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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약관리법(법률 제16120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약(農藥)과 관련된 용어들은 다음

과 같다.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

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동식물

(동물：달팽이·조류 또는 야생동물, 식물：이끼류 또는 잡목)을 방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

제·살충제·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

제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기피제(忌避劑), 유인제(誘引劑), 전착제(展着

劑)]를 말한다.

천연식물보호제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 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

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과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품목이란 개별 유효성분의 비율과 제제(製劑) 형태가 같은 종류를 말한다. 원제(原劑)란 농약

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농약활용기자재란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나 살균·살충·제초·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를 말하는 것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약의 범위

농약관리법에 나와 있는 농약의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약은 기존의 병해충 및 잡초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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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화학농약에서 천연식물보호제가 추가되어 들어가 생물농약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농약은 농작물이 잘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기여하는 물질로서 토양 및 종자 소

독으로부터 작물의 재배기간 동안 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병해충 및 잡초를 적절하게 

방제하여 농작물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수확한 농산물의 유통 및 저장 시 병해충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

하여 사용되는 약제들도 농약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 

약제, 낙과를 촉진 또는 억제하는 약제, 착색을 좋게 하여 농작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약제 등 

식물생장조절제 등도 포함하고 있다. 특정 해충을 기피하는 물질이나 반대로 좋아하는 물질을 

이용하는 기피제와 유인제도 농약의 범주에 포함되며 농약 살포액의 부착이나 고착성을 높여 

주는 데 사용되는 전착제와 농약 제재 시 사용되는 보조제도 농약의 범주에 포함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생물농약의 개발로 미생물이 분비하는 독소를 이용하여 병해충을 죽이거나, 

해충을 포식하는 천적 그리고 해충에 병을 유발해 죽게 하는 해충 병원균 등의 천연식물보호제

도 농약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해충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불임화제(不姙化劑)도 농약으로 규정

하고 있어 그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또한 생물공학 기법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병해충에 저항성을 가지는 작물체(insect－

resistant crops) 및 제초제에 저항성을 가지는 작물체(herbicide－resistant crops)인 유전자조작생물

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를 만들어 내고 있어 앞으로는 농약의 방제 개념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병해충 방제제의 개념을 크게 화학적 방제와 생물적 방제의 개념

으로 분류하여 점점 더 세분화되는 농약의 개념을 그림 1－1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병해충방제

제(pest control agent)를 화학농약과 생물적 방제제로 구분하고, 생물적 방제제는 생물농약과 기

타 생물적 방제제로 구분하였다. 생물농약은 다시 생화학농약과 미생물농약으로 구분하고 생화

학농약은 페로몬, 호르몬, 천연식물조절제, 효소 등이고 미생물농약은 세균, 진균, 원생동물, 바

이러스 등으로 구분하였다. 곤충포식생물, 대형기생생물 및 선충은 그 외의 생물적 방제제에 포

함시켰다.

농약의 정의에서와 같이 다양한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농약은 농작물 생산을 위

한 보호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제 간의 농산물 교역에서도 잔류농약 문제가 큰 이

슈가 되고 있어서 현대 농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농업용 자재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농약의 중요성에 따라 농약학(農藥學) 영역은 농약의 약효, 약해, 독성 등과 관련된 생

물활성과 농약의 합성, 구조활성, 잔류성, 안전성, 분해 및 대사 등과 관련된 이화학적 특성, 농

약의 제제(製劑), 부착성, 습전성 등과 관련된 물리적 특성 등을 연구하는 분야와 최근에는 다양

한 농작물로부터 수많은 종류의 농약을 분석하는 분석화학 및 기기분석 분야까지 점점 더 그 범

위가 넓어지고 있다. 

농약의 영어 표현 방식을 살펴보면 농약이란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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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영어식 표현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농약이란 의미의 영어식 표현은 crop protection 

agent, agrochemical, agricultural chemical로 표현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농약의 의미로 pesticide

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엄격하게 보면 pesticide는 영어 의미에 무엇을 죽인다는 표현의 ‘－icide’

를 붙여서 pest(해충)을 죽이는 물질로 해석될 수 있는데, 농약이란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 넓은 의미로 pesticide가 해충, 병균, 잡초 등 유해생물을 총체적으로 죽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살충제라는 영어 표현은 insect를 죽이는 물질이라 하여 insecticide를 주로 사용하고 있

다. 살균제는 광의적인 의미로는 antimicrobial agent가 적합한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한 단어로 

fungicide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식물의 상당수가 곰팡이 피해를 많이 받아 발생되기 때문

에 항곰팡이제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 살균제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

초제는 herbicide로 사용되고 있는데, 잡초를 죽이는 물질은 weed killer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herb(식물)를 죽이는 물질이라 하여 herbicide가 제초제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식물생장조절제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 plant growth regulator(PGR)를 사용하

고 있는데, 간단히 PGR 약자로 많이 사용된다.

그림 1－1   미국 환경보호청의 병해충 방제제 개념도

병해충 방제제
(Pest Control Agent)

화학농약
(Conventional Chemical 

Pesticides)

생물학적 방제제
(Biological and Bioligically 

Derived pest Control Agent)

생물농약
(Biorational Pesticides)

그 외의 생물적 방제제
(All other Living Pest Control Agent)

생화학농약
(Bioclemical Pest 
Control Agent)

미생물농약
(Microbial Pest 
Control Agent)

 ● 페로몬
 ● 호르몬
 ● 천연식물조절제
 ● 효수

 ● 세균
 ● 진균
 ● 원생동물
 ● 바이러스

 ● 곤충포식생물
 ● 대형기생생물
 ● 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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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약의 명명법

현대 농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은 크게 화학농약과 생물농약으로 대별된다. 유기합성 기술

의 급속한 발달로 화학농약의 종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또한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

라 화합물의 화학적 이름만으로는 농약을 명명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농약의 이름은 모든 화학농약이 원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농약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의 구성 정도에 따라 일정한 화학구조를 갖게 되므로 일단 화학명(chemical name)으로 명명할 

수 있다. 화합물의 체계적인 명명법(命名法)은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혹은 CA(Chemical Abstract) service에서 규정한 명명법에 따라 화학명을 붙인다. 그

