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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타드애플(Annona reticulata L.)씨 추출물과

그 분획물의 살충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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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many agricultural scientists are studying on eco-friendly farming methods. Among
of lots of the methods, the natural insecticides are highly motivated and interested due to their
safety and biodegradable issues, and readily available source of bioinsecticides. In this study, the
crude extract of custard apple (Annona reticulata L.) seed and its three fractions which were sep-
arated based on polarity indexes were examined for their insecticidal activities against Myzus per-
sicae Sulzer and Nilaparvata lugens S.. The crude extract (Aceton/MeOH) showed strong
insecticidal activities against both insects at 3.00 mg/mL (LD50=0.45 mg/mL for M. persicae S. and
1.42 mg/mL for N. lugens S.). Furthermore, simple fractionation with hexane, chloroform, and
water lead to increase three-folds insecticidal activity on chloroform fraction (LD50=0.13 mg/mL for
M. persicae S. and 1.14 mg/mL for N. lugens S.). The results suggest that A. reticulata extracts
might be used to control for M. persica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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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기는 LOHAS(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중심의 생활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농업에서도

LISA(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 형태로 나타나고 있

다. 즉 생태계 물질순환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탄소 친환경농법

을 농업에서 확립하고 안전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궁극적인 LOHAS의 한 축을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 중 하나로, 친환경 농업에서는 잔류성문제

와 독성문제로 인해 생태계파괴 및 환경오염의 한 축으로 인식

되고 있는 화학합성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작물 보호제를

찾아 활용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Saxena 등, 1989].

이러한 천연 작물 보호제 개발연구는 지금까지 천연소재로부터

작물보호활성을 갖는 신규 기능성 물질 탐색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대부분 새로운 합성농약의 모체개발을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Green Chemistry 및 친환

경 자원순환 및 친환경농법을 위한 새로운 농자재개발을 목적

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흐름과 같이 하여, 본 연구에서는 식품으로 사용

후 폐기되는 식물자원 중 커스타드애플(Annona reticulata L.)

씨를 대상으로 기능성 물질의 자연순환 및 생물자원의 재활용

을 목적으로 친환경 작물보호제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커스

타드애플은 열대지역과 플로리다 원산의, 포도나무 과에 속하

는 관목 또는 소교목으로, 6~10 m 높이로 자라는 반상록수 나

무로 알려져 있다. 이 나무의 열매는 좌우대칭의 원형에서 심

장모양, 타원형, 전혀 불규칙한 모양까지 다양하고 크기는 7~

12 cm 정도이다[Mondal 등, 2008]. 성숙한 열매는 갈색이나 노

란색, 일부는 붉은색을 띄며, 달콤한 맛이 나 열대과일로 인기

있다. 이러한 커스타드애플은 항암[Mondal 등, 2007], 항산화

[Baskar 등, 2007], 항염증[Joy 등, 2006], 위궤양억제효과

[Umamaheshwari 등, 2008]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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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기능성 성분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지금까

지 이 식물에서 알려진 화합물로는 sasolinol, reliculatacin,

anonaine, reticuline과[Buckingham 등, 1994] 정유성분으로

(E,E)-farnesyl acetate, turmerone, benzoate, terpinene 등이

[Ogunwande 등, 2006] 있고,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씨에서 확

인된 성분은 acetogenin계 화합물인 annoreticuin, annoreticuin-

9-one, bullatacin, squamocin, cis/trans-bullatacinone, cis/trans-

murisolinone, cis/trans- isomurisolenin 등이[Chang 등, 1998]

보고되어 있으며, 지방산계 화합물로는 linoleic acid, caprylic

acid, oleic acid, capric acid, caproic acid 등이[Joy 등, 2006]

보고 되어있다. 또한, 커스타드애플이 속해 있는 Annona 속 식

물에서 알려진 작물보호 기능성으로는 담배거세미나방[Babu

등, 1998], 어리쌀도둑[Williams 등, 1993]에 대한 살충활성이

조추출물 수준에서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방제하고자 하는 복숭아혹진딧물(Myzus persicae

Sulzer)은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벚나무, 귤나무 등의

새로 나온 잎을 흡즙하여 신초의 생장을 억제하며, 5월 중순이

후에는 감자, 고구마, 고추, 수박, 담배 등으로 이동하여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Han 등, 2008]. 이의 방제에는 일반적으

