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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물질 Chrysophanic acid의 제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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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rbicidal characterisitcs of natural product chrysophanic acid were investigated in 

a greenhouse condition. At early- and middle-stage post-emergence treatments, several grasses and 

broadleaf weeds appeared to be very susceptible to chrysophanic acid. However, any significant 

herbicidal activity treated by pre-emergence did not occur at concentration ranges from 31.3 to 1,000 

ug mL
-1

. Herbicidal activity of chrysophanic acid estimated by visual injury for large crabgrass was 

much higher when applied at 7 to 14 days after seeding than at 21 and 28 days after seeding. By 

post-emergence treatment, chrysophanic acid caused very considerable phytotoxicity on several 

grasses and broadleaf crops. In herbicidal interaction experiments determined by Colby's method, 

the effect of chrysophanic acid and caryophyllene oxide tank-mixture showed very high synergistic 

activity. Although chrysophanic acid did not give any pre-emergence effect, herbicidal spectrum 

tended to be very wide and strong when treated by post-emerge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chrysophanic acid possesses a possible potential to develop as a natural herbicide. 

Key words: chrysophanic acid; herbicidal spectrum; natural product; post-emergence treatment; 

tank-mixture.

서  언

   농업에서 경작지 잡 를 방제하기 해 주로 사

용하는 합성 제 제는 살 효과가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상 으로 렴한 비용 때문에 잡  방제의 

가장 요한 도구  하나이다. 지 까지 개발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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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합성 제 제는 생태계와 환경에 한 피해가 

거나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 인 향 때문

에 많은 국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국제식

품규격 원회(CODEX)의 “유기식품의 생산․가공․

표시․유통에 한 Codex 가이드라인”에서는 유기농

업 기본규약을 제정하 는데(최 등 2002), 이 지침은 

잡 방제에 있어 유기합성 제 제의 사용을 지하

고 있으며, 식물, 미생물 등의 유기물 는 물에서 

유래한 자재만을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개

발된 부분의 제 제에 해서 항성 잡 가 출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최근 10년 이상 동안 새로운 작용기작을 갖는 제 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작용기작

을 갖는 신규 제 제 개발이 시 한 상황이지만,  

세계 으로 친환경 농업에 한 심과 화학농약의 

환경 내 투입을 감하려는 각국의 규제 때문에 유기

합성 제 제 개발 여건은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김 2009).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한 방안으로 천연물질 

유래의 제 제 개발에 한 심과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천연물 유래 제 활성 물질은 합성 화합물과

는 다른 독특한 화학구조  작용특성을 발 할 가능

성이 크며, 천연물이기 때문에 일반 으로 효소에 의

해 분해되기 쉬워서 환경오염에 해 상 으로 안

하다는 장 을 갖는다(Christy 등 1993; Dayan 등 

2009). 천연 제 활성 물질은 동물, 식물, 미생물, 

물 등에서 탐색할 수 있는데, 특히 토양 미생물과 식

물로부터의 발굴 시도가 가장 활발하다.

  표 인 천연물 제 제인 bialaphos는 토양 미생물

인 Streptomyces hygroscopicus가 분비하는 2차 사

산물을 이용한 것으로 glutamine 생합성 해(Bayer 

등 1972)에 의한 식물체 내에 암모니아 축 에 의한 독

작용으로 합성이 정지되어 고사되는 작용기작을 나

타낸다(Duke 등 1996; Krieg 등 1990; Lydon과 

Duke 1999; Sato 등 1993; Tachibana 등 1986). 

Bialaphos 이외에도 다양한 방선균(Streptomyces 

spp.)을 활용한 여러 가지 제 활성 물질에 한 탐색

이 시도되고 있다(Ayer 등 1991; Hirota 등 1990; 

Lee 등 2003). 최근에는 식물 유래의 천연 제 활성 

물질에 한 검토가 극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지씨에서 추출한 C9 지방산인 pelargonic acid가 

경엽처리용 제 제로 개발되었다(Fukuda 등 2004). 