러나 화학명은 그 화합물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화합물의 구조가 복잡해짐

에 따라 이름이 길어지게 되어 일반인들은 명명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농약을 구성하고 있는 모핵 화합물의 이름을 암시하면서 단순화시킨 이름인 일반명(common 

name)을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명은 화학명에서 일정한 규칙을 가

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명만으로 모핵 화합물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농약의 일반명은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의 기술위원회나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e),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JMAF(Japanese Minist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등에서 인정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농약의 또 다른 이름으로는 농약 개발 시 어떤 화합물의 일반명이 주어지기 전에 약칭하여 회

사나 개발자의 이름을 따서 붙인 코드명 또는 암호명(code name)이 있다. 때로는 코드명이 농약

이 개발된 뒤에도 그대로 일반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농약은 대부분 유기합성 화합물이지만 최근에는 생물제제가 개발되면서 생물제제에 대하여 

명명할 때 학명(scientific name)인 생물체의 라틴어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농약의 유효성분은 농약의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제화가 되어야 하는데, 농약 제제

의 형태에 따라 붙인 이름이 품목명(item name)이다. 동일한 유효성분이라 할지라도 제제 형태

를 달리하여 여러 제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또한 농약을 제제화하여 제품

화할 때는 그 농약을 제제화한 회사에 따라 고유한 이름인 상표명(trade name)을 사용하여 타 회

사에서 만든 제품과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농약을 명명하는 방법이 화학명, 일반명, 품목명, 상표명, 코드명 등으로 한 가지 약제

를 두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다 보니 농약 사용자 측면에서는 혼돈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

러나 사용되고 있는 농약의 종류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농약을 정확하게 명명할 수 있도록 숙

지하여야 목적에 부합되는 농약을 올바르게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은 농약 명

명법의 예를 나타낸다.

농약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약해와 독성으로 인하여 예

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농약을 명명하기에 앞서 농약 제품의 색상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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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소한의 용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 1－2와 같이 농약의 마개와 라벨의 바탕색으로 구분되

어 있다. 즉, 용도에 따라 살충제는 초록색, 살균제는 분홍색, 제초제는 노란색, 특히 비선택성 

제초제인 경우는 빨간색, 식물생장조절제는 파란색 기타 약제는 흰색으로 구분하고 있다. 혼합

제 및 동시 방제용 농약의 경우는 해당 농약 색깔을 병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3. 농약의 역할

작물을 재배함에 있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확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많

은 사람들이 연구해 오고 있다. 그중 농작물이 생육하는 시기에 이를 가해하는 병해충 및 잡초를 

효율적으로 방제하여 작물 생산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품질이나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

▶ 표 1－1   농약 명명법의 예

이름 유기합성 농약 생물농약

구조식 －

화학명
(RS )－(α－cyano－2－thenyl)－4－ethyl－2－

(ethlyamino)－5－thiazolecarboxamide 
－

일반명 Ethaboxam Trichcoderma atroviride  SKT－1

품목명 에타복삼 액상수화제 －

상표명
텔루스 트리코더마아트로비라이드에스케이티－1  

수화제

코드명 LGC－30473(LG Chemical) 에코호프

학명 － Trichcoderma atroviride  Berliner

▶ 표 1－2   농약의 용도에 따른 제품의 색상

용도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비선택성 

제초제

생장 

조절제
기타 약제

혼합제 및 

동시방제용 농약

라벨 바탕색 분홍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흰색
해당 농약 

색깔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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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산하는 일은 생산자인 농민이나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전 세계

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인구문제는 지역적으로 식량자원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국제 

사회에서 식량자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식량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식량자원의 안정적 생산의 양적인 문제와 국민소득 증대로 인한 안전한 농산물에 대

한 욕구는 더욱 증가하면서 농약의 중요성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인 농약

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계 속에 있는 농작물은 수많은 해충과 병원균의 

공격을 받게 되고 또한 잡초와의 양분 경합을 해야 하는데, 이를 농약으로 적절하게 방제해 줄 

수만 있다면 농업의 생산성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병해충 및 잡초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여 농업 생산물의 양적 증대와 함께 질적으로 향상시

키고 농작업을 생력화(省力化)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농약은 현대 농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농업자재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제는 농약 없는 농업경영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1 농업 생산성 증대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제

외하고 모든 여건이 과거보다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농가인구와 고령인구 비

율을 보면 그림 1－2(a), (b)와 같다.

2010년 농가인구는 약 306만 명에서 2018년 231만 명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 남

녀의 구성비는 거의 반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은 비율이었으며, 2018년 

통계를 보면 남성 113만 명, 여성 118만 명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계속 여성이 약간 많은 경향

이다. 반면에 고령인구 비율이 65세 이상을 고령인구로 보면 2010년 10.8%에서 2019년 14.9%

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현상은 최근 10년간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

며, 여성인구 비율도 약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국토개발로 인하여 경지 면적이 그림 1－2(c)와 같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173.6만 ha였는데, 2018년 159.6만 ha로 14만 ha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농업 여건 속에서 사람들의 식생활 패턴이 급속도로 서구화되면서 쌀의 연간 소비량

도 그림 1－2(d)와 같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1인당 쌀 소비량은 74kg이

었는데, 2018년에는 61kg으로 13kg 줄어들었다.

농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영농기술의 과학화로 꾸준히 농업 생산성은 증대되는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작물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가지고 농업 생산성 증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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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우리나라의 농가인구, 고령화, 경지면적의 변화

출처：국가통계포털 

쌀의 경우 생산량은 1945년에 ha당 1,770kg에서 1960년 2,720kg/ha, 1966년 3,230kg/ha으

로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이 증대되어 1976년에는 4,330kg/ha으로서 ha당 쌀 생산량이 4,000kg

을 넘어섰고 1996년에는 5백만 톤 이상이 생산되어 ha당 5,000kg 이상의 쌀 수량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수량은 최근까지도 유지되어 쌀의 경우 경작지 면적은 줄어들고 있지만 생산량은 2018

년에도 ha당 5,244kg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식량작물의 경우 맥류(보리, 쌀보리, 밀, 호밀, 귀리, 라이밀 등)는 2000년에 ha당 

2,387kg에서 2018년까지 생산량의 변동이 거의 없었고, 잡곡(조, 피, 기장, 수수, 옥수수, 메밀 

등)은 2000년에 3,046kg에서 2018년 3,516kg으로 증가되었고 두류(콩, 팥, 녹두, 강낭콩, 땅콩, 

동부 등)는 1,253kg에서 1,689kg 증가되었으나 서류는 5,438kg에서 4,605kg으로 낮아졌다.

