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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동안 생물학적 방제를 활용한 종합적 방제(Integrated Pest Management)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

다. IPM에 활용 가능한 바이오작물보호제(Bio-pesticide)는 일반적으로 독성 및 환경 잔류성이 낮고 사용자에

게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바이오작물보호제는 전체 작물보호제 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2015년 기준 25억달러 규모로 전체 작물보호제 시장에서 4%의 작은 규모를 차지하며 시장 규모 및 비중이 여

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2012년 바이엘(Bayer)의 AgraQuest 인수, 바스프(BASF)의 Becker-Underwood 인수, 신젠타(Syngenta)의 

Pasteuria Bioscience 인수 등 글로벌 농화학기업들이 1억달러 이상의 금액으로 바이오작물보호제기업을 대상

으로 한 M&A를 성공시켰다. 글로벌 농화학기업들의 활발한 시장 진입의 이유로는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된 

화학 제품들의 독성과 내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농화학기업들은 기존 화학작물보호제

의 단점을 보완하고 신제품의 수명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바이오작물보호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농화학기업들은 바이오작물보호제 개발에 대한 역량을 M&A를 통해 확보한 후 방제 스펙트럼을 넓히고 

안정적 효능을 낼 수 있는 다운스트림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단독 미생물 혹은 통합 

미생물군으로 새로운 미생물 원제를 개발하려는 업스트림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유전체 분

석을 위한 염기서열결정 비용 감소로 식물유전체와 토양미생물군 메타지놈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바탕으

로 RNA 간섭(RNA interference), 유전체 편집 및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등 혁신기술이 등장하여 기존 

사업 모델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농화학기업들은 현재 바이오작물보호제를 기존 화학제품을 대체하는 경쟁 제품군으로 인식하기 보다 

보완과 조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산업 저변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막대한 개발비용으로 화학작물보호제 신원제 개발을 포기한 Second tier의 농화학회사들도 바이오작물보호제 

개발은 지속하고 있으며 글로벌 농화학회사들도 바이오작물보호제의 초기 개발 단계에 뛰어들고 있다. 국내 농

화학기업들은 바이오작물보호제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기업과의 협업 또는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가야 할 것이다.

글로벌 농화학기업들이 
바이오작물보호제에 주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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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기존 화학작물보호제가 소비되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생

태계에도 잔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EU를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

가 강화되고 있다. 단일 작용모드(Mode of Action)1 를 가지는 화학작물보호제에서 필

히 발생하게 되는 내성 이슈로 지속적인 신원제 발굴 및 새로운 화학제품의 개발이 요

구되고 있으나 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일부 글로벌 기업만 참여하는 실정이다. 이

에 대한 대안 혹은 보완의 영역으로 바이오작물보호제가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기존 

화학작물보호제와 다른 작용모드를 가지면서 기존 화학적 방제에 대해 내성을 갖는 

병원균의 방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또다른 강점으로 부각되었다. 

화학 기반 신원제 개발의 어려움이 점점 심화되면서 글로벌 농화학기업들도 바이오

작물보호제에 주목하여 선도기업 합병을 통해 역량을 확보하고 그 활용 가능 영역을 

넓히기 위해 R&D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작물보호제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미국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스타트업들(Startups)이 출현하여 투자자들의 관

심을 끌고 있다. 과연 바이오작물보호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 작물보호제 산업의 

근본적 구조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어진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1. 바이오작물보호제 시장의 현 주소

바이오작물보호제의 개념 및 특징

바이오작물보호제(Bio-pesticide)란 미생물 또는 자연 유래 추출물을 기반으로 한 

살균제, 살충제와 제초제등의 작물보호제를 말한다. 바이오작물보호제에 대한 연구

개발은 1960년대 초반부터 정부기관연구소나 대학, 기업들에서 기초연구가 수행되

었다. 이때 개발된 대표적인 제품으로 Bacillus thuringiensis라는 세균을 이용한 

BT제가 있다. 이 세균은 해충의 소화 기관에 작용하는 단백질 독소(BT toxin)를 생

산하여 방제 효과를 보이며 현재는 식물체내에서 BT 단백질을 생산하여 해충에 대항

하는 식물 도입 보호제(Plant incorporated protectants)로도 사용되고 있다. 1965

년 벼 도열병 방제제로 개발된 Kasugamycin은 방선균의 일종인 Streptomyces 

kasugaensis로부터 분리되었으며 낮은 독성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식물병원균의 세포벽 합성을 저해하는 Polyoxin이나 Blasticidin-S도 초기

에 개발된 제품들이다. 2000년대 들어 더욱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었는데 대표적인 

1　�생물체의�생리생화학적�과정에�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어떻게�관여하는지에�대한�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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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으로 미국 Eden사의 미생물 유래 단백질인 Messenger, AgraQuest사의 세균제

품인 Serenade, 네덜란드 Koppert사의 균(곰팡이)제품인 Trianum 등이 있다. 이중 

Messenger는 Erwinia amylovora의 Harpin(Ea) 단백질을 대장균에서 생산하며, 

병해충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대신 식물의 면역력을 높이는 전신획득저항성

(Systemic Acquired Resistance)2 을 부여하는 기작을 가진다.

