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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키워드인 환경(자연)과 생명(삶의 질)에 어울리는 연구분야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고분자와 

농약을 매칭시키면 어떨까하는 생각에 주저없이 “고분자농약”이란 Topic으로 특집호를 기획하게 되었다. 

“고분자농약”이란 천연고분자 및 합성고분자(생분해성 또는 비분해성 고분자)를 기질로 하여 살충제, 제초

제, 비료 등 여러가지의 농약제제를 고분자 기질에 분산 또는 캡슐화시켜 약효지속형(drug delivery sys-

tem)(DDS)방식으로 약제를 서서히 방출시켜 약효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농약을 총칭한다.  

  어떻게 보면 고분자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태동하게 된 부산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DDS를 이용한 연구개발이라고 하면 주로 의료용 고분자에 관한 것뿐이어서 고분자농약이라

고 하면 아직은 생소한 감이 드리라 본다. 그러나 고분자농약이란 단지 의료용 고분자의 DDS를 응용한 것

이 아닌, 농약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친화형 제품이라

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고분자를 이용한 농약제제는 농약 조성물내의 농약활성성분이 지속적으로 

방출됨으로써 물체에 대해 안전하고, 약해가 없으며, 약제처리 약 2개월 후까지도 대상 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반복적인 약제처리로 인한 노동력 절감 및 그에 따른 약제중독의 위험성, 환경

오염 등의 문제점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의 연구개발동향을 보면, 몇몇의 기업연구소 및 정부출연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의 연구개발 동향을 보면, 가깝게 연변과학 기술대학의 생분해성 고분자 

연구소에서 농약 완효제(서방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일본에서의 연구개발 동향을 보

면 동경공업대학과 교토대학, 이화학연구소 등에서 활발히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본 특집에서는 고분자를 이용한 각종 농약제제 개발에 있어 최근 연구개발 동향에 대하여 특집호를 

기획하게 되었는데, 특히, 농업과학기술원과 동부한농화학에서 임상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귀중한 생물효과 

자료를 기꺼이 제시하여 독자 여러분들이 고분자농약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앞서 서술한 각종 고분자를 이용한 여러 가지 농약제제가 성공적으로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면이나, 법규적인 측면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것 같다. 끝으로 본 Topic을 정함에 있

어 선뜻 동의해주신 편집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보내주신 집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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