17 Iksan 16.4 24.3 20.1 0.0

6.21 Iksan 18.3 26.8 21.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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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verage index of Water Sensitive Paper and airdropped distribution

Location No. itema Coverage

Index (no. of dropped particle/cmb)

Particle diameter

A (0.2 mm) B (0.5 mm) C (1.0 mm) D (1.5 mm)

Iksanc

1 F 1.82 2 1 0 0

2 F 0.61 2 1 0 0

3 F 23.39 3 3 1 0

4 F 4.58 1 1 1 0

5 F 23.42 2 2 0 0

mean 10.76 2.0 1.6 0.4 0

6 B 4.07 1 1 0 0

7 B 0.25 1 0 0 0

8 B 0.52 1 0 0 0

9 B 0.3 1 0 0 0

mean 1.29 1.0 0.3 0 0

Wanjud

1 F 2.27 1 1 3 0

2 F 2.57 1 1 1 0

3 F 8.81 1 1 2 0

4 F 5.83 1 1 0 0

5 F 8.63 1 1 0 0

mean 5.62 1 1 1.2 0

aF: field, B: buffer zone
bParticle diameter 
cC.V. 0.561
dC.V. 1.081

Fig. 6. Drop dispersion pattern at pesticide spray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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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인 하향풍, 비행 속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농업용 무인헬기의 약제 살포 기준에서도 풍속 3 m/s 이하에

서 기기를 운용할 것을 정해두었고(KAUHA, 2017), Beaufort 

풍력 계급에서도 0.3~1.5 m/s는 풍력 1계급으로 연기가 날리고 

해수면에 작은 파도가 일어나는 정도의 풍속으로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대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해뜨기 전 2 m/s 이하의 

풍속일 때에 멀티콥터를 운용하는 것이 균일한 방제 효과와 비

산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실제로 실증시험을 

실시한 익산포장의 경우 6월 한 달간 방제작업을 실시한 오전 5

시~6시의 평균 풍속은 기상청 지역별상세관측(AWS)데이터 

기준으로 30일 중 24일이 0.1 m/s 이하로 무풍이었으며, 2.0 

m/s 이상의 풍속이 발생한 경우는 2일이었다. 그러나 완주포장

의 경우 2.0 m/s 이상의 풍속이 발생한 경우는 15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2.0 m/s 이상의 풍속이 측정된 경우의 대부분

은 강우가 있던 날로서 강우가 없는 날에는 멀티콥터를 이용하

여 방제하기 적합한 날이 많았다(KMA, 2019). 멀티콥터의 하

향풍과 관련하여, Kang et al. (2010)의 연구에서 무인헬기의 

하향풍은 3 m 높이 기준 최대 7.8 m/s였으나 멀티콥터는 4.2 

m/s로 나타나 무인헬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풍속이 약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Choi et al. (2018) 역시 2.5 m 높이 기준 멀티콥

터의 하향풍속은 4.3 m/s로 조사되었고 2.5~ 4 m 사이에서는 

하향풍속의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비행속

도에 따른 단위면적당 평균 낙하입자수에는 차이가 많이 발생

하였는데 3 mM 높이, 3 m/s의 비행속도에서 60 개/cm2였으며, 

4 m/s의 비행속도에서는 29 개/cm2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효율

성과 약효의 균일화를 아우를 수 있는 적정 비행속도를 구명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대상 약제의 주성분 중 하나인 스피네토람은 스피노신계통

으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결합을 방해하는 

기작을 통해 살충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다. 또한 메톡시페노

자이드는 탈피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여 탈피기능을 저해하는 

기작을 나타내며, 설폭사플로르는 신경전달물질 수용체의 기

능을 저하시킨다(IRAC, 2017). 이러한 신경전달물질이나 곤

충생장물질 교란 계통 약제들은 파밤나방을 비롯한 나방류에 

효과가 있는 계통이며 관행 방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Kim et al., 2008). 그러나 파밤나방은 약제 저항성 발현이 빠

른해충으로 동일계통 약제를 이용한 방제는 어려운 해충으로 

알려져 있고(Park and Goh, 1992), 피레스로이드계, 디아마이

드계 등 다양한 화합물과 유기물에 대한 저항성이 나타났으며

(Meinke and Ware, 1978; Aldosari et al., 1996), 생물농약인 

BT(Bacillis thuringiensis)제에 대하여도 저항성이 발현되었다

는 보고가 있다(MacIntosh et al., 1990). 따라서 누대사육된 감

수성 파밤나방 개체를 사용한 본 실험과, 자연발생한 파밤나방

에 대한 실험에서는 살충 효과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한다. 무인항공기용 등록약제 역시 저항성 발현으로 인하여 방

제 효과 저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벼를 제외

한 밭작물 무인방제용 약제로 등록된 것은 6작물 18개 약제이

며, 대부분 신경전달물질이나 곤충생장물질 교란 계통으로서 

계통별 교호살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중 11개가 파밤나

방 방제용으로 등록되어 있다(RDA, 2019). 따라서 적용 작물, 

대상 해충 및 약제의 종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작물 잔류성이나 주변 비산문제도 고려한 다양한 실증 시

험이 필요하며, 대상 농작물, 대상 해충 및 기상상황을 감안한 

멀티콥터 방제제 등록시험의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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