Pelargonic acid는 범  잡 를 비선택 으로 방제

할 뿐만 아니라” 약효발  속도가 매우 빠른 특징을 

보이며, 작용기작은 일차 으로 산(acid)에 의한 세포

막 손상이 일어나고, 연속해서  조건에서 생성된 일

항산소에 의한 지질 과산화작용이 일어남으로써 

식물체가 고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pping와 

Duke 2007; Fukuda 등 2004; Lederer 등 2004). 

한, clove oil이나 cinnamon oil과 같은 다양한 종류

의 essential oils도 제 제로서의 가능성에 한 검토

가 활발하다(김 등 2008; Tworkoski 2002; Bainard

와 Isman 2006).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식물 유래의 천연물 제 제

가 개발된 사례는 없으나 산  열매(김 등 2005), 삽

주 근경(김 등 2002), 애기수 (김 등 2003)  할미

꽃(최 등 2003) 등 국내 자생식물 는 잡 로부터 다

양한 종류의 천연 제 활성 물질이 보고되어 있으며, 

지 도 일부 학, 정부 출연연구소, 국립농업기   

벤처기업 등에서 천연 제 활성물질 탐색을 한 연

구가 꾸 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발굴된 부분의 

천연 제 활성 물질은 유기합성 제 제에 비해 살

효과가 다소 미흡하여 실제 포장에 용하고자 할 때

는 상 으로 많은 양을 처리해야만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상은 역설 으로 환경에 하

여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낮은 함유량과 복잡한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환

경 내에서의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우수한 살 력을 

발휘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기도 하는 근본 인 단

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향후 발굴하고자 

하는 천연물 유래의 제 활성 물질은 이러한 단 을 

회피하면서 낮은 인축독성은 물론 환경독성학  연

구와 고효율 분리정제기술이 확보되어야만 성공 으

로 용할 수 있을 것이다(김 등 2001). 

  Chrysophanic acid는 anthraquinone 골격을 갖는 

천연물질로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Semple 등 2001) 그 용도는 거의 밝 져 있

지 않다. 국내에서는 애기수 (Rumex acetosell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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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Chemical structure of chrysophanic acid (A) and caryophyllene oxide (B).

으로부터 분리 동정되어 activity-directed bioassay를 

통해 천연물 유래 제 활성 물질로서의 가능성에 

해 보고된 바 있다(김 등 2003) 

  본 연구에서는 식물에서 유래한 천연 물질인 

chrysophanic acid에 한 살 효과와 살  용범  

 작물 선택성, 합제처리에 의한 상가  상승효과 

시험 등을 온실수 에서 평가하여 천연물 제 제로

서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시험 화합물 

  Chrysophanic acid는 경동사이버 시장을 통해 분

말형태의 추출물(유효성분 3%)을 구입하여 ethyl 

acetate로 추출(추출수율 12.7%), 감압건조 한 후 용해

도를 증가시키는 유기용매와 2종의 착제를 이용하

여 3% 유제로 제형화하여 사용하 다. 그 외 시험 화

합물은 Sigma-Aldrich사(St. Louis, Missouri 63178,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chrysophanic 

acid와 caryophyllene oxide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토양  경엽처리

  표면  350cm
2
의 사각 라스틱 폿트에 원 용상

토((주)부농)를 충진한 후 바랭이를 포함한 화본과 잡

 4종, 어 귀를 포함한 엽잡  5종을 종하여 

온실조건(25
o
C, /암 = 14/10h)에서 리하 다. 

종 1일(토양처리), 8일( 기 경엽처리)  14일( 기 

경엽처리) 후에 chrysophanic acid(3% 유제)를 약제 

조제액(acetone 50%, Tween-20 0.1%)으로 희석조

제하여 1,000, 500, 250, 125, 62.5  31.3ug mL
-1

 

농도가 되도록 처리하 다. 한편, 이때의 약제 조제액에 

의한 식물 약해는 찰되지 않았다. 토양처리는 약제처

리 14일, 경엽처리는 7일 후에 살 활성 정도를 외형

인 증상  약효를 약해 기 표에 의해 달  조사(0%; 

약효  없음, 100%; 완 방제)하 다(조 1998).