과채류의 경우 세부 작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000년에 ha당 3,530kg에서 

2017년에 45,000kg으로 증가하였으며 엽채류는 2000년에 51,348kg에서 2018년에 105,472kg, 

근채류는 2000년에 42,906kg에서 2018년 76,637kg으로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과실 생산량은 

(a) 우리나라의 최근 농가인구의 변동 (b) 우리나라 농업인구의 고령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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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ha당 14,056kg에서 2018년 131,161kg으로 약 20년간 10배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생산량의 증가는 그동안 다수확 신품종의 육성, 보급 및 재배기술의 개선 그리고 기계

화 등에 의한 직접적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이면에는 이러한 품종 개량 및 재배 기술의 

개발도 농약 사용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약의 역할도 크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병해충의 가해로 피해가 심하여 수량 감소가 심하였던 다수확 품종들도 다양한 농약으로 

병해충의 방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농작물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병해충의 발생으로 농작물 재배시기의 조절이라든가 다수확을 위한 다비재배(多肥栽

培) 등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는 다양한 농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재배방법이 가

능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약이 농업 생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농업 여건이 불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의 농가소득은 그림 1－3에서와 같이 꾸

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9년도에 농가소득이 3천만 원에서 2018년도에는 4천  

2백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농업소득의 증가는 농업기술 향상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되며, 농약 

부문도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성장 밑바탕에는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증산, 백색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시설 재배기술의 발달 그리고 기계혁명이라는 농업기계의 발달로 농업부문의 생산성이 크게 향

상되었기 때문인데, 이 또한 농약이라는 농업용 자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스마트 팜(smart farm) 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업부문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작

물생육정보와 환경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병해충 방제 시스템, 즉 농약의 살포도 이루

어지게 되어 농약 최적 사용으로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3   우리나라의 농가소득 현황

출처：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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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노동력 절감

우리나라의 전체 농가 가구 수가 2010년 1,177,318, 2015년 1,088,518, 2018년 1,020,838가구

로 계속 감소되면서 농가인구도 2010년에 306만 명(남자 150만, 여자 156만), 2015년 256만(남

자 126만, 여자 130만), 2018년 231만 명(남자 113만, 여자 119만)으로 감소되는 추세로 나타났

다. 2018년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이 135만 명으로 58%에 달하여 전반적으로 노령화되고 있어 

농업 노동력 공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초제의 개발은 노동력

이 가장 많이 드는 분야인 제초작업에서 노동력 절감을 크게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우수한 제초

제의 개발로 벼의 직파(直播)재배와 같은 재배기술의 도입으로 모를 준비하고 모내기를 하는 데 

드는 노동력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약 살포 시에도 다양한 제제기술의 개발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농약성분을 혼합하

여 제제한 혼합제가 개발되고, 농약혼용 가능 여부도 다양한 농약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3.3 품질 향상

농약으로 농작물을 가해하는 병해충을 적절하게 방제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종자소독제의 개발로 파종 전에 종자에 있는 병원균을 방제하고 파종함으로써 농작

물의 수확량 증대는 물론이고 농산물의 품질도 향상되었다. 농산물의 국가 간 교역에서도 수확 

후 처리제(post－harvest pesticide) 등이 개발되어 사용됨으로써 수송 및 저장 기간에 농산물의 변

질을 막을 수 있어 품질 유지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모두가 계절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싱싱하고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식탁에서 접할 수 있

게 된 것도 우수하고 안전한 농약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수한 농약의 개발은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특히 사과의 경우 수

확 당시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 농약활용기자재를 통하여 일－메틸사이클로프로펜 

(1－methylcyclopropene)을 발생시켜 에틸렌의 숙성 작용을 막아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품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농약은 현재 사과뿐만 아니라 배, 감, 토마토, 참다래 등에도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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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약의 구비조건

농약은 농산물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용되는 중요한 농업자재로서 이 자재의 좋고 나

쁨에 따라 농산물의 수량 및 품질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다음과 같은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과거 많은 종류의 농약이 개발되어 실용화되었으나 이들 구비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도태된 것이 많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약도 이들 구비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은 

드물다. 따라서 이들 구비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농약으로서 좋고 나쁨이 결정

되며, 이들 구비조건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으며, 조건에 다소 미비한 것은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1 약효의 우수성 

농약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는 소량으로도 약효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제 대상이 되는 생물체를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방제 대상 생물체의 작용점에 농약

이 도달되어야 약효를 발휘하게 되는데, 적은 약량으로 단일 작용점을 가져야 높은 방제 효율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과거에 만들어진 농약의 작용점은 단일 작용점이 아니고 복합 작용점으로 

되어 있어 주로 다량으로 살포해야 약효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다. 

농약의 약효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발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천적이라든가 유용생물에까

지 영향이 미쳐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목적으로 하는 생물체만 죽이는 고도로 선택성이 높은 

약제들이 개발되어 기존의 약제보다 살포 약량을 적게 하여도 방제효과가 우수하고 환경오염을 

덜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농약은 소량으로 확실한 약효를 내는 것이 좋다. 

4.2 인축에 대한 안전성 

농약은 작물을 가해하는 병균이나 해충 및 잡초와 같은 생물을 살멸하는 약제이므로 정도의 차

이는 있으나 독성이 있는 물질이다. 이 때문에 그 독성 정도가 너무 높거나 잔류기간이 너무 길

어 농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독성을 유발하거나 주변의 가축에게 독성을 나타내서는 농약으

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농약은 다양한 경로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는데 농약을 제조하는 사람, 농약을 살포하는 사

람, 잔류된 농산물을 섭취하는 사람 그리고 환경 중에 존재하면서 농약을 흡입하거나 접촉하게 

되면서 중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축에 대한 독성은 가급적 낮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에서는 농업용 농약으로는 맹독성과 고독성에 해당되는 농약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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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은 농작물을 대상으로 살포하기 때문에 최종 수확물 중에도 잔류농약이 남아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 농약 모화합물에 대한 독성 조사는 물론 대사산물에 대한 독성 정도도 잘 파악하여 

잔류농약으로 인한 독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최근 들어 가축들이 농업부산물을 사료로 먹으면서 사료에 포함된 농약에 의한 가축 독성 피

해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가축에 대한 안전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3 농작물에 대한 안전성