현재 작물보호제로 주로 사용되는 화학합성 기반의 작물보호제는 병해충과 잡초에 

방제효과를 보이는 단일 화합물을 유기합성을 통해 대량 합성하여 생산한다. 일반적

으로 고농도로 사용하며 저렴하고 신속하게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합

성된 화학작물보호제와 달리 바이오작물보호제는 인위적으로 합성한 것이 아니라 본

래 자연상태로 존재하는 미생물이나 미생물 발효산물 또는 식물 추출물을 방제에 사

용한다. 일반적으로 독성 및 환경 잔류성이 낮고 종 특이성3을 보여 사용자에게 안전

하다는 장점이 있다. 토양에 존재하는 근권(Rhizosphere) 미생물의 경우 병해충 방

제와 동시에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는 식물 생장 촉진 효과(PGPR)4[1]도 기대할 수 있

다. 그러나 바이오작물보호제는 농축되지 않은 상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단일 처리 기준으로 화학제품 대비 50-60% 정도의 효과를 보이며 

처리 환경에 따라 낮은 효능을 보일 수 있다. 보관 조건이 까다로워 장기 보관이 어

렵고 살충제와 살균제로 사용이 국한된다는 점 역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바이오작물보호제 시장의 현황

글로벌 바이오작물보호제의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25억달러 규모로 전체 작물보

호제 시장의 4%에 해당하는 작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전체 작물보호제 시장

이 5-6%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동안 바이오작물보호

제는 이보다 높은 17%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차트 

1 ). 이러한 높은 성장률은 기존 화학작물보호제에 

대한 규제 강화에 의한 영향이 크다. 유럽연합(EU)은 

2009년 이후 작물보호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

고 식품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치(MRL s; 

Maximum Residual Limits)5를 지속적으로 낮추었

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 농작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생산자, 농부들에게 종합적 병해충 방제(IPM)의 중

2　�식물이�병해충에�의해�공격을�받으면�신호물질을�발산하여�주변의�다른�식물들의�면역력을�유도하는�현상

3　�미생물이나�곤충의�방제에�사용되는�미생물�및�추출물의�경우�일반적으로�종이�다른�포유류에�대해�낮은�인축�독성�보유

4　�항생물질을�생산하여�식물을�보호하거나�질소고정을�도와�식물의�생장을�촉진시키는데�도움을�주는�토양세균

5　�전�세계적으로�통용되는�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기준을�따르는�것을�원칙으로�하나�국가별�별도�기준�적용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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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잔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바이오작물보호제를 종합적 방제

의 중요 구성 요소로 인식하게 되었다. 게다가 글로벌 농화학기업들의 시장 진입도 

바이오작물보호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2010년 이전 바이오작물보호제는 주

로 미국과 유럽의 스타트업이나 중소업체의 영역이었다. 세레나데(SerenadeTM) 살균

제를 개발한 미국의 AgraQuest, 일본 미쯔이물산의 자회사인 미국의 CertisUSA 등 

관련 기업들의 매출은 2006년 기준 4천만달러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바이오작물보

호제는 전체 작물보호제 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화학작물

보호제 대비 시장 규모 및 비중이 미미한 실정이다. 

여전히 농부들뿐만 아니라 농약상들, 산업 전문가들 중 일부는 바이오작물보호제의 

효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바이오작물보호제는 등록시 다양한 노지 조건에서의 

시험성적서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는 등록에 드는 비용이 적다는 이점으로 작용되기

도 하지만 환경에 따라 효과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불안정한 효능 때문에 현재까지 바이오작물보호제는 반복처리가 가능한 고부

가 영역인 채소와 과일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더 큰 시장인 옥수수와 콩, 그

리고 식량 작물을 재배하는 노지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현재 바이오

작물보호제(Biopesticides) 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규제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글로벌 산업으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

고 있다(차트 2 ). 새로운 기술에 관대

한 미국의 경우 화학작물보호제와 상이

한 기준으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case-

by-case로 등록 심사를 하는 반면 안전

성 평가(Risk assessment)를 중요시하

는 유럽연합의 경우 화학제품과 동일하

게 심사를 하고 있다. 이 결과 미국에 

등록된 바이오작물보호제 원제(Active 

ingredient)의 수가 350개를 넘어서지

만 유럽연합의 경우 11개의 기본물질

(Basic substances)과 5개의 저위해성

물질(Low risk substances)로 총 16개

의 원제만이 등록되어 있다.[2] 

