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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secticidal activities of the Eucalyptus dives and

Thymus vulgaris oils were assessed against Plodia interpunctella

and Tribolium castaneum in granary. Insecticidal activities of the

E. dives oil showed 100 % mortality against P. interpunctella

larvae for 72 h and P. interpunctella adults for 3 h. Moreover, the

T. vulgaris oil was observed with 100 % mortality against T.

castaneum larvae for 120 h and T. castaneum adults for 120 h.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t may be possible to control P.

interpunctella and T. castaneum through the application of E.

dives and T. vulgaris oils in gra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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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적으로 정부양곡창고에서 발생하는 저곡해충에 의한 저

장곡물의 손실은 대략적으로 20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저장곡물 생산부터 저장 및 유통까지 전과정에

서 빈번하게 출현하여 저장곡물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Moon 등,

2010). 우리나라에서는 저곡해충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해충으로 화랑곡나방(Plodia interpunctella) 및 거짓쌀도둑거저

리(Tribolium castaneum)이 제시되고 있다(Moon 등, 2010). 화

랑곡나방은 일반적으로 유충에 의해 피해가 나타나는데 이는 저

장곡물에 실크를 분비하여 저장곡물 표면을 덮고 불쾌한 냄새

를 유발하여 상품적 가치를 손실시키고 있으며(Mohandass 등,

2007), 거짓쌀도둑저리는 저장 중인 밀가루, 옥수수 및 사탕수

수 등을 가해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García 등, 2005).

이러한 저곡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온처리, 고온처리,

Controlled atmosphere 저장 및 감마선 조사 등의 물리적 방법

과 훈증제, 훈연제 및 살충제 등의 화학적 방법이 사용되고 있

으며 일반적으로는 강한 살충력과 장기간 효과가 지속되는 방

법으로는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주로 메틸브로마이드

(CH3Br)가 이용되고 있었으나 소량 흡입 시에도 체내에 축적이

이루어져 만성중독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오존층파괴 물질로

지정되어 선진국에서는 2005년부터 금지 및 개발도상국은 2015

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다(Bell 2000; Ayvaz 등,

2010).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메틸브로마이드 대체제로써 친

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저곡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식물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이용하여 방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Jbilou 등, 2008; Yang 등, 2009; Ayvaz 등, 2010). 식물체

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의 구성성분은 포유류에 낮은 독성과

토양에 낮은 잔류로 식품 및 제약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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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적으로 살충력을 가지고 있어서 해충

방제제로 적합하다(Kohli 등, 1998; Isman 2000). 본 연구는 유

칼립투스 페퍼민트 정유를 이용한 화랑곡나방의 살충활성과 타

임 정유를 이용한 거짓쌀도둑거저리의 살충활성을 실험실에서

검정한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양곡창고에서 살충활성을 검

정하기 위해 실증실험을 진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물체 정유 추출

본 연구에 이용된 식물체는 전라북도 소재 약재상에서 구입하

여 사용하였으며, 약재상에서 구입한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Eucalyptus dives)와 타임(Thymus vulgaris)은 세척 후 35 oC

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시킨 후에 마쇄기로 분쇄하여 가루 형

태로 만들었다. 식물체 150 g을 증류수 1,500 mL으로 혼합하고,

헥산 300 mL을 동시에 증발시켜 포집하면서 냉각기로 냉각하

여 각각 식물체의 정유성분을 얻을 수 있었으며, 각각의 정유

성분은 밀봉한 후 4 oC에서 냉장 보관하여 실증실험에 사용하

였다.

시험해충

본 연구에 이용된 화랑곡나방(Plodia interpunctella)과 거짓쌀도

둑거저리(Tribolium castaneum)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로

부터 분양 받아 광주기 9L:15D, 상대습도 70±5 % 및 온도

28±1 oC 조건으로 항온항습실에서 누대사육 하였다. 화랑곡나방

은 플라스틱 사육상자(W80×L40×H30 cm)에서 사육하였고, 쌀

겨:밀가루 1:1 (w/w)을 멸균시킨 후 건조하여 먹이로 공급하였

으며, 시험에 화랑곡나방 유충은 3-5령충을 사용하였다. 거짓쌀

도둑거저리는 플라스틱 사육상자(W30×L30×H30 cm)에서 사육

하여 밀가루를 멸균 후에 건조하여 사육 먹이로 공급하였다. 사

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상된 곡식은 수시로 제거한 후 새로운

먹이를 공급하여 누대 사육하였다.

살충효과 검정방법

본 연구는 정부양곡창고내 수원 소재의 정미소에서 곡물을 공

급받아 각각 실험에 해당하는 해충 300개체씩 방사하여 살충효

과를 검정하였다. 살충효과 실증검정 실험에 사용된 정부양곡창

고의 크기는 각각 실험에 50평을 이용하였습니다. 식물체 정유

는 분사형 스프레이 형태로 제작하여 분사하였으며, 정부양곡창

고의 입구를 닫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저

곡해충의 특성에 따라 조사시간을 다르게 하였으며, 날개가 있

는 화랑곡나방 성충의 특성을 고려해 곡물 위에 망을 설치하여

검정하였다. 대조구는 정부양곡창고의 환경이 사충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유를 분사하지 않은 정부양곡창고에

해충을 방사하여 사충율을 조사하였다.