병해충 및 잡초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농약에 의하여 농작물이 약해

(phytotoxicity)를 심하게 받아 생육에 이상이 생기면 아무리 약효가 우수한 농약이라 하더라도 

농약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사용하는 농작물의 형태와 농약 주성분 및 농약 제조 시

에 들어간 보조제에 의한 약효 및 약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러나 특수한 작물 및 한정된 시기에만 약해를 유발하고 그 외의 작물 및 시기에는 안전하다든지 

또는 비선택성 제초제와 같이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약의 경우에는 다소 약해가 있더라

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4.4 생태계에 대한 안전성

농약이 약효를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잔류성이 있어야만 약효를 지속시킬 

수 있다. 농약의 잔류성이 너무 길면 농약이 잘 분해되지 않아 살포 목적 이외에 주변의 생태계

를 파괴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 사용된 농약 중 잔류성이 너무 길어서 문제가 된 DDT를 포함

한 유기염소계 살충제들은 생태계에 잔류되어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용으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농약은 농약으로서의 약효 이외에 생태계의 각종 생물들에 대한 안전성도 충분히 고

려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농약 사용으로 인하여 천적까지 동시에 살멸하게 된다면 오히려 해충

의 대발생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생태계에 대한 안전성 검증 부분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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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농약 제제화의 용이성

농약은 원제를 직접 대상 농작물에 살포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제형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농약의 물리화학적 성질은 손상되지 않으면서 약효가 잘 발휘되고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대량생산을 해도 문제없이 제형화가 쉬워야 한다. 농약은 제품으로 

생산된 후에도 주성분 안정성(stability)에 대한 변화가 약효 보증기간 내에 일어나게 되면 약제

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므로 농약의 제제화 이후의 농약 주성분의 경시변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농촌 노동력의 부족으로 두 가지 이상의 농약을 한꺼번에 넣어서 살포액을 만들

어 살포할 경우에도 제형 간에 침전이나 분해촉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제화 이후에

도 제품 및 살포액의 안정성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농약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할 것

이다.

4.6 농약 가격의 합리성

아무리 약효가 우수하고 인축에도 안전한 농약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 농업생산비를 

높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농업경영비가 상승하게 되어 이익이 많지 않게 된다. 따라서 농약을 개

발하여 여러 시험을 거쳐서 제품화가 이루어질 때 소요되는 비용이 적절해야만 최종적으로 상

품화되었을 때 경제성이 있게 될 것이다.

4.7 기타

농약이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은 이 외에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조되어야 하고, 대량생산도 가

능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약관리법에서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모든 농약의 품목은 반

드시 농촌진흥청을 통해 등록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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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을 최초로 사용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짐작하건대 현재 사용되

고 있는 농약은 아니더라도 병해충 및 잡초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있었을 것이

다. 농약이 개발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원시 농약시대, 무기 및 천연물 농약시대, 유기합성 농

약시대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유기합성 농약시대를 다시 여명기, 전성기, 안전성기, 고

활성기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농약의 화학적 분류에 따라 무기 및 천연물 농약을 제1세대 농약, 

유기합성 농약을 제2세대 농약, 그리고 생물농약을 제3세대 농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세계의 농약 발달과정

1.1 원시 농약시대(기원전~1800년)

원시 농약시대에는 병해충 방제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농작물을 병해충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한 방법을 관례적인 경험에 의존하였다. 성서에 의하면 기원전 120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경작지에 소금과 재를 뿌렸다는 기록이 있다. 현대 농약의 개념에 기반하여 생각해 볼 

때 그 당시 소금과 재가 비선택성 제초제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기원전 

1000년경에는 그리스 시인 Homer에 따르면 유황의 증기가 훈증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었

다. 기원전 100년경에는 로마인들이 헬레보어(Hellebore, 미나리아재비과 식물로 백합과의 식물 

또 그 뿌리를 말려 가루로 만든 살충제) 가루를 쥐 또는 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기원전 25년경에는 고대 로마 시인인 Virgil이 종자처리제 개념으로서 질산칼륨(硝石, nitre) 및 

아무르카(amurca, 올리브유 찌꺼기 또는 침전물)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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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후 1세기경에는 비소(As)의 살충효과가 중국에서 인정되었으며, 이후 17세기경에 유럽에

서도 비소가 살충제로 사용되었다. 기원후 14세기경 Marco Polo의 동방견문록에 따르면 낙타의 

옴을 방제하기 위하여 광유(mineral oil)를 사용하였다. 또한 18세기에는 승홍[염화수은(II)의 의

약품명]과 황산동이 살균제로 사용되었고, 17세기 중반 프랑스에서는 담뱃잎의 추출물이 살충

제로서 사용되었다. 국화과인 제충국도 16세기 중기에 살충제로 사용되었으며 18세기에는 비누

가 살충제로 사용되었다.

1.2 무기 및 천연물 농약시대(1800~1900년)

19세기에 이르러 병해충 및 잡초를 방제하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연구되면서 방제 대상별로 적

용할 수 있는 약제가 개발되었다. 살균제의 경우 19세기 초에 밀의 깜부기병이나 포도의 흰가

루병 및 노균병의 방제를 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었으며, 1848년 Duchartre에 의해 이

들 병을 방제하기 위한 유황의 효과가 인정되어 유황 함유 농약개발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

후 1852년 Grinson액(유황과 소석회)이 개발되었으며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는 석회유황합제가 

Hoble 및 Covel(1880)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또한 1885년 Millardet에 의해 구리와 석회로 구성

된 석회보드로액이 개발되었다.

살충제의 경우 1815년에 감귤나무 깍지벌레를 방제하는 석유유제가 개발되었으며 1880년

에 미국의 감귤농장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1820년에는 Paris green이라는 비소제가 개발되었으

며 1867년에 감자의 콜로라도 잎벌레를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비소제 개발의 계기로 아

비산(삼산화이비소 수화물)과 아비산연(아비산납) 등이 개발되었으며 1892년에는 비산연(lead 

arsenate, PbHAsO4)이 개발되어 짚시나방 방제에 탁월한 효과를 거두었다.