이처럼 규제 및 등록 심사에 있어 글로

벌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사업

을 다른 나라로 확장하고자 할 때마다 

신규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작물보호제 국가별 분류   2

Conventional Biological

미생물

Plant Protection Products

Pheromone Microorganism

식물보호제

화학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천연 유·무기물

Anti-Microbial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원생동물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원생동물

미생물

생화학 물질

천연물, 페르몬, 단백질

PIP

식물 도입 
유전자에 의한 생산

식물, 미생물 추출
유·무기물질

천연물, 페르몬, 
단백질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원생동물

Plant Extract

식물 또는 미생물
유래 천연물

Chemical

유기합성

Pestic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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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생물의 숙주 특이적으로 일어나는 

좁은 스펙트럼은 바이오 작물 보호제가 니치(Niche) 시장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 주

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 이전과 달리 큰 규모의 M&A가 없었다는 

점도 바이오작물보호제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2. 성장성 주목받는 바이오작물보호제

규제 강화로 글로벌 농화학기업들의 시장 진입 활발

2012년 바이엘(Bayer)의 AgraQuest 인수, 바스프(BASF)의 Becker-Underwood 

인수, 신젠타(Syngenta)의 Pasteuria Bioscience 인수 등 글로벌 농화학기업들이 1

억달러 이상의 금액으로 바이오작물보호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M&A를 성공시켰다. 

이는 바이오작물보호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고 이후 다른 글로벌 

농화학 기업들의 바이오작물보호제 시장 진입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즉, 몬산토

는 덴마크의 미생물 전문 기업인 Novozyme과 기술 제휴를 통해, 듀폰은 Taxon 

Bioscience 인수를 통해, 다우는 Synthace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서둘러 관련 역량 

확보에 나섰다. 선도적으로 M&A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바이엘과 바스프의 경우 기

존 화학 제품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수한 바이오작물보호제 관련 매출을 크게 늘리

며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차트 3 ).[3]

글로벌 농화학기업들의 활발한 시장 진입의 이유로 2010년 이후 화학 제품들의 독성

과 내성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5년 국제보건기구

기업 합병 및 기술 협력 현황

BASF Becker Underwood(’12) 인수

Bayer AgraQuest(’12), Prophyta 인수(’13), Biagro Group(’14) 인수 

Syngenta Pasteuria Bioscience(’12), deVGen(’12) 인수, DSM 협력

Monsanto Agradis(’13), Preceres(’13) 인수, Novozymes 헙력

Dow-Dupont Taxon Biosciences(’15) 인수, Radiant Genomics, Synthace 협력

FMC
Center for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Biosolutions(’13) 인수, 
Chr Hansen 협력

Valent Bioscience(Sumitomo) Mycorrhizal Applications(’15) 인수

Arysta LifeScience Goemar(’15) 인수

Certis USA(Mitui&Co)
Montana State University, Montana BioAgriculture, 
UAP Canada 협력

글로벌 농화학 기업들의 바이오작물보호제 시장 진출 현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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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제초제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원제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1972년 몬산토에서 출시한 Roundup의 원료)와 네번째로 많이 팔리는 2,4-D(1945

년 Dow에서 출시한 광엽제초제 원료)에 대해 발암성 의심물질로 분류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국제암연구기관은 물질의 발암성(Carcinogenic) 정도를 인체에 암을 일으키

는 Group 1과 암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 Group 2A, 발암 가능성이 있는 Group 2B, 

발암물질로 분류하지 않거나 암을 일으키지 않는 Group 3-4로 분류하는데 글리포

세이트를 Group 2A로, 2,4-D는 2B로 발표하였다. 두번째로 많이 팔리는 제초제 원

료인 파라콰트(Paraquat; 1962년 신젠타에서 출시한 Gramoxone의 원료)도 인축 

독성 이슈로 인해 2007년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사

용이 금지되었다. 

제초제뿐만 아니라 살충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살충제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은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계통6 제품이다. 유럽식품안전청

(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13년 네오니코티노이드가 꿀벌 폐

사의 주 원인이며 급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 안전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러한 

논란은 현재까지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계통 살

충제 중 일부는 그 사용이 종자처리에 국한되었다가 점차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추세

이다.[4]

단일 제품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내성 잡초 및 내성병원균의 확산도 문제가 되고 있

다. 현재 사용되는 화학제품(2014년 기준)에 대해 내성 곤충 586종, 진균 235종, 잡

초 252종이 보고되었다.[5] 내성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농부들은 더 많은 양의 작물

보호제를 사용하거나 다른 작물보호제와 혼합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증가된 화학작물

보호제 사용으로 인해 잔류 이슈가 부각되었다. 이로 인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작물의 잔류 농약 허용치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친환경 작물보호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오작물보호제가 대안으로 부상

