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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calcium hydroxide (slaked lime) and a combination of plant extracts (‘natural product’;
clove, cinnamon, and saponin; 1:1:1 ratio) as acaricidal control mechanisms for poultry red mites. Red mite susceptibility was
evaluated after treatments with 10% slaked lime, 20% slaked lime, and 1% natural product. The duration of the acaricidal
effect was also tested at 0, 10, 30, and 60 min after treatment using 20% slaked lime, 1% natural product, or a mixture of
both. In the in vitro experiment, the slaked lime treatments were 73.2% (10% slaked lime) and 85.1% (20% slaked lime)
effective on red mites. In acaricidal effect of control materials over times, with 20% slaked lime, the acaricidal effect decreased
to 50.7% after 30 min, and 12.7% after 60 min (P<0.05). With 1% natural product, there was no acaricidal effect after 30
min (P<0.05). With 20% slaked lime +1% natural product, all of poultry red mites died until 30 min, and 92.9% after 60
min (P<0.05). On the farm, poultry red mites were observed that the number of poultry red mites increased 7,923 from 36
to 45 weeks, but then decreased to 483 after 20% slaked lime plus 1% natural product treatme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ombining slaked lime and plant extracts effectively control poultry red mites.
(Key words: poultry red mite, slaked lime, natural product, control)

서 론
년 유럽에서 발생한 살충제 잔류 계란 사태는 큰 충
격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내에서도 식품 안전성에 대
한 우려로 산란계 농가의 계란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39
농장 중 52개 농장에서 살충제가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52개 농가 중 31농가(59.6%)는 친환경 인증
을 받은 곳이었다(Ham, 2015). Ham(2015)은 살충제 잔류 계
란이 산란계 농가에 퍼져 있는 닭진드기의 방제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닭진드기는 흡혈 혹은 병원체에 대한 감염인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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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으로 산란계 농가에 해를 입힌다(Chauve, 1998;
Moro et al., 2005, 2009; Sparagano et al., 2009; Huber et al.,

닭진드기의 감염률은 상업용 계사에서 최대 9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Mul, 2017), 닭진드기에 오
염된 가금류의 열악한 건강 상태는 산란율 감소와 계란 품
질의 저하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유럽의 경우 2억 3천만 유
로/3,167억 원)을 초래한다(van Emous, 2017). 또한 닭진드기
가 오염된 계사는 기생충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져 농장
관리자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Moro et
al., 2007; Flochlay, 2017), 심한 경우에는 농장 관리자가 지
속적인 피부 자극과 가려운 피부염으로 고통받는다(Chauv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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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Sparagano et al., 2009; George et al., 2015).

가축의 해충 관리에 기존의 화학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은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닭진드기는 carbaryl,
diazinon, dichlorvos 및 permethrin 등 합성 살비제를 사용함
으로써 제어되었으나, 이러한 제품의 지속적인 사용은 내성
발생, 환경 문제 및 안전성 논란이 발생하며(Kim et al.,
2004; Fiddes et al., 2005), 향후 법규가 엄격해져 가용성이
더욱 감소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기 인산염이나 fenitrothion은 닭진드기 관리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
란계 농가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Fiddes et al., 2005).
이에 따라 여러 국가들은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새로운 닭
진드기 방제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농업에서 소석회의 사용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가
축 및 가금류 생산 업체는 계사 내 악취를 줄이기 위해 분뇨
와 깔짚에 석회를 첨가했다(Watson et al., 2003). 또한, 소석회
처리가 곤충(Barata et al., 1992; Boucher et al., 1993)과 병원
체(Munoz et al., 1995; Stanush et al., 2000)를 감소시키거나
격퇴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백운석회암과
소석회의 단일 처리는 일본 딱정벌레의 밀도를 감소시키는
데 실패하였다(Vittum, 1984). 반면, 우사에 석회 첨가시 박
테리아 수가 초기에 현저히 감소되었고(Hogan et al., 1999),
Watson et al.(2003)은 소석회가 외미거저리 처리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식물 성분을 기본으로 하는 살충제는 닭진드기를 포함하
여 수의학적으로 중요한 해충에 대해 이미 사용되고 있다
(George et al., 2008). 시판되고 있는 님(neem) 기반 추출물

은 닭진드기 구충 효과를 나
타내었다. 닭진드기와 식물 에센스 오일이 관련된 이전의
연구들에서도 구충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Kim et al., 2004,
(MiteStop, Felema, Switzerland)

2007; Maurer et al., 2009; George et al., 2010; Na et al.,

닭진드기 제어에서 식물 기반 제품의 사용의 가장 큰
제약은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효과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Isman, 2006; George et al.,
2009; Mul et al., 2009). 겉보기에 유사한 식물추출물이 환
경 조건, 수확 요법 및 추출 프로토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의 변화로 인해 화학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Isman,
2006; George et al., 2009), 식물성 제품에서 활성 성분을 분
리하고 구충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geraniol과 여러 형태의 cinnamaldehyde는 닭
진드기에 독성이 있다(George et al., 2009; Na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닭진드기 방제 물질로서 소석회, 친환
경 방제 물질 및 이들 혼합물의 감수성과 시간 경과에 따른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1).