생육시기별 방제 활성

  표면  38.5cm2의 Polystyrene 컵에 원 용상토를 

충진한 후 바랭이 종자를 15~20립씩 종하여 앞서

와 동일한 온실조건에서 리하 다. 종 3, 5, 9, 

14, 21  28일 후에 chrysophanic acid를 1,000, 

500, 250, 125, 62.5  31.3ug mL
-1

 농도가 되도록 

조제하여 처리하 다. 약제처리 7일 후에 살 활성 

정도를 달  조사하 다. 

작물선택성

  앞서와 동일한 온실조건에서 표면  38.5cm2의 

Polystyrene 컵에 원 용상토를 충진한 후 벼, , 보

리, 옥수수 등 화본과 작물 4종, 고추, 콩, 오이, 무, 

토마토 등 5종의 작물 종자를 7~10립씩 종하여 발

아 생육시킨 후 각 작물 별로 균일한 2~5개체/컵이 

되도록 리하 다. 경엽 처리는 각 작물별로 생육정

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벼는 2엽기 유묘 이식 3일 후, 

과 보리는 종 8일 후, 나머지 작물은 종 14일 

후에, 그리고 토양처리의 경우에는 종 1일 후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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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t.
Conc.

(ug mL
-1

)

Herbicidal activity (%)1)

SORBI ECHCG AGRSM DIGSA SOLNI AESIN ABUTH XANSI CAGEH

Pre-emergence

  31.3

  62.5

 125

 250

 500

1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Early post

  31.3

  62.5

 125

 250

 500

1000

20

60

70

70

95

100

0

40

60

70

90

100

0

20

20

70

90

100

20

40

90

100

100

100

95

100

100

100

100

100

20

40

70

70

95

100

30

90

95

95

100

100

0

40

70

80

95

100

0

30

50

50

95

95

Middle post

  31.3

  62.5

 125

 250

 500

1000

20

40

60

70

90

100

20

40

60

80

100

100

0

20

20

30

90

100

30

40

70

80

100

100

90

100

100

100

100

100

20

20

30

30

100

100

10

10

30

30

95

95

10

40

80

80

95

100

0

30

40

80

100

100

1) Herbicidal activity was determined 14 days after treatment (pre-emergence) and 7 days after treatment (post- 

emergence)by visual injury.

* Abbreviations;

 SORBI：Sorghum bicolor, ECHCG：Echinochloa crus-galli, AGRSM：Agropyron smithii, DIGSA：Digiraria 

sanguinalis, SOLNI：Solanum nigrum, AESIN：Aeschynomene indica, ABUTH：Abutilon avicennae, XANSI：

Xanthium strumarium, CAGEH：Calystegia japonica.

Table 1. Herbicidal activity of chrysophanic acid with pre-emergence, early post and middle post-emergence treatment 

on several weed species in a greenhouse.

서와 동일한 농도로 처리하 다. 약제처리 7일(경엽

처리)과 14일(토양처리) 후에 작물에 한 약해정도

를 달  조사하 다. 

합제처리

  생육시기별 방제효과 실험과 동일하게 바랭이를 종 

후 온실에서 리하 다. 종 8일 후에 chrysophanic 

acid의 4, 2, 1, 0.5mM과 caryophyllene oxide의 20, 

10mM 농도를 조합처리(tank-mixture)하여 5일 후에 

달  평가하여 화합물 간 상호작용을 Colby 방법

(Colby 1967)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종 확 실험

  표면  500cm
2
의 사각 라스틱 폿트에 원 용상

토를 충진한 후 바랭이를 포함한 화본과잡  14종, 

까마 을 포함한 엽잡  15종을 종하여 앞서와 

동일한 온실조건에서 리하 다. 종 15일 후에 

chrysophanic acid를 2,000, 1,000, 500, 250, 125ug 

mL
-1

 농도가 되도록 희석조제하여 처리하 으며, 약

제처리 7일 후에 달  조사하 다. 