천연물이 농약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690년경부터이며 1828년에 담배의 살충성분

인 nicotine을 순수하게 분리하면서 nicotine계 농약개발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1848년 콩과 작

물의 일종인 Derris의 뿌리를 나방류 애벌레를 방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1892년 Geoffory는 

Derris의 살충성분을 분리하여 rotenone계 농약의 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1800년경에

는 코카서스 지방에서 국화과 식물인 제충국의 분말이 살충제로서의 효과가 인정되었으며, 이

로 인해 제충국제 농약을 개발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 외에 이세리아 깍지벌레 방제에 송지

합제(송진에 수산화나트륨을 섞어 만든 강한 염기성 살충제)의 효과가 인정(Koeble, 1887)되었

으며 Riley는 알칼리제의 살충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 또한 1800년대 말에는 dinitrophenol계 화

합물과 이황화탄소 및 formalin이 저곡해충(저장 곡물을 해치는 해충, 쌀바구미 등) 방제용 농약 

및 종자소독제로서의 효과가 인정되었으며, 유기염소계 농약의 시초인 BHC(Faraday, 1825) 및 

DDT(Zeidler, 1874)가 각각 합성되어 유기염소계 농약의 개발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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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기합성 농약시대

1.3.1	 여명기(1900~1950년)

유기합성 농약의 여명기에도 무기농약인 비산석회(CaHAsO4, 1907), 동수화제[Cu(OH)2· 

CuCl2, 1910], 비산망간(MnHAsO4, 1944)이 개발되었다. 또한 Dictet와 Retschy(1904)에 의한 

담배의 살충성분인 nicotine의 합성으로 인해 황산니코틴(nicotine sulfate)이 살충제로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었다(1910).

Derris의 뿌리가루와 그 유효성분인 rotenone을 주성분으로 한 유제가 살충제로서 사용되었으

며, 제충국의 살충성분이 pyrethrin으로 규명(Standinger & Ruzicker, 1924)됨에 따라 제충국의 

추출물이 살충제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1940년대부터 유기합성 농약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천연물 유래 살충제는 사용량이 점점 감소하다가 1950년 이후에는 원료의 확보가 어려워 사용

량이 크게 감소되었다. 

천연 광물질 농약으로서 1906년경 미국에서 감귤의 깍지벌레 방제를 위해 비점이 높은 윤활

유로 조제한 석유유제가 개발되어 사용되었으며, Pickering(1906)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기

계유(machine oil)를 개발하였다. 

1800년대 말부터 유기합성 농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약제가 

탄생되는 여명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825년 Faraday가 합성한 BHC가 Slade(1942) 및 Dupire(1943)에 의해서 살충력이 인정되었

다. 또한 Vander와 Lindane에 의해서 BHC는 4개의 이성질체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들 이성

체중 γ －이성체가 가장 강력한 살충력을 갖는다는 것이 구명되어 γ －이성체를 함유한 lindane이 

개발되어 1960년대까지 사용되었다. Zeidler에 의하여 합성된 DDT도 강력한 살충력이 인정되

어(Müller, 1939) 주로 위생해충 방제용으로 사용되다가 1945년 이후에는 농업용 살충제로 사

용되었다. 1940년대에는 cyclodiene계 살충제인 chlordane(1945), aldrin(1948), dieldrin(1948), 

heptachlor(1949) 등이 개발되었으며 polychloroterpene계 약제인 toxaphene(1947)이 개발되어 유

기염소계 살충제로 사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Schrader가 독가스 화합물의 하나로서 유기인계 화합물의 합성을 

연구하던 중 침투성 살충제인 Schradan(OMPA, octamethylpyrophosphoramide)이 농업용으로 

처음 개발되었다(1941). 이는 유기인계 농약개발의 시초가 되어, TEPP(tetraethylpyrophosphate, 

1946), parathion(1947), EPN(1949) 등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유기인계의 개발은 해충방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유기인계 농약의 개발과 보급은 그동안 해충방제에 공

헌하였던 황산니코틴의 사용을 크게 감소시켰다. 한편 콩과 작물의 일종으로서 calabar bean의 

주성분인 physostigmine(methyl carbamate)이 신경 자극전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반으로 

carbamate 화합물을 해충방제용 약제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1947년에 DDT의 내성문제

가 대두되면서부터 그 대체 농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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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의 경우 1914년 독일의 Riehm에 의해 chlorophenol과 무기 수은화합물이 맥류의 깜

부기병에 사용되었으며, 유기 수은제인 uspulun(염화메톡시에틸수은)과 phenyl mercuric 

acetate(PMA) 등이 종자소독제와 잔디병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934년 Tisdal과 

Williams는 dithiocarbarmate계 화합물이 살균활성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여 1934년에 thiram, 

maneb, zineb 그리고 1942년에 ferbam 등의 유기유황계 농약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또한 

quinone계 화합물인 chloranil(1937), dichlone(1944)이 종자소독제로, dinitrophenol계 화합물

인 dinocap(1945)이 원예용 살균제로 개발되었다. 1930년대 후반에는 pentachlorophenol(PCP)

과 pentachloronitrobenzene(PCNB)이, 그리고 1945년에는 hexachlorobenzene이 개발되었다. 또

한 보건용 약제로 개발된 streptomycin(방선균의 일종인 Streptomyces griseus의 대사산물에서 발

견된 항생물질)이 식물체에서 항세균성 효능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진 후 anrimycin A(1947), 

cyclohexamide(1948) 등 다양한 항생물질이 식물병 방제용 제제로 개발되었다.

제초제의 경우 1936년 살균제로 개발된 PCP(pentachlorophenol)가 강력한 살초활성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 잡초 방제를 위해 사용되었으나 본격적인 유기합성 제초제의 개발은 2,4－D 

(1942)가 개발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00년부터 1950년까지는 유기인계, 유기염소계, carbamate계 등의 살충제와 유기

유황계, 유기수은계 및 항생물질 등의 살균제가 개발되었으며 phenoxy계 화합물이 제초제로서

의 효능이 인정되는 등 다양한 유기합성 농약의 개발이 활발하였던 시기로 유기합성 농약의 여

명기라 할 수 있다.

1.3.2	 전성기(1950~1970년)

유기합성기술의 발달과 병해충 방제기술의 체계적인 확립 등으로 1950~1970년대에는 다양

한 종류의 농약이 개발 및 보급되었다. Metcalf(1950)에 의해 carbamate계 화합물이 곤충의 

cholinesterase를 저해한다는 것에 기반하여 pyrolan 및 isolan 등이 살충제로 개발되었다(1952). 