기존 대표제품에 대한 독성 및 내성 문제 제기로 글로벌 농화학 회사들에게 새로운 

원제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신원제 개발은 2000년 이후 점점 더 어

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2차 대전 이후 글로벌 농화학기업들은 화합물 합성 라이브

러리 스크리닝을 통한 표현형 기반 접근(Phenotype-based approach)7 방법을 통해 

6　�바이엘의�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와�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미쯔이물산의�디노테푸란(Dinotefuran),�니폰�소다의�아세

트아미프리드(Acetamiprid),�스미토모화학의�니텐피람(Nitenpyram)�및�신젠타의�티아메톡삼(Thiamethoxam)�등의�제품�포함

7　�화합물�라이브러리의�물질�처리�후�대상의�형질�변화를�분석하여�후보�물질을�찾아내는�방법



6 LG경제연구원

글로벌 농화학기업들이 바이오작물보호제에 주목하는 이유

화학작물보호제의 개발에 사용 가능한 후보 물질(lead 

compound)을 찾아왔다. 그 결과 효과가 있을 것 같은 

화학구조를 가진 원제 후보를 선별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낮아져 현재는 1/200,000 이하로 내려왔다. 이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유사한 방법으로 후보를 선별하려 

한다면 그 가능성이 더욱 낮아져 신원제 개발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됨을 뜻한다. 현재도 새로운 화학제품의 

출시에는 매우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 최근 통계에 따

르면 2010-14년동안 개발된 화학작물보호제는 제품당 

2억8천만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결과[6]가 발

표되었다(차트 4 ). 최근 다우와 듀폰의 합병, 켐차이나

의 신젠타 인수, 그리고 바이엘의 몬산토 인수 시도 및 

바스프의 바이엘 일부 작물보호제 사업 인수8 등 일련의 

사태로 미루어 글로벌 농화학기업들조차 화학작물보호

제 신원제 개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듯 하다. 천문

학적 개발 비용으로 인해 글로벌 Big6 농화학기업들 이

외의 Second tier에 있던 회사들은 신원제 개발에 대한 

R&D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FMC의 경우 2004년 이후, 2017년 Dupont의 살충제 및 작물보호제 R&D 

파이프라인을 인수하기 전까지, 화학 신원제 개발을 포기하고 제형(Formulation)9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농화학기업들은 기존 화학작

물보호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신제품의 수명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바이오작물보호제

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바이오작물보호제 출시에 드는 비용은 약 천오백만불에서 5천만불사이로 화학작물

보호제 대비 5배 이상 저렴하다.[7] 이러한 개발 비용의 차이는 제품에 대한 규제와 

등록에 필요한 의무시험결과를 요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FMC를 비롯한 아

리스타 라이프사이언스(Arysta LifeScience), 미쓰이물산, 스미토모화학 등도 바이

오작물보호제 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Second tier에 있는 글로벌 농화학기업들이 바이오작물보호제 R&D에 매달리는 이

유는 주로 저렴한 개발비용 때문이지만 연구 및 개발단계에서 얻어지는 부가적인 효

용을 기대하는 이유도 있다. 바이오작물보호제의 또 다른 효용은 바로 새로운 작용모

드를 제시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8] 즉 어떤 작용모드를 통해 방제가 이루어지는지 

8　�2017년�10월�바스프가�바이엘의�글루포시네이트�제초제와�저항성�종자(Liberty�Link)�사업�인수를�발표

9　�사용하기�쉽고�방제효과를�높이기�위해�증량제나�보조제를�넣어�만드는�다양한�제제의�형태

65 6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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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91 89 
80 

50 42 
59 

75 
60 61 

55 52 53 39 37 36 3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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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신물질 (R&D)
등록물질(상업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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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11 

’00

152

256
288

184

’10~’14

13 2511

Research Development Registeration

개발 비용의 증가

신물질 및 원제 등록의 감소

(단위: 건수)

119

(단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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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작물보호제 개발 현황   4

자료 : Trends in Biotechnology('12), Natur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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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됨으로써 일반적인 표현형 기반 접근법이 아닌 타겟 집중 접근(Target-

focused approach) 방법이 가능하게 된다. 방제 효능이 확인된 바이오작물보호제의 

방제 기작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방제에 쓰일 수 있는 자연 유래 물질의 작용모드

를 이용하면 새로운 화학작물보호제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9]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살균제 원제인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1997년 신젠타에서 

출시한 Amistar 원료)의 경우도 유럽의 숲에 흔히 자생하는 스트로빌루러스라는 버

섯의 살균 효과를 연구하다가 발견된 항균 물질들인 Strobilurin A와 Oudemansin 

A로부터 유래된 신원제이다. 무작위 선별을 통해 후보를 도출하던 고비용, 저효율의 

방식을 기초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천연물질 연구 방법으로 전환하여 더 효과 좋

은 물질을 더 효율적으로 발굴한 예라 할 수 있다.