결과  고찰

토양  경엽처리 효과

  Chrysophanic acid의 토양처리는 종  처리농

도에 계없이 살  활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경엽처리에서는 화본과와 엽 종 모두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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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살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표 1). 기 경엽처

리에서는 500ug mL
-1

 처리수 까지 거의 완 한 살

 효과를 보이고 있고, 250ug mL-1 처리수 에서도 

바랭이, 까마 , 어 귀 등에 한 살 효과가 매우 

우수하 는데, 특히 까마 에 해서는 31.3ug mL
-1

 

농도에서도 95%, 어 귀는 62.5ug mL-1 농도에서 

90%의 살  효과를 나타내었다. 기 경엽처리에서도 

500ug mL
-1
 처리수 까지는  종에 한 살 효과가 

매우 우수하 으며, 까마 의 경우에는 62.5ug mL-1에

서 완 한 살  효과를 보 고, 31.3ug mL
-1

 에서도 

90% 정도의 살  반응을 나타내었다. 

생육시기별 살 효과

  바랭이 종 9일  14일 후 chrysophanic acid 처

리는 1,000, 500  250ug mL-1 농도에서의 살  효

과가 각각 100, 100  95%로 매우 우수하 으나, 3

일과 5일  21일과 28일 후 처리에서는 500ug mL
-1 

이상 농도에서도 활성이 거의 없거나 경미한 수 이

었다(그림 2). 종 3일과 5일 후 처리에서 활성이 거

의 없는 것은 약제처리 당시 바랭이의 생육정도가 발

아는 되었지만 지상부로의 출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기 때문에 토양처리와 비슷한 결과로 살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종 21일 후 처리에서는 약제처리 기에는 활성을 보

으나 곧바로 재생되어 1,000ug mL
-1

 농도를 제외

하고는 약한 살  활성만을 나타내었다. 한, 종 

28일 후 처리에서도 생육이 약간 지연되는 정도의 경

미한 증상만이 찰되었다. 따라서 바랭이에 한 

chrysophanic acid의 살  효과는 식물체가 지상부로 

출 하기 ( 종 1~5일)에는  발 되지 않고, 

기 이후( 종 28일)에 처리하면 살  활성이 격

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생육 기( 종 1~2주)에 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250ug mL-1 이상의 처리

농도에서는 효과 으로 살  활성이 발 될 것으로 

단하 다.

  천연 제 활성 물질의 토양처리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골 장이나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작물 재배 등 아주 특수한 경우에 토양처리용 

제 제로서의 가능성을 시험하고자 ‘Maize gluten

Fig. 2. Herbicidal activity of chrysophanic acid with growth 

stage on large crabgrass in a greenhouse. Herbicidal 

activity was determined 7 days after treatment by 

visual injury.

meal’을 이용하는 경우에 처리량이 헥타아르 당 거의 

2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Quarles 1999) 실성

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천연 제 활성 물질은 주로 

형, 비선택성 효과를 나타내는데, 약제처리 후 

기에 기나 잎에 화염상(burndown) 증상을 보이며, 

잔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재생

되는 특징을 갖는다(Copping과 Duke 2007). 따라서 

본 실험에서 chrysophanic acid가 처리된 농도 범

에서의 토양처리 효과는 발 되지 않았으며, 종 21

일 이후의 기 경엽처리에서는 기에 나타나는 제

활성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재생되기 때문에 살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작물 선택성

  토양처리에 의한 chrysophanic acid의 작물 약해는 

처리한  농도 범 에서 찰되지 않았으나, 경엽처

리에서는 심한 약해가 유발되었는데 그 정도는 화본

과 작물에 비하여 엽 작물에서 상 으로 강하게 

나타났다(표 2). 즉 4종의 화본과  5종의 엽 작물

에 하여 토양처리에 의한 약해는  발 되지 않

았다. 그러나 경엽처리의 경우 125ug mL
-1

 처리 수

까지 부분 작물에서 매우 심한 약해가 찰되었다. 

엽 작물에서는 62.5ug mL-1 이하 농도에서도 약해

가 발 되어 화본과 작물보다는 상 으로 엽 작

물에서의 약해 발 이 심하 다. 작물의 약해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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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t.
Conc.