Carbamate계 살충제는 DDT에 대한 저항성 해충의 방제에 효과적이고, 식물체 내 침투력을 

보유하고 있고, 포유동물에 대한 독성이 유기인계 농약보다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장점에 힘입어 carbaryl(1957), BPMC(fenobucarb, 1962), carbofuran(1965), aldicarb(1965), 

methomyl(1968) 등과 같은 다양한 carbamate계 농약이 개발되었다. 

유기염소계 농약의 사용이 꾸준히 증가되면서 새로운 약제로서 endrin(1951), mirex(1954), 

endosulfan(1956) 등이 개발되었다. 유기인계 농약도 이 시기에 다양한 구조로 탄생되었는

데 malathion(1950), dimethoate(1951), diazinon(1952), DEP(1952), fenitrothion(1960), 

chlorpyrifos(1965), triazpphos(1970) 등 약 130여 종이 개발되어 사용되었다. 한편 DDT의 사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응애류의 천적이 감소하면서 응애로 인한 과수작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

여 응애를 선택적으로 방제하는 chlorobenzilate(1952), tetradifon(1954) 등과 유기주석계 농약인 

cyhexatin(1968), fenbutatin－oxide(1969) 등의 살응애제가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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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로운 계열의 살충제로서 바다 갯지렁이의 독소성분인 nereistoxin의 구조를 기반으로 

합성한 cartap이 1965년에 개발되었다.

살균제는 여명기에 이어서 mancozeb(1961), sankel(1963) 등의 유기유황계 살균제가 식

물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한 약제로서 개발되었으며 유기비소계인 neoasozin(1950)

은 벼 잎집무늬마름병(紋枯病, 문고병) 방제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함질소고리

(azoheterocyclic) 화합물인 quinoline(1946), amitraz(1955), trichloromethylthiolate계 화합물

인 folpet(1949), captan(1952) 및 captafol(1961) 등이 개발되었으며 항생물질인 blasticidin－S 

(1958), kasugamycin(1963), polyoxin(1965) 등이 작물의 세균 및 곰팡이 병 방제제로 개발되었

다. 또한 fluorophenylalanine이 오이의 검은별무늬병원균의 아미노산과 길항작용을 하고 있음

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carboxin(1966), benomyl(1967) 및 thiophanate－methyl(1970) 

등의 침투성(systemic) 살균제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유기인계 화합물이 살균제로도 

iprobenfos(1965), edifenphos(1967) 등이 개발되어 벼의 도열병 방제약으로 사용되었다.

잡초를 화학물질로도 방제할 수 있다는 개념이 성립됨에 따라 제초제의 개발도 이

루어지기 시작하여 MCPA(1945), MCPB(1954) 등 다양한 phenoxy계 제초제가 개발

되었으며 propham(1945), barbam(1958) 등의 carbamate계, linuron(1960) 등의 요소

계, simazine(1956), dimethametryn(1969) 등의 triazine계, diquat(1963), paraquat(1958)

의 bipyridylium계, bromacil(1963), terbacil(1966) 등의 uracil계, chloridazin(1962)과 같

은 pyridazine계, oxadiazon(1969)과 같은 oxadiazol계, trifluralin(1960)과 같은 aniline계, 

bromoxynil(1963), ioxynil(1963) 등의 nitrile계, diphenamid(1960), allidochlor(1965) 등의 amide

계, butachlor(1969), alachlor(1970) 등의 anilide계, nitrofen(1964), CNP(1965) 등의 diphenyl 

ether계, piperophos(1970), butamifos(1970) 등의 유기인계 제초제가 개발되어 사용되었다. 

식물생장조절제 분야에서도 IAA, 2,4－D, 2,4,5－T 및 MCPA, maleic hydrazide 등이 1950

년대 초에 개발되었으며 gibberellin(1955), atonik(1969) 등이 식물의 생장촉진제로 개발

되었다. 생장억제용 약제로서는 4급 암모늄화합물인 chlormequat chloride(CCC, 1950) 및 

daminozide(1962), flurecol(1965), chlorphonium(1965) 등이 사용되었으며, 착색촉진제인 

ethephon(1965), 작물건조제인 endothal(1951), diquat(1957) 등이 식물생장조절제로 개발되어 

농작물의 양적 및 질적 향상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와 같이 1950년부터 1970년대까지는 유기염소계 살충제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유기인계,  

유기유황계, 항생물질 및 제초제 등의 다양화와 carbamate계 살충제 및 살응애제의 등장과 더불

어 침투성 살균제 등 다양한 종류의 화학구조를 가진 농약들이 개발되어 유기합성 농약의 전성

기를 이루었다.

1.3.3	 안전성기(1970~2000년)

1970년대 이전까지 사용되었던 유기합성 농약의 높은 독성과 병해충의 저항성 유발, 그리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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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환경 중 잔류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1970년대 이후에는 이들 농약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인축에 대해 독성이 낮고 환경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낮은 안전성 위주의 농

약이 개발되었다.

살충제의 경우 독성이 강한 유기인계 농약의 분자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 비교적 독성이 낮

은 acephate, heptenophos 등이 개발되었으며(1971), 독성은 강하면서도 유기염소계 약제에 비해 

잔류성이 낮은 pyrimofos－methyl(1970), isofenphos(1974) 등이 개발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유

기인계 살충제가 경엽처리제로 사용되는 데 반하여 독성이 강한 phoxim(1970), terbufos(1974), 

isazofos(1974) 등은 토양 살충제로 사용되었다. 

천연물 농약시대부터 살충제로 사용되어 온 제충국의 유효성분 중 하나인 pyrethrin의 광

에 의한 불안정성을 극복한 합성 pyrethroid계 살충제는 permethrin(1973)의 개발을 시작으로 

fenvalerate(1976), deltamethrin(1977) 등이 개발되었고 낮은 농도로도 방제효능이 우수한 α －

cypermethrin(1983), bifenthrin(1985), esfenvalerate(1986), acrinathrin(1991) 등이 개발되어 포

유동물에 대한 독성이 낮은 pyrethroid계 살충제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Carbamate

계 살충제로는 isoprocarb(1970), carbosulfan(1979), furathiocarb(1981), benfuracarb(1983) 등으

로 저독성화가 이루어졌으며 nereistoxin계인 bensultap(1987)도 개발되었다. 