3. 바이오작물보호제의 발전 전망

미생물이나 천적을 이용한 방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유용 미생물의 

분류 및 동정 기술에 의존하던 기존 바이오작물보호제들은 효능이 항상 일정하게 유

지되지 못하거나, 좁은 방제 스펙트럼을 가지거나, 보관 및 사용이 어렵거나 하는 한

계가 존재하였다. 이런 한계들로 인해 바이오작물보호제 시장은 성장하지 못하고 일

부 과수 및 채소작물 등 안전성이 중요시되는 일부 작물에 사용될 수 밖에 없다고 여

바이오작물보호제와 화학작물보호제의 규제 비교 

바이오작물보호제에 대한 국가별 분류는 상이하다. 서로 다

른 분류만큼 규제도 다른데 먼저 바이오작물보호제 등록시 

규정은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다. 미

국 환경청(US 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는 바이오작물보호제가 ‘자연물질로부터 유래된

(derived from natural materials)’ 이란 이유에서 보다 안전

한 물질로 간주한다. 그래서 화학작물보호제의 등록에 가장 

큰 비용이 쓰이는 건강, 안전성 및 환경 유해성 시험(예를 들

어 발암성, 불임성)이 바이오작물보호제에서는 면제된다. 그

러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경우 원제 등록에 화

학작물보호제와 동일한 수준의 위해성 및 안전성 시험을 요

구하며 일단 안전하다고 인정된 원제에 대해서만 제품 허가

단계에서 보다 빠르고 유연한 규제를 보장하고 있는 실정이

다. 2016년 유럽 의회에서 원제 등록 단계에서 문턱을 낮춰 

심사 속도를 빠르게 해줄 것을 권고하였으므로 향후 변화가 

기대된다. 

화학작물보호제 등록시 5천만달러 이상의 큰 비용이 소비되

는 단계가 바로 노지시험(Field trial)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위치, 기후조건, 작물, 질병 등에 대한 일정한 효능

(Efficacy)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바이오작물보호제들의 

경우 이러한 다양한 노지시험을 거치지 않는다. 다양한 노지 

조건에서의 시험성적서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바이오작물보

호제의 효능은 단일 환경에서 반복실험을 통해 시험한다. 이

러한 노지시험의 면제로 등록에 드는 비용이 낮아지는 이점

이 있다. 그러나 저비용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작물보

호제의 다양하지 못한 노지시험은 안정적 효능 문제, 즉 효과

가 있긴 하지만 항상 일정지 않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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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져 왔다.[10] 기존의 니치 제품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었던 최

초의 사례가 AgraQuest의 세레나데라는 제품이었다. 세레나데는 Bacillus subtilis 

QST713 균주를 이용하여 2003년 출시한 미생물 살균제이다. Bacillus 계의 토양 세

균은 내생포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빛이나 열과 같은 환경 요인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래서 내생포자를 형성하는 세균은 제형이 비교적 쉽고 장기 보관에도 

일정한 효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1] 세레나데는 30여종의 항진균성 펩티

드10를 생산하여 기존 미생물 살균제들에 비해 매우 넓은 스펙트럼의 항균효과를 보

여주었다. 항균 효과 이외에도 항세균효과(Bactericide) 와 식물생장촉진효과도 보이

는 세레나데 살균제는 기존 미생물 제품의 좁은 스펙트럼과 불안정한 제형의 한계를 

극복하여 2009년 단일 제품으로 누적 매출 1억달러 이상을 기록하였다. 기존의 식물

병 방제를 위한 미생물 바이오작물보호제들은 종 특이성에 기반한 항생 기작을 기초

로 하는 좁은 방제스펙트럼을 보이는 제품들이었다. 향후 곰팡이뿐만 아니라 세균, 

바이러스 등 여러 병에 대한 복합적인 방제와 대량 생산, 안정적인 효능이 유지될 수 

있는 제형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큰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바이오작물보호제 개발 가속

글로벌 농화학기업들은 바이오작물보호제 개발에 대한 역량을 M&A를 통해 확보한 

후 기존 제품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미생물 배양법을 개발하고, 방제 스펙트럼을 넓

히며, 안정적인 효능을 보장할 수 있는 제형을 개발하는 등 다운스트림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단독 미생물 혹은 통합 미생물군으로 화학작물보

호제에 버금가는 효과를 보이는 새로운 미생물 원제를 개발하려는 업스트림 기술 개

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12] 

먼저 기존 바이오작물보호제의 방제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서로 다른 방

제 효능을 보이는 미생물들을 동종 혼합하거나 이종 혼합하여 제품을 구성할 수 있

다. 이탈리아 기업인 Isagro의 Bio-Tam2.0 바이오살균제는 질병 억제 토양에서 분

리한 항균 효과를 보이는 서로 다른 두 종의 트리코더마(Troichoderma) 균을 혼합한 

제형으로 토양 유래 질병뿐만 아니라 잎을 비롯한 지상부에서 곰팡이에 의한 질병을 

모두 방지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몬산토의 Quickroots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토양 