(ug mL
-1

)

Phytotoxicity (%)1)

Rice Wheat Barley Corn Tomato Hot pepper Soybean Cucumber Radish

Soil

  31.3

  62.5

 125

 250

 500

1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Foliar

  31.3

  62.5

 125

 250

 500

1000

 0

 0

 0

20

40

70

 0

 0

 0

10

30

80

 0

 0

20

50

60

60

 0

 0

10

20

70

90

20

30

70

70

70

80

 0

 5

30

30

40

70

30

80

90

90

95

95

20

30

70

80

90

90

 10

 20

 30

 60

 80

100

1) Phytotoxicity was determined 14 days after treatment (soil treatment) and 7 days after treatment (foliar treatment) by 

visual injury.

Table 2. Effect of chrysophanic acid with soil and foliar treatment on several crops.

콩, 오이, 토마토 등에서 심하게 유발되었는데, 특히 

콩의 경우에는 62.5  31.3ug mL
-1

 농도에서도 각각 

80%와 30%의 약해가 나타나서 시험 상 작물  

가장 감수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물 제 제인 bialaphos와 glufosinate는 작물에 

한 선택성이 없거나 아주 약하기 때문에 주로 비경

작지나 작물 수확 후에 사용되며(Lydon과 Duke 

1999), 특히 glufosinate의 경우에는 유 공학 인 기

법을 활용하여 항성 작물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

다. 따라서 chrysophanic acid도 작물에 하여 선택

성을 기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농경지, 과수원, 방임

지 등에서의 비선택성 제  활성을 이용하는 가능성

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합제처리 효과

  Chrysophanic acid와 caryophyllene oxide의 혼합 

경엽처리에서 모든 처리농도 조합에서 뚜렷한 상승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Chrysophanic 

acid 0.5mM 단제 처리에서 바랭이에 한 살  정도

는 30%이었으나, caryophyllene oxide 20mM과의 

혼합처리에서는 95%로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chrysophanic acid 1, 2,  4mM 단제처리에 의한 

바랭이 살  활성은 각각 50, 80  80%이었는데, 

caryophyllene oxide 20mM과의 혼합처리에서는 각

각 95, 100  100%로 증가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두 

천연물질 간 합제처리에 의한 상호작용성을 Cloby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을 때 높은 상승효과

(Synergistic effect)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따라서 chrysophanic acid와  다른 천연 제 활성 

물질인 caryophyllene oxide와의 합제처리는 상승

인 제 활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상호보완 인 제 활

성을 나타내는 매우 이상 인 조합으로 단하 다. 

  제 제의 합제처리는 처리량 감소, 살  스펙트럼 

확 , 처리시기  선택폭 확 , 항성 문제 해결 등

을 목 으로 하지만, 합제처리에 의한 제 효과는 상

승 는 상가  효과보다는 길항 인 효과가 나타나

는 것이 일반 이라 할 수 있다(Jordan과 Warren 

1993; Kudsk와 Mathiassen 2004). 본 실험에서도 

chrysophanic acid와 다른 천연 제 활성 물질과의 

다양한 합제처리를 시도하 으나 부분 길항작용을 

나타내었고(자료 미제시), 소수의 천연 제 활성 물

질과의 합제처리에서만 상가 는 상승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에서 특히 caryophyllene oxide와

의 합제처리에서 가장 높은 상승효과를 보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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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yophyllene oxide

(mM)

Herbicidal activity (%)
1)

Chrysophanic acid (mM)

0 0.5 1 2 4

 0

10

20

 0

10

20

30

40

95

50

80

95

 80

 90

100

 80

 90

100

1)
Herbicidal activity was determined 5 days after tank-mixture treatment by visual injury.

Table 3. Effect of tank-mixture of chrysophanic acid and caryophyllene oxide on large crabgrass in a greenhouse.