재료 및 방법
1. 닭진드기 채집

닭진드기는 포획 장치를 이용하여 경기도 여주시 소재 산
란계 농장에서 대량 채집하였다. 포획 장치는 시중에서 쉽
게 구할 수 있는 골판지를 5 × 6 cm로 자른 것으로서 케이
지의 계분벨트에 부착하였으며, 2일 후 수거하여 10일 이내
시험을 수행하였다(Fig. 1).

Fig. 1. Monitoring location of poultry red mites in the poultry house: 3 lines × 3 locations (front, middle, back) × 3 locations (upper,
middle,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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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설계 및 방법

본 시험에 사용된 친환경 방제 물질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식물추출물 혼합물로서, 식물추출물 3종(정향, 계피,
사포닌)을 1:1:1 비율로 혼합한 것이다.
<시험 1>은 닭진드기 방제 물질에 대한 감수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처리구는 소석회 10%와 20% 수용액, 1% 친환
경 방제 물질의 총 3처리구, 처리구당 3반복으로 하였다.
<시험 2>는 식물추출물 혼합물의 지속성을 평가하였다.
처리구는 20% 소석회 수용액과 1% 친환경 방제 물질을 단
독 혹은 1:1로 혼합하여 처리구(처리구당 3반복)로 하였으
며, 처치 후 시간 경과(0, 10, 30, 60분)에 따른 닭진드기 구
충 효과를 조사하였다.
3. 닭진드기 구충 효과 조사

의 곤충용 페트리디쉬(Insect breeding dish,
에 멸균된 여과지(Filter paper,
Hyundai Micro Co., Korea)를 장착한 후 여과지에 골고루 접
촉될 수 있도록 준비된 방제 물질을 분주하였다.
방제 물질의 분무 방법과 분무량, 그리고 분무 전후의 닭
진드기 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Hong et al.(2020)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시험 1>에서는 방제 물질 분주 직후, 작은 붓을 이용하
여 페트리디쉬에 닭진드기 성충을 접종하고, 24시간 후 닭
진드기 성충의 사멸 수를 측정하였으며, <시험 2>에서는 시
간 경과(10분, 30분, 60분)에 따른 사멸 수를 측정하였다.
50 × 15 mm

SPL Life Science, Korea)

4. 닭진드기 방제 물질 현장 적용
1) 방제 물질의 사용

본 연구에 사용된 방제 물질은 <시험 2>의 20% 소석회
수용액과 1% 친환경 방제 물질의 혼합물을 이용하였으며,
방제 물질이 적용된 계사는 사육규모가 4만 5천수 정도의
산란계군(Hy-Line Brown, 18주령)이 사육되고 닭진드기가
관찰되지 않은 계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계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닭진드기가 관찰되기 시작하였을
때, 방제 물질을 2∼3주 간격으로 도포하고 닭진드기 수를
모니터링하였다.
2) 닭진드기 모니터링

계사 내 닭진드기 모니터링을 위한 트랩과 모니터링 위치
는 Fig. 1에 나타내었다. 계사 내부에 총 27개의 골판지 트
랩(Hong et al., 2020)을 설치하여 2일 후에 수거하였다. 수

거된 트랩은 —20℃ 냉동고에 1일 이상 저장 후 포획된 닭진
드기 마리수를 계수하였다.
5. 통계처리

본 시험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는

의

SAS(2012)

GLM

(General Linear Model) Program(one-way ANOVA procedure)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처리구 간의 평균값을 Duncan
(Duncan, 1955)의 다중 검정을 이용하여 95% 신뢰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 과
1. 닭진드기 방제 물질의 감수성 및 지속성 평가

본 시험에 사용되는 닭진드기 방제 물질의 감수성 평가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1% 친환경 방제 물질은 100%
구충 효과가 있었으며, 10%와 20% 소석회 수용액을 처리하
였을 때 각각 73.2%와 85.1%로 나타났다.
본 시험에 사용된 닭진드기 방제 물질의 시간 경과에 따
른 지속성 평가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방제 물질에
닿았을 때 닭진드기의 사멸이 육안으로 확인되었으며, 처치
후 10분까지 모든 처리구에서 구충 효과가 90% 이상을 나
타내었다. 그러나 20% 소석회 수용액을 처리한 경우 구충
효과는 30분이 경과되었을 때 50.7%, 60분 경과시에는
12.7%까지 감소하였다(P<0.05). 1% 친환경 방제 물질 처리
구에서는 처리 30분 후부터 닭진드기의 구충 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P<0.05).
2. 닭진드기 방제 물질의 현장 적용