유래 바실러스 세균과 트리코다마 균의 이질 혼합 제품이다. 세균과 균의 협력으로 

토양에 존재하는 무기물이 식물에 유용한 형태로 전환되고 뿌리를 통한 흡수기능을 

최대화하여 건강한 뿌리 생육이 가능하게 된다. 미국 스타트업 중에서 미생물 및 생

화학 물질 분리로 유명한 MBI(Marrone Bio Innovations)에서도 유사한 시도를 하

10　�균(곰팡이)의�표면에�부착하여�세포막에�구멍을�뚫어�사멸을�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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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기존에 따로 시판중이던 MBI의 바이오살충제와 바이오살균제, 그리고 바이

오살선충제를 모두 혼합한 BSST(Biological Stack Seed Treatment)제품을 개발했

다.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후 바이오작물보호제가 적용되지 못했던 옥수수와 콩 재

배에 적용하기 위한 시험 중에 있다.

바이오작물보호제의 불완전한 효능에 대해서도 글로벌 농화학기업들은 집중적인 

R&D를 통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내생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대부분의 미생물

의 경우 온도나 빛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운송 및 보관 단계에서의 

환경 변화나 토양조건 등에 의해 그 활성이 변하는 경우가 많아 효능이 안정적이지 

않다.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글로벌 농화학기업들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형

(Formulation) 기술 개발을 해왔다. 바스프에서 개발한 Xanthion제품이 그 대표적

인 예이다. Xanthion 살균제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화학합성살균제와 바이오살

균제의 혼합제형으로 서로 다른 작용 모드를 가진 화학적살균제와 바이오살균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토양 질병을 방지하고 뿌리 생육을 촉진할 뿐만 아

니라 냉해로부터의 저항성도 높여준다. 바스프의 또다른 제품인 ValuntHP도 역시 

바이오살균제와 근류 세균(Rhizobia)의 혼합제제로 토양병 방제와 더불어 질소 고정

을 위한 뿌리혹 형성, 그리고 종자의 장기보관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제형 기술 

개발로 인한 안정적 효능은 바스프의 Xanthion과 ValuntHP제품을 각각 옥수수와 

콩에 종자처리를 통해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제형 기술의 발전과 종자 처리를 통해 

그동안 채소 및 과일 시장에 국한된 니치 시장에만 사용 가능했던 바이오작물보호제

가 곡물에도 적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

는 것이다. 

바이오작물보호제의 안정적 효능을 이끌어내는 다른 방법으로 생화학물질을 들 수 

있다.[13] 생화학물질 바이오작물보호제 개발을 위해서는 일단 효과 있는 세균이나 균 

또는 식물을 선별한 후, 그 방제 기작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유효 성분을 미생물 발효

산물이나 식물에서 추출하는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 이렇게 추출된 미생물 발효산물

이나 식물추출물에는 복합 물질이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효능이 좋고 내성이슈가 적

은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Stockton group의 Timorex Gold 바이

오살균제다. 이 제품은 차나무의 일종에서 추출한 식물 추출물로써 다양한 균류에 의

한 식물병을 예방하거나 치유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또한 제품에 독특한 제형 기술을 

통해 방부 및 살세균 효능도 첨가되었으며 무엇보다 이 제품은 특별한 기구나 추가 

처리 없이 다양한 기존의 화학살균제와 바로 섞어서 (Tank-mix)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후에도 Stockton은 자국의 와이즈만 연구소 등과 장기 협업을 통해 

새로운 바이오작물보호제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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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농화학기업들은 지금까지 사용되던 미생물과 차별화된 바이오작물보호제를 

개발하기 위한 업스트림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몬산토는 덴마크 미

생물 기업인 Novozymes과 신젠타는 네덜란드의 DSM과 협력을 공고히 하며 기존 

과일과 채소에 국한되었던 바이오작물보호제의 적용 범위를 곡물 영역까지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곡물 영역은 화학작물보호제 중심시장으로 내성 이슈가 심화되

고 있으나, 한번 처리할 때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에 균일하고 안정적인 효능이 보장

되지 않는 제품 사용이 어렵다. 콩은 발아율이 낮아지면 이후 가공하여 오일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일단 화학작물보호제로 종자처리하면 후가공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바이오작물보호제가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기술

의 발달로 안정적이고 높은 효능의 제품이 개발되면 여러 다른 곡물에까지 적용 가능

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유전체 정보 기반 혁신기술의 등장

최근 유전체 분석을 위한 염기서열결정 비용 감소로 식물유전체와 토양미생물군 메

타지놈11 분석이 가능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RNA 간섭(RNA interference), 유전체 