또한 개발된 대부분의 살충제가 신경기능 저해제로서 작용하는 약제들인 데 반하여 곤

충표피 구성물질의 생합성을 저해시키는 benzoylurea계 약제인 diflubenzuron(1972), 

teflubenzuron(1983), hexaflumuron(1983), flucycloxuron(1988) 등이 개발되어 방제효과의 선택

성을 발휘하게 되었다. 기타 살충제로는 합성 nicotinoid계인 imidacloprid(1991)와 pyrazole계인 

fipronil(1993)이 새로운 화학구조로 탄생되었다.

살균제의 경우 triazole계인 triadimefon(1976), bitertanol(1979), tebuconazole(1988), 

difenoconazole(1989), fenbuconazole(1991), cyproconazole(1996), anilide계인 metalaxyl(1977), 

procymidone(1976), vinclozolin(1976), oxadixyl(1983), 그리고 유기인계인 pyrazophos(1971) 

및 fosetyl－Al(1977), tolclofos－methyl(1988) 등과 기타 침투성 약제로 imazalil(1972), 

tricyclazole(1975), fenarimol(1975), isoprothiolane(1975), prochloraz(1980), ethaboxam(1998) 등

과 strobilurin계인 azoxystrobin(1992), kresoxim－methyl(1996) 등이 개발되었다. 또한 비침투성 

계열 약제로는 iprodione(1972), validamycin(1972), fluazinam(1988), pencycuron(1988) 등이 개

발되었다.

제초제의 경우 그동안 1년생 잡초를 방제하기 위한 약제의 사용으로 인한 잡초군락에 대

처하기 위하여 1년생과 다년생 잡초를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혼합제가 개발되었다. 대표적

인 약제로는 낮은 농도 수준에서도 방제효과가 우수한 sulfonylurea계인 chlorsulfuron(1982), 

metsulfuron－methyl(1983), pyrazosulfuron(1989), imazosulfuron(1993) 등이 개발되었으며 

imidazolinone계인 imazaquin(1983), imazapyr(1983) 등도 새로운 계열의 제초제로 탄생되었다. 

비선택성 제초제로서 아미노산 유도체인 glyphosate(1982), glufosinate(1984), bialafos(198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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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되었다.

식물생장조절제로는 숙기촉진제인 uniconazole(1988), t r inexapac－ethy l(1992), 

prohexadion(1994), pyriminobac－methyl(1996) 등이 개발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제초제 저항성 작물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면서 imidazolinone계 제초제인 imazethapyr(1984)에 저항성이 있는 IMI 옥수수, 

sulfonylurea계 제초제에 저항성이 있는 STS 콩 등이 개발되었다. 또한 glufosinate, glyphosate 

등 비선택성 제초제에 저항성을 보이는 대두, 유채, 면화, 옥수수 등이 개발되었으며 Bacillus 

thuringiensis(Bt)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감자, 면화, 옥수수 등도 개발되었다.

1.3.4	 고활성기(2000년	이후)

안전성기 이후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농약의 등록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고독성 및 잔류성 농

약 개발과 사용은 크게 줄어들고 적은 약량으로 활성이 높은 고활성 농약과 제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살충제의 경우 포유동물에 독성이 낮고 뿌리혹선충에 대해 선택성이 탁월한 유기인계 

cadusafos(2001)와 imicyafos(2010)의 마이크로캡슐 제형이 개발되었다. 또한 천적에 대해 독

성이 낮은 곤충생장조절제(insect growth regulator, IGR)인 tebufenozide(1999)에 기반을 둔 

methoxyfenozide(2001)가 새로운 IGR계 약제로 개발되었으며, 이는 나방류 해충의 섭식을 교

란시키고 탈피작용(ecdysis)의 촉진을 통해 방제효능을 가져왔다. 또한 낮은 농도수준에서도 나

방류 해충과 총채벌레에 대해 방제효능이 우수하며 유기인계 및 합성 피레스로이계 약제에 대

해 교차저항성을 유발하지 않은 pyridalyl이 개발되었으며(2004), 불소 원소를 함유한 flonicamid

가 채소작물에 발생하는 진딧물과 총채벌레를 방제하는 살충제로 개발되었다(2006). 2007년에

는 담배거세미나방과 멸강나방에 대해 방제효능이 우수한 flubendiamide가 개발되었으며, 이

와 유사한 살충기작을 보유한 chlorantraniliprole(2009)이 개발되었다. 또한 2001년에 개발된 

indoxacarb와 유사한 작용기작을 가지면서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농약에 대한 저항성 해충을 방

제하는 효능이 있는 metaflumizone이 개발되었으며(2009), 진딧물과 총채벌레에 대해 섭식독

성 및 흡즙독성을 가지고 있는 pyrifluquinazon이 개발되었다(2010). 한편 응애를 방제하는 약

제로 사용되던 milbemectin이 나방류 해충과 총채벌레 방제를 위해 개발되었으며(2010),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해충의 전반적인 생애에 걸쳐 방제효능이 우수한 tolfenpyrad(2002)가 응애제

로 개발되었다. 또한 해충의 전자전달시스템을 교란시키는 효과가 있는 cyflumetofen이 응애제

로 개발되었으며(2007), 새로운 acrylonitrile계 살충제인 cyenopyrafen이 개발되었다(2008). 특히 

cyenopyrafen은 대부분의 응애에 대해 탁월한 방제효능이 있으며 교차저항성을 유발하지 않은 

약제로 알려져 있다.

살균제의 경우 균사 억제용 약제인 ferimzone(1991)의 구조에 기반한 새로운 농약으로서 

diclocymet와 fenoxanil이 개발되었으며(2000), ergosterol 생합성 저해제(ergosterol biosys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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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ibitor, EBI)로서 pyribencarb(2012)가 strobilurin계 살균제 azoxystrobin(1998)에 이어서 개발

되어 채소와 과수에 발생하는 곰팡이를 방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또한 감자와 포도에서 발생하

는 곰팡이병을 방제하기 위해 cyazofamid가 개발되었으며(2001), 이는 향후 cyanoimidazole계와 

benzimidazole계 살균제의 추가적인 개발에 대한 계기가 되었다. 2002년에는 보리와 야채 및 과

수에 발생하는 흰가루병을 방제하는 효능이 있는 cyflufenamid가 개발되었으며 benthiavalicarb 

isopropyl이 개발되어(2007) 곰팡이에 대한 세포벽 합성 저해제로 사용되었다. 2008년에는 침투

성 살균제인 amisulbrom과 광범위 살균제인 penthiopyrad가 개발되었다. 