본 시험에서 닭진드기 방제 물질의 현장 적용한 결과는
에 나타내었다. 닭진드기는 36주령에 27개 트랩에서 7
마리가 관찰되기 시작하여 10주 만에 7,923마리로 증가하였
으나, 46주령에 방제 물질을 처리한 이후 47주령에 438마리
로 감소하였다.
Fig. 2

Table 1. Acaricidal effect of control materials on poultry red
mite in vitro experiment
Numbers
(dead/total)

Ratio
(%)

10% slaked lime

30/41

73.2

20% slaked lime

40/47

85.1

1% natural product

41/4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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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caricidal effect of control materials over times on poultry red mites
Over time (min)
Treatment

0

10

30

60

Numbers

Ratio (%)

Numbers

Ratio (%)

Numbers

Ratio (%)

Numbers

Ratio (%)

T1

109/112

97.3±2.01

124/130

95.3±2.91

62/123

50.4±1.45b

16/128

12.5±2.33b

T2

117/117

100.0±0.00

98/98

100.0±0.00

0/79

-

0/107

-

92/99

92.9±7.33a

T3
P-Value

114/114

100.0±0.00

111/111

100.0±0.00

0.429

106/106

0.156

a

100.0±0.00
<0.05

<0.05

T1, 20% slaked lime; T2, 1% natural product; T3, 20% slaked lime + 1% natural product.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소석회 수용액의 닭진드기 구충 효과를 조사한 결과,
각각 74.2%와 92.3%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
하였을 때 유사하였다.
식물기반 방제 물질이 닭진드기를 포함한 곤충의 방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과거부터 많이 발표되어져 왔
다(Kim et al., 2004, 2007; Maurer et al., 2009; George et al.,
2010; Na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식물추출물질
중 정향, 계피, 사포닌의 혼합물을 친환경 방제 물질로 이용
하여 감수성과 시간에 따른 지속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혼
합물 1% 수준에서 닭진드기는 바로 사멸되었으나, 30분 이
후로는 구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20% 소석회 수
용액과 1% 친환경 방제 물질의 혼합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60분까지 90% 이상의 구충 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닭진드기의 방제를 위해서
는 소석회와 친환경 방제 물질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의 최적 혼합 비율과 적용 방
법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0%

Fig. 2. Number of poultry red mite (PRM) of traps (n=27) before
and after treatment (at 46 weeks) with control materials in poultry
house.

고 찰
소석회를 이용하여 식물의 병충해를 예방하는 연구는 오
래 전부터 수행되어 왔다(Wong et al., 1993; Beresford et al.,
1995; Pung et al., 1995; Wong et al., 1995; Washington et al.,

뉴질랜드에서는 사과 과수원의 해충 방제에 사용되
는 살충제에 대한 살충제 내성(Suckling, 1996)과 소비자의
우려(Chrisite, 1993)로 인하여, 소석회를 이용한 해충 방제
법을 연구한 바 있다(Sucking et al., 1999).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소석회를 이용하여
가축 사육 시설을 소독하게 된 것은 2000년대 후반부터이며
(Kristula et al., 2008; EULA, 2009), Björkman et al.(2018)은
소석회 수용액이 송아지 기생충에 살균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였으나, 가축 사육에 소석회를 사용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
이다.
Hong et al.(2020)은 소석회와 에탄올의 닭진드기 방제 연
구에서 산란계사에 적용시키기 위한 예비 시험으로 10%와
1998).

적 요
본 연구는 닭진드기 방제 물질로서 소석회와 소석회․식
물추출물 혼합물의 감수성과 시간 경과에 따른 지속성을 평
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친환경 방제 물질은 식물추출물 3
종(정향, 계피, 사포닌)을 1:1:1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된 것
이다. <시험 1>은 방제 물질에 대한 감수성 평가로서, 소석
회 10%와 20% 수용액, 1% 친환경 방제 물질을 각각의 처
리구로 하였다. <시험 2>는 친환경 방제 물질의 지속성 평
가로서, 20% 소석회 수용액과 1% 친환경 방제 물질을 단독
혹은 혼합하여 각각의 처리구로 하였으며, 처치 후 시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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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0, 10, 30, 60분)에 따른 닭진드기 구충 효과를 조사하였
다. 10%와 20% 소석회 수용액을 처리하였을 때 닭진드기
구충 효과는 각각 73.2%와 85.1%로 나타났다. 20% 소석회
수용액을 처리한 경우, 구충 효율은 30분이 경과되었을 때
50.7%, 60분 경과시에는 12.7%까지 감소하였다(P<0.05).
1% 친환경 방제 물질 처리구에서는 처치 30분 후부터 닭진
드기의 구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방제 물질의
농가 적용 시, 닭진드기는 36주령에 관찰되기 시작하여 10
주 만에 7,923마리로 증가하였으나, 방제 물질을 처리 후
438마리로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닭진드기의 방제를 위
해서는 소석회와 친환경 방제 물질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
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색인어: 닭진드기, 소석회, 친환경 방제 물질,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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