편집 및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등 혁신기술이 등장하여 기존 사업 모델의 다

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바이오작물보호제는 그 원료가 주로 세균, 균류 

등 미생물과 생화학 물질로 토양에서 미생물을 분리하여 개별 효능을 연구하던 방법

을 통해 신제품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혁신 기술로 분류되는 RNA 간섭 기술, 

11　�주어진�어떤�환경에�존재하는�모든�미생물의�유전체의�집합

생화학물질 바이오작물보호제의 특징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발효산물이나 식물의 추출물

들을 생화학물질 바이오작물보호제라 칭한다.  대표적인 

미생물 대사산물 바이오살충제인 Abamectin(1985년 신

젠타에서 출시한 Vertimec의 원료)와 Spinosad(1995년 

다우에서 출시한 Naturalyte의 원료)과 최근에 식충식물의 

추출물로부터 개발된 바이엘의 바이오살충제 Requiem이 

여기에 속한다. 미국 환경청에서는 ‘비독성 기작으로 병충

해를 방제하는데 사용되는 자연계에서 유래한 물질’로 정

의하고 등록 요청시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신속심사를 

해주는 등 유연한 규제를 적용한다. 반면 유럽연합에서는 

다양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추출물에서 주요 구성성분

을 기본물질(Basic substance)로 정해 이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통해서만 저위해성물질(Low risk substances) 원

제로 등록한다. 생화학물질 작물보호제는 유효 물질의 기

작을 알고 검출하는 분석 체계가 확립된 이후, 최적화된 

추출법을 정립하여 생산 수율을 높여야하는 또 다른 어려

운 단계를 거쳐야 한다. 효율이 높은 추출법까지 정립되면 

높은 농도로 유효성분의 농축이 가능하므로 효능이 빠른 

바이오작물보호제의 제조가 가능하다. 다양한 물질의 혼합

물인 생화학물질은 내성 이슈가 적은 장점이 있지만 긴 개

발 기간과 역시 체계화되지 않은 등록 규정으로 인해 현재 

많은 제품이 개발되지는 못하였다. 미국 농무부(USDA) 등 

정부 기관들을 중심으로 식물의 2차 대사 산물 또는 타감

작용(Allelopathy)를 일으키는 식물의 추출물을 통해 바이

오제초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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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편집 기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은 타겟에 대한 특정 작용모드가 가능할 것

이라는 가정하에 적합한 형태의 RNA조각으로 유전자 기능 조절, 감수성 유전자 편

집, 미생물군 조합 조절 등을 하는 역유전학적 방법12이다.

RNA 간섭은 헤어핀 구조를 갖는 이중나선RNA(dsRNA)를 통해 유전자 발현을 저해

시키는 현상으로 2006년 노벨 생리의학상에 선정된 기술이다. 이 기술을 통하면 작

은 분자(dsRNA)를 제작하여 목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 몬산토와 신젠타

에서 RNA간섭 바이오살충제를 개발중이며 꿀벌 병해충인 Varroa mite의 방제를 포

함하여 카놀라 병해충인 Flee beetle, Colorado potato beetle 등의 방제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전체 편집을 통해 내병성 유전자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은 2013년 CRISPR/Cas-9 

3세대 유전자 가위의 개발 이후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분야이다. 유전체 편집 기

술을 이용하여 저항성 유전자를 원하는 위치에 삽입하거나 병의 감염에 관련된 유전

자를 기능상실 시킴으로써 저항성을 획득할 수 있다. 현재 넓은 범위의 질병에 저항

성을 가지는 벼, 곰팡이병 저항성 포도, 세균 저항성 토마토 등이 개발 중에 있으며 

특히 현재 GM작물에 쓰이는 특정 제초제 저항성 작물도 유전자 가위를 통해 개발되

어 상품화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동물의 장내 미생물군을 포함한 다양한 미생물군 유전체(Microbiome)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식물과 관련된 분야를 파이토바이옴

(Phytobiome)이라 부른다.[15] 차세대 염기서열결정법(NGS)13 기술의 발달로 메타지

놈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복잡한 구성 미생물의 존재 및 상호작용 연구가 활발해져 다

양한 환경적 신호에 따른 상호간의 신호물질이 식물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많은 정보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스타트업들인 BioConsortia, 

AgBiome, Taxon 등이 대표 기업으로 글로벌 농화학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건강한 

토양을 분석하고 제공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16]

미생물, 환경생태학, 토양학, 식물병리학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통합 정보가 식물의 

생육에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식물 유

전체와 미생물군 유전체의 보다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등이 융합되면 선별 가능한 바이오제품의 범

위를 넓힐 뿐 아니라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12　�표현형을�책임지는�유전자를�알고자�할�때�사용하는�순유적학과�달리�알고�있는�유전자를�이용하여�표현형을�분석하는�방법