로 발생초기에 Imidachloprid 등의 합성농약을 살포하여 사용하

고 있다[Yum, 2009a]. 또한 멸구 과에 속하는 벼멸구

(Nilaparvata lugens Stal)는 북위 19도선 이남 지역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및 중국의 하이난섬(海南島) 등

지에서만 월동이 가능하여, 우리나라에서 월동하지 못하고 매

년 중국 남부로부터 비래해 온다. 벼멸구로 인해 고사가 일찍

될수록 수량감소가 심하여 유숙기 고사는 20-80%, 호숙기는

30-50%, 황숙기는 10%가 감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Choi

등, 1997], 이러한 벼멸구는 buprofezin 등의 합성농약을 처리

하여 방제하고 있다[Yum, 2009b]. 본 연구에서는 커스타드애플

로부터 버려지는 씨의 조추출물 및 그 분획 물로부터 국내 농

작물에 큰 피해를 일으키는 복숭아혹진딧물과 벼멸구에 대한

살충시험을 실시하고, 이의 방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분획물의

극성과 커스타드애플로부터 알려진 2차대사산물자료를 비교하

여 살충성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커스타드애플 씨는 베트남에서 자란 열매

를 채취하여 씨만 음건하였고, 음건된 씨는 분쇄하여 냉동 보

관 후 실험시료로 사용하였으며, 커스타드애플 씨는 잘 말린 뒤

분쇄기(Waring commercial)를 이용하여 분말을 만들고, 시료 50

g에 혼합용매(acetone:methanol=3:7) 500 mL을 넣어 heating

mantle에서 100oC의 열을 서서히 가하여 6시간동안 환류 추출

하고, 추출물을 여과(Whatman No. 2)한 뒤, 감압농축기(Buchi

Rotavapor R-124)를 이용하여 40oC에서 감압 농축하여 사용하

였다.

벼멸구와 복숭아혹진딧물은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살충능 시험은 다음과 같이 진

행하였다. 복숭아혹진딧물 성충을 흡충기를 이용하여 20마리를

포획하고, 포획한 성충을 CO2 가스로 마취시킨 뒤, 희석된 시

료를 hand microapplicator(Burkard Scientific)를 사용하여 각각

0.1 µL씩 처리하였다. 처리된 복숭아혹진딧물은 증류수 0.5 mL

로 적신 여과지(Wathman No. 2)를 깔고 배춧잎(직경 4 cm)을

넣은 페트리디쉬(직경 4.5 cm, 높이 1.5 cm)에 보관하였고, 처리

를 마친 복숭아혹진딧물은 25oC의 실내에서 24시간, 48시간 보

관 후에 붓으로 건드려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죽은 것으로 간

주하고 사충수를 조사하였다. 또한, 벼멸구에 대한 살충능 시험

은 암컷성충을 흡충기를 이용하여 30마리 포획하고, 포획한 벼

멸구를 CO2 가스로 마취시킨 뒤, 희석된 시료를 hand

microapplicator(Burkard Scientific)를 사용하여 성충의 흉복부에

각각 0.2 µL씩 처리하였다. 처리를 마친 벼멸구는 2-3엽기의 벼

유묘 10본씩을 탈지면으로 고정한 직경 3 cm의 시험관에 놓고

상부를 망사로 덮어 25oC의 실내에서 24시간, 48시간 보관 후

에 사충수를 조사하였다.

커스타드애플 씨의 조추출물을 3.00 mg/mL 조건에서 복숭아

혹진딧물과 벼멸구에 대해 살충능을 시험한 결과 복숭아혹진딧

물(Myzus persicae) 은 24시간 후 모든 시험개체에서 살충능이

확인되었고, 벼멸구(Nilaparvata lugens)는 24시간과 48시간일

때 각각 66.2%와 92.4%의 살충능을 나타내었다. 조추출물에 대

한 LD50는 48시간을 기준으로 복숭아혹진딧물과 벼멸구의 경

우 각각 446.3 µg/mL와 1423.6 µg/mL으로 커스타드애플은 복

숭아혹진딧물에 대해 보다 더 선택적인 살충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살충능을 갖는 커스타드애플 씨 조추출물의 살충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핵산(Polarity index, PI=0.0) 클로로

