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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벌레 제거제, 
이황화탄소(CS2)의 유해성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임현술

  2014년 10월 10일 채널A‘먹거리 X파일’에서는 벌레 없는 농약 밤의 실체를 방영하였다. 밤은 밤벌레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상품가치가 없어진다고 한다. 

여기서 밤벌레는 밤바구미류(Curculio spp.)를 의미한다. 밤바구미류 성충은 밤의 겉껍질과 속껍질 사

이에 알을 2-8개씩 산란한다. 밤의 수확기에 전 기간에 걸쳐 성충으로 우화하여 밤을 쪼개 보거나 유

충이 탈출하기 전까지 피해 유무를 식별하기 어려워 수확 당시 정상이라고 생각하여도 그 속에서 애벌

레가 자라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밤바구미류를 잡는 약제를 사용한다. 약제는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CS2), 메틸브로마이드, 인화늄 정제 등을 훈증하여 사용한다. 훈증방법은 약제에 따라 약간

씩 다르다. 이황화탄소의 경우 25℃에서 밀폐된 용적 1 ㎥ 당 80 ㎖를 투입하여 18-24시간 동안 훈증을 

실시한다. 밤벌레를 죽이기 위하여 밤을 수확 후 그날 저녁 포대 밑에 소주 한 컵에 이황화탄소를 물과 

희석하여 훈증가스가 증발하는 모습이 방송되었다. 벌레 없는 밤은 대부분 이황화탄소의 훈증으로 만

들어지는 셈이다.

  이황화탄소는 독일의 화학자 Lampadius가 1796년 가열한 황철광과 숯을 혼합하였을 때 생성된 액체

의 형태로 발견한 화합물이다. 공업에서 사용하는 용도는 납, 고무, 셀로판, 인견 등의 섬유합성에 사용

한다. 강한 신경 독가스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용으로 사용하였다. 

사람이 노출되면 흡입과 피부로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진다. 인체 장애는 1차적으로 신경독

성이며, 중추 및 말초 신경, 심혈관, 소화기, 내분비, 신장, 생식기, 눈, 귀 등 여러 기관에 장애를 초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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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로 중추신경계 및 심혈관계 장애로 뇌경색, 뇌증, 파킨슨증후군, 신경행동장애, 말초신경병, 죽상동

맥경화증, 관상동맥질환, 고혈압을 유발한다. 눈에 망막미세동맥류, 망막병증, 시신경염 등 말초혈관 변

화가 나타난다. 생식기에 대한 영향으로 정자수 감소 및 정자 형태 이상, 여성 호르몬 변화 및 불규칙 

월경, 유산증가가 있다. 신장의 기저막 비후, 사구체경화증, 고음역 청력저하, 소화기능 장애, 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하면 극도의 불안과 분노, 자살 경향, 정신병, 악몽, 보행 장애가 나타난다.

국내 (주)원진레이온에서 1981년 최초로 중독환자가 보고된 후 2010년까지 사망자 140명을 포함하여 

940명이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진단되어 일개 회사에서 동일한 중독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결국 회

사는 폐쇄되었다.

  밤 농장 주인들은 정확하지 않은 용량을 보호구도 없이 사용하면서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으며, 법적

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알고 있었다. 산림청 관계자는“30년에서 40년 동안 써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하며“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황화탄소 중독은 건강 

장애가 발생하여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황화탄소 중독 증상 및 징후는 의심하지 않으면 진

단하기 어려워 다른 질병으로 진단하기 때문이다.

산림청 책자에는 독극물 취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취급하여야 하며, 훈증 후 약제 가스를 완전히 제

거한 뒤, 과실을 그늘에서 과실표면의 습기를 제거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방송에서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밤을 수확 후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부정확한 양을 사용하는 것 같았다.

정부는 독가스의 대체재를 개발하여야 하고 밤 농가들이 이황화탄소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

면 독극물 취급 자격 소지자가 보호구(호흡기 보호구 및 피부 보호복)를 착용하면서 정량을 사용하고, 

사용 후 목욕을 하는 등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또한 밤 농가를 대상으로 

집단 검진을 통하여 건강장애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황화탄소가 밤에 잔류하는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밤 농가와 소비자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밤벌레 제거제 사용의 안정성을 꼭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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