13　�기존의�생어(sanger)법과�달리�많은�수의�DNA조각을�병렬로�처리하는�염기서열�고효율�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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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기존 화학제품 중심의 작물보호제 시장 성숙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바이오작물보호

제가 새로운 혁신의 원천으로 대두되고 있다. 종합적 방제(IPA)를 적용하여 점점 엄

격해지는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화학작물보호제의 내성 이슈 발발을 최대

한 늦출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바이오작물보호제이다. 글로벌 농화학회사들은 현재 

화학작물보호제 관련된 독성과 내성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향후 어렵게 신

제품을 개발한다 하더라고 신제품의 수명이 계속 짧아질 것이고 이는 기업 매출의 감

소로 직결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안고 있다. 글로벌 농화학회사들은 M&A를 통해 확

보한 바이오작물보호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R&D 투자를 하고 있

으며 기존의 유통망을 활용한 판매 활동 및 기존 고객들에게 익숙치 않은 바이오작물

보호제 사용에 대한 기술 영업 등 대규모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유용 미생물의 분

류 및 동정에 의존하던 바이오작물보호제 시장이 RNA 간섭, 유전자 가위, 마이크로

바이옴 기술의 등장으로 더욱 혁신적인 제품들이 출시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스타트업들인 BioConsortia, AgBiome, 

Benson Hill Biosystems, MBI, Pivot Bio 그리고 유니콘으로 등극한 Indigo14 등이 

다음 성공 사례를 이끌 주자들로 급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시장의 성장성이 얼마나 클지 가능하기는 어렵지만 바이오작물보호제 시장은 

성장하는 단계이며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규

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속도가 결정될 것이다. 국내 환경은 녹록치 않다. 

국내 바이오작물보호제는 2001년 정부의 미생물농약 등록규정 고시를 출발점으로 

‘천연식물보호제’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왔다. 화학농약과 유사한 방법으

로 인증 기관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 등록되었다. 2007년 신설된 ‘친

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특별한 등록절차 없이 ‘병해충방제용 유기농자재’로 목록공

시가 가능하게 되면서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요하는 천연식물보호제 등록 대신 

유기농자재 공시를 통한 시장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2010년 1200개가 넘는 제

품이 공시되는 등, 유기농자재 공시제도의 무분별한 양적 팽창은 제품의 품질 이슈를 

불러왔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일관적이지 못한 지원제도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켜 유기농자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높이기도 하였다. 결국 기존에 

등록된 천연식물보호제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재등록을 포기하였고 현재 20개 미만

의 천연식물보호제만 등록되어 있다.[17] 이와 같이 국내 시장은 규제 이슈가 시장 형

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의 시장 참여도 적극적이지 못하다. 신원제 개발

을 위한 업스트림에 대한 대부분의 R&D를 정부 출연연구소와 학계에서 수행하고 있

14　�내생미생물(endophyte)�종자처리로�밀과�면화�등�작물�생산성을�높여�기업가치를�$1B�이상으로�평가�받는�미국�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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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상업화를 위한 다운스트림 기술은 극히 제한적으로 기업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

는 상황이다. 

국내 작물보호제 시장은 1조2천억원 규모로 크지 않으나 단위 토지당 집적도는 매우 

높아 단위 면적당 투입 비용과 생산성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그 동안 농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투입되었던 화학작물보호제 및 비료들로 인해 토양 노후화 

및 환경 잔류에 대한 이슈가 증가하였고 정부에서도 화학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

의 매년 3%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국내의 다양한 미생물 

및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병충해방제용 제품들은 대부분 효능 향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발효기술, 안정적 효능의 제형 기술 등 다운스트림 기술 개발의 가속화를 위한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글로벌 농화학기업들은 현재 바이오작물보호제를 기존 화학제품을 대체하는 경쟁 제

품군으로 인식하기 보다 보완과 조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산업 저변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바이오작물보호제는 화학작물보호제

에 비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짧은 기간에 개발이 가능하다. 막대한 개발비용으로 

화학작물보호제 신원제 개발을 포기한 Second tier의 농화학회사들도 바이오작물보

호제 개발은 지속하고 있으며 글로벌 농화학회사들도 바이오작물보호제 개발 역량을 

내재화하고 개발에 뛰어든지 오래되지 않았다. 국내 농업은 제한된 경지에서 높은 생

산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필수적인 화학작물보호제 원제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높은 개발 비용이 드는 화학작물보호제는 수입에 의존하더라도 개발비용이 적

게 들고 화학작물보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바이오작물보호제는 국내 기업의 입장에

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10년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 발효가 기정사실화되

면서 생물자원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생물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만 아니라 무한한 유전학적 생화학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 소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내 농화학기업들은 바이오작물보호제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기업

과의 협업 또는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가야 할 것이다. 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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