포름(PI=3.4), 물(PI=9.0) 3가지 용매에 대해 극성지수별

[Godfrey, 1972] 분획을 실시하여 조추출물의 물질정제 및 살충

능 향상효과를 시험하였다. 분획에 사용한 두 가지 유기용매 중

핵산은 비극성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용매로 1차 대사산물 중

지방 등을 분획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클로로포름은 물과 섞이

지 않는 중간극성을 갖는 용매로 수산기 등의 극성인자를 포함

하는 스테로이드, 플라보노이드, 비극성 알칼로이드 등 2차 대

사산물을 분획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분획은 핵산, 클로로포름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클로로포름 분획 후 남은 것을 모두 물

분획물로 농축하였다. 그 결과, 1.9 g의 조추출물로부터 핵산 및

클로로포름으로 분리된 화합물이 0.8 g(42%)과 0.73 g(38%)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극성단위별로 분리 정제된 커스타드애플 씨의 살충능시험 결

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물 분획물은 시험대상인 두 가지 충

에 대해 모두 3.00 mg/mL에서 살충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Table 1. Insecticidal activity of crude extract on Nilaparvata lugens and Myzus persicae.

Insect species
24 h 48 h

Mortality (mean±SE, %) LD50 (µg/mL) Mortality (mean±SE, %) LD50 (µg/mL)

Myzus persicae 100.0±0.0 473.2 100.0±0.0 446.3

Nilaparvata lugens 66.2±2.0 2486.2 92.4±1.0 1423.6

*crude extract con. 3.00 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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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클로로포름 분획물에서 가장 높은 살충능이 확인되었다.

특히 복숭아혹진딧물의 경우 클로로포름 분획물이 0.19 mg/mL

(24시간)와 0.13 mg/mL(48시간)에서 LD50를 나타낼 정도로 매

우 높은 살충능을 나타내었고, 단 한 차례의 간단한 액/액분리

과정을 통한 화합물 정제로 3배 이상의 높은 살충능 향상효과

를 가져왔다. 이러한 시험결과는 조추출물에서 클로로포름 분

획물이 갖는 비중이 전체의 약 1/3에 해당하여, 용매 분액 정

제를 통해 살충능이 높은 물질군만을 정제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극성별 분획물의 높은 살충능은 벼멸구에서

도 동일한 경향으로 클로로포름>핵산>물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LD50는 클로로포름 분획물에서 1.75 mg/mL(24시간)와

1.14 mg/mL(48시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복숭아혹진딧물

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뚜렷한 살충능 증가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커스타드애플에서 추출되는 지용

성의 천연물질이 수용성 물질보다 복숭아혹진딧물 및 벼멸구에

대해 높은 살충능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특히 본 연

구에서는 특별한 고도의 정제과정 없이 극성을 활용한 액/액분

리정제를 통해 약 3배이상의 살충능을 향상효과를 볼 수 있었

다. 이는 살충효과만을 목적으로 할 때, 조추출물의 제조시 극

성이 낮은 헥산 혹은 클로로포름으로 추출물을 제조하게 되면,

액/액분리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높은 살충능이 보장되는

천연살충제를 개발하여 친환경농자재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기

대한다.

초 록

커스타드애플(Annona reticulata L.)씨 추출물 및 그의 분획물

을 활용하여 복숭아혹진딧물 및 벼멸구를 대상으로 살충활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아세톤/메탄올 조추출물 3000 µg/mL에

서 복숭아혹진딧물은 100%, 벼멸구에 대해서는 92%의 살충률

을 나타내었다. 이들에 대한 LD50는 각각 446.3 µg/mL와

1423.6 µg/mL로 복숭아혹진딧물이 추출물에 높은 감수성을 나

타내었다. 이들의 핵산, 클로로포름, 물 분획물에 대한 분리정

제물의 경우 클로로포름 분획물이 조추출물 분획물보다 약 3배

높은 살충능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극성분배를 통해 살충성이

높은 물질군을 선별적으로 정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클

로로포름 분획물에 대한 살충능의 경우 137.2 µg/mL(복숭아혹

진딧물), 1145.5 µg/mL(벼멸구)의 농도에서 LD50가 관찰되었다.

Key words: Annona reticulata, bioinsecticide, Custard

apple, insecticidal activity, Myzus persicae S., Nilaparvata

lugen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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