통계분석

본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SPSS 12.0 통계 패키지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로 결과 값을 나타냈으며,

ANOVA을 이용하여 결과 값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팀의 이전연구에서는 식물체에서 추출한 정유성분에 대

한 화랑곡나방과 거짓쌀도둑거저리의 살충활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유칼립투스 페퍼민트는 화랑곡나방 유충에 대해 훈증

법에서 175.41 µg/cm3과 접촉법에서 177.68 µg/cm3의 LC50 값

을 나타냈으며, 화랑곡나방 성충에 대해서는 훈증법에서 1.07

µg/cm3의 LC50 값을 나타냈다(Lee와 Lee 2016a). 타임 정유는

거짓쌀도둑거저리 유충에 대해 훈증법에서 0.117 mg/cm3, 접촉

법에서 0.158 mg/cm3의 LD50 값을 나타냈으며, 거짓쌀도둑거저

리 성충에 대해 훈증법에서 0.141 mg/cm3과 접촉법에서 0.236

mg/cm3의 LD50 값을 나타냈다(Lee와 Lee, 2016b). 이러한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양곡창고에서 유칼립투스 페퍼민트와 타임 정

유를 이용하여 화랑곡나방과 거짓쌀도둑거저리에 대한 살충 실

증실험을 진행하였다.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정유에 대해 화랑곡

나방 유충은 72시간 동안 35, 86 및 100 %의 사충율을 보였으

며(Table 1), 화랑곡나방 성충은 3시간 동안 22, 72 및 100 %

의 사충율을 보였다(Table 2). 타임에서 추출한 정유성분에 대

해서는 거짓쌀도둑거저리 유충은 120시간 동안 실험한 결과 24,

38, 71, 82 및 100 %의 사충율을 보였으며(Table 3), 거짓쌀도

둑거저리 성충은 120시간 동안 57, 69, 82, 92 및 100 %의 사

충율을 나타내었다(Table 4). 화랑곡나방과 거짓쌀도둑거저리에

대해 유칼립투스 페퍼민트와 타임 정유를 분사하지 않은 양곡

창고에서는 0 %의 사충율로 정부양곡창고의 환경은 사충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정유성분에 의해

살충활성이 나타나는데 화랑곡나방 유충은 72시간과 성충 3시

간으로 방제시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Chen 등(2011)의 연구결

과에서 서양고추냉이(Armoracia rusticana)에 대해 화랑곡나방

유충은 17.171 µL/L, 성충은 4.543 µL/L의 LC50 값을 나타내었

으며, 이러한 결과에 따라 화랑곡나방 성충은 유충보다 감수성

Table 1 Insecticidal activities of Eucalyptus dives oil against Plodia

interpunctella larvae in the granary 1)

Mortality (mean ± SE, %)2)

Exposure time (hour) 24 48 72 96 120

Eucalyptus dives 35±5.5 86±12.1 100 100 100

Temperature (oC) 28.2 29.6 29.2 29.2 29.2

Humidity (%) 57.1 60.0 60.2 60.2 60.2

1)Exposed at a dose of 0.788 m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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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Insecticidal activities of Eucalyptus dives oil against Plodia

interpunctella adults in the granary 1)

Mortality (mean ± SE, %)2)

Exposure time (hour) 1 2 3 4 5

Eucalyptus dives 22±5.9 72±10.2 100 100 100

Temperature (oC) 29.5 29.4 29.4 29.5 29.5

Humidity (%) 57.1 57.3 57.1 57.2 57.1

1)Exposed at a dose of 0.788 mg/cm3

2)Mean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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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거짓쌀도둑거저리

유충과 성충은 타임 정유성분에 의해 120시간내 100 %의 살충

활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정부양곡창고에서 살충 실증실험을

진행하여 유칼립투스 페퍼민트와 타임 정유로 화랑곡나방과 거

짓쌀도둑거저리에 대해 높은 살충활성을 나타냈으므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업적 방제제를 대체하여 추후 정부양곡창고내

에서 저곡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천연 바이오 기능성 소재로서

개발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정부양곡창고내에서 유칼립투스 페퍼민트와 타

임에서 추출한 정유성분을 이용한 화랑곡나방과 거짓쌀도둑거

저리의 살충 실증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정부양곡창고내에서 정

유성분을 이용한 저곡해충 방제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정유성분에 의하여는 화랑곡나방

유충은 72시간 내에 100 % 사충율이 나타났으며, 성충은 3시간

내에 100 % 사충율이 나타났다. 타임에서 추출한 정유성분에

의하여는 거짓쌀도둑거저리 유충은 120시간 내에 100 % 사충

율을 보였으며, 성충은 120시간 내에 100 % 사충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양곡창고에서 화랑곡나방과 거짓쌀도둑거저

리를 방제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오일성분을 이용하

여 정부양곡창고내 저곡해충에 대한 방제 가능성을 보여준다.

Keywords 거짓쌀도둑거저리 · 살충활성 · 유칼립투스 페퍼민

트 · 타임 · 화랑곡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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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ure time (hour) 24 48 72 96 120

Thymus vulgaris 24±3.1 38±4.2 71±9.6 82±7.3 100

Temperature (oC) 22.4 22.1 23.2 23.6 23.6

Humidity (%) 67.6 65.6 71.3 68.1 56.2

1)Exposed at a dose of 0.634 m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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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Insecticidal activities of Thymus vulgaris oil against Tribolium

castaneum adults in the granary 1)

Mortality (mean ± SE, %)2)

Exposure time (hour) 24 48 72 96 120

Thymus vulgaris 57±8.7 69±10.5 82±10.4 92±1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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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4 m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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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