제초제의 경우 fentrazamide(2000)가 개발되어 벼에 발생하는 다양한 잡초를 방제하는 데 사

용되었으며, 벼에 방생하는 잡초인 피와 기타 단년생 잡초를 방제하기 위해 fenoxasulfone이 

개발되었다(2012). 또한 glyphosate 저항성 잡초를 방제하는 능력이 있는 pyroxasulfone이 개

발되었으며(2011), carotenoid 생합성 저해제로서 benzobicyclon(2001)과 벼에 발생하는 광엽

성 잡초에 대해 chlorophyll 생합성을 저해하는 tefuryltrione(2009)과 mesotrione(2010), 그리

고 protoporphyrin 생합성에 관여하는 산화효소(protoporphyrinogen oxidase, PPO)를 저해하는 

fluthiacet methyl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2000년대 이후에는 인축과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적고 독성이 낮으며 낮은 농도에서

도 우수한 방제효과를 나타내는 작용점이 특이한 생합성 저해제 계통의 고활성 농약이 많이 개

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농약 발달과정

2.1 근대 농업기(기록 중심)

우리나라의 농약 발달과정을 보면 조선 세종 때 정초가 지은 농사직설(1429)에 말의 뼈나 누에

의 열탕추출액에 종자를 침지하여 해충 발생을 예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한정록(허균, 

1610~1617)에 의하면 채소의 해충방제제로 고삼(Sophora angustifolia)의 뿌리나 석회수를 사용

하였으며, 저곡해충 방제를 위하여 도꼬마리(Xanthium strumarium)나 쑥(Achillea asiatica)을 햇

볕에 말린 다음 잘게 썰어 종자와 함께 저장하여 해충 발생을 예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천연물 농약을 사용한 시기라 볼 수 있다.

과수의 해충방제에 대해서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홍만선이 지은 산림경제를 보면 유

황분말을 훈증하는 방법과 수목의 벌레구멍을 삼나무 또는 유황분말로 막아서 방제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었으며, 이는 17세기 말부터 무기농약이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19세기에는 생선기름이 벼의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된 것이 임원경제지(서유구, 1842~1845)에 

기술되어 있으며, 19세기 말에는 해충의 발생 상태에 따른 해충방제법이 농정촬요(정병하,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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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술된 것으로 보아 이 시기부터 과학적인 병해충 방제가 시작된 전환기라 볼 수 있다. 농정촬요

에 의하면 벼 재배에 있어서 주요 3대 해충인 수충(이화명충), 강충(멸구류), 엽포충(잎말이나방 

혹은 혹명나방)의 발생 상태와 그 방제법이 기술되어 있는데, 물리적 방제법과 석유나 고래기

름을 수면에 처리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1909년 이각종의 농방신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살균제로는 옛날부터 병의 발생을 인정하면서도 그 방제법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

고,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도열병 방제를 위하여 볏짚재에 소량의 소금을 섞어 살포하였

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 외 수은·황산동액을 살균제로 사용하였음을 농방신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세기 이전까지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농약의 사용은 경험에 

의해서 주로 천연물 또는 무기물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1930년에 조선삼공농약사가 설립되면서 

외국의 유기합성 농약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도 농약의 근대화

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45년까지 도입되어 사용된 농약은 주로 구리제, 석회유황

합제, 비산연(비산납, lead arsenate), 비산석회 등의 무기농약과 제충국제, 황산니코틴 등의 천연

식물 유래 농약이 대부분이었다.

2.2 현대 농업기(1945년 이후)

1946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농약제조회사가 설립되어 ferbam 및 DDT 등의 유기합성 농

약이 완제품으로 수입되었다. 또한 다양한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carbamate계의 살충제와 유

기유황계, 유기인계, 항생물질 등의 살균제 및 제초제가 1970년대 이전까지 수입되어 병해충 

방제용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농약에 대한 안전성이 세계적으로 부각되

면서 침투성 살균제인 thiophanate－methyl, benomyl 등의 benzimidazole계 약제와 fenvalerate, 

cypermethrin, decamethrin 등의 합성 제충국제 및 미생물제인 Bt(Bacillus thuringienis, 1979) 등

의 농약이 사용되었다. 

한편 기존의 농약 두 성분 또는 그 이상을 혼합하여 제제한 혼합제 농약이 병해충의 동시 방

제 및 저항성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입증되어 벼의 주요 병해충인 도열병과 멸구류를 동시에 방

제할 수 있는 혼합제의 개발을 위한 기원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농약산업은 외국의 기술 도입으로 시작하여 외국 기술의 소화, 모방  

과정을 거치면서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기술력의 증대로 과거 완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던 농

약을 국내에서 대부분 제제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제형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

었다. 

농약원제의 생산에 있어서도 크게 성장하여 1969년 parathion 원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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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성공하여 우리나라도 최초로 농약원제 생산국이 되었다. 이후 1970년에는 BHC 원제가 

합성되었고 국내 농약원제 합성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농약의 사용량도 크게 증가하여 

유기합성 농약의 사용 초기인 1965년에 유효성분량으로 1,287 M/T 사용하던 것이 30년 후인 

1995년에는 26,000 M/T로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들어 단위 면적당 사용량이 줄어들고, 고독

성 농약들이 폐지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농약의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다.

농약 생산량은 2014년부터 2018년 5년 동안 15,133에서 16,283M/T 정도로 과거보다는 많

이 줄어들었으나 최근에는 생산량의 증가폭이 크지 않고 안정화되고 있다. 그 이후 연간 농약의 

소비량은 감소하거나 일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대표적인 농약은 유기인계 살충제인 flupyrazofos(KH－ 

502)로서 1995년에 성보화학에서 개발되었으며, 1998년에 LG화학(현, LG 팜한농)이 

pyrimidinyloxysalicyclic acid계 제초제인 pyribenzoxim와 1999년에 triazole carboxamide계 살

균제인 ethaboxam, 2003년에 sulfonylurea계 제초제인 flucetosulfuron을 개발하였고, 2010년 

목우연구소에서는 잔디전용 선택성 제초제인 methiozolin을 개발하였다. 또한 동부한농(현, 

LG 팜한농)이 2000년에 benzoylphenylurea계 살충제인 bistrifluron을 개발하였고, 2003년에 

aryloxyphenoxy propionate계 제초제인 metamifop을 개발하였으며 2017년에는 비선택성 제초제

인 thiafenacil을 개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