Fig. 3. Herbicidal interaction on large crabgrass foliar-treatment with tank-mixture of chrysophanic acid and caryophyllene 

oxide. Herbicidal interaction was investigated by Colby's method.

pelargonic acid와 ALA(aminolevulinic acid)와의 합

제처리도 가능성이 있는 조합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향후에 chrysophnic aicd의 단 을 보완할 수 있

는  다른 천연 제 활성 물질과의 2원 는 3원 합

제처리를 통한 제 효과의 상승을 발휘하는 조합을 

선발하기 한 실험을 진행 에 있다. 

살  스펙트럼

  Chrysophanic acid 2,000ug mL
-1 

처리 수 에서는 

시험에 사용된 잡 에 해 화본과와 엽잡  구분 

없이 완 히 방제되었고, 1,000ug mL-1 처리 수 에

서도 어 귀, 소리쟁이, 왕포아풀, 개  등 일부 종

을 제외하고는 매우 우수한 살 활성을 나타내었다

(표 4). 500ug mL-1 이하 농도에서는 살 력이 

하게 감소하지만 쇠비름, 꽈리, 바랭이, 조개풀, 강아

지풀, 돌피 등에 해서는 여 히 우수한 살 력을 나

타내고 있었다. 엽 잡 와 화본과 잡  간의 살  

활성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시험 종 범  내에서 

농도별 살 력은 엽 잡 에 비하여 화본과 잡 에

서 경미한 차이지만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chrysophanic acid는 살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

에 고활성, 비선택성 천연물 제 제로서의 개발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지 까지 알려진 천연 제 활성 물질 부분은 주

로 비선택성, 경엽 처리용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들

은 처리된 이후에 곧바로 외형 으로 살  증상(주로 

burndown)이 발 되지만, 지속효과가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부분 재생한다(Copping과 D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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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 leaf

Herbicidal activity (%)

Grass

Herbicidal activity (%)
1)

Conc. (ug mL
-1

) Conc. (ug mL
-1

)

2000 1000 500 250 2000 1000 500 250

V. mandshurica

R. nasturtium

T. repens

S. media

P. oleracea

A. indica

A. theophrasti

P. alkekengi

B. bipinnata

D. tatura

A. artemisiifolia

L. amplexicaule

A. retroflexus

R. crispus

V. tetraspe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5

100

 95

100

100

100

 95

 40

100

 60

100

100

 95

100

 20

 70

 30

 30

 40

 40

100

 20

 40

100

 20

 70

 80

 80

 70

  0

 40

20

10

30

10

10

10

20

95

 0

30

20

30

30

 0

20

E. indica

D. ciliaris

A. hispidus

P. trivialis

P. pratensis

S. viridis

E. cruss-galli

S. bicolor

S. halepense

P. dichotomiflorum

A. semicostum

D. glomerata

P. arundinacea

A. capillaris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5

100

 90

100

 90

100

100

100

 40

100

 95

100

100

100

 50

 60

 90

 95

 80

 95

100

 40

 20

100

 90

 70

 70

 40

 40

 10

 40

 40

 40

 70

100

 30

 10

 70

 70

 60

 60

 30

  0

  0

 30

  0

1) Herbicidal activity was determined 7 days after treatment by visual injury. 

Table 4. Herbicidal activity of post-emergence treatment of chrysophanic acid on several grass and broadleaf weeds 

in a greenhouse.

2007). 최근에는 clove oil이나 cinnamon oil과 같은 

essential oil에 한 천연 제 제로서의 가능성 연구

가 진행되고 있는데(최 등 2009; 최 등 2008; Dayan 

등 2009; Tworkoski 2002), 통상 어린 생육시기의 

잡 에 처리했을 때 높은 활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천연 제 활성 물질을 실제 포장에 용하고자 할 

때는 생육 기의 잡 를 상으로 처리하여 살 효

과를 높이는 동시에, 노출된 생장 까지를 완 고사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처리하면 보다 만족

할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유효성분의 분

산성  확산성, 침투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형기

술의 개발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요  약

  살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연 물질 

chrysophanic acid에 하여 온실조건 하에서 살  

특성을 조사하고, 다른 천연 제 활성 물질과의 합제

처리를 통한 살  작용성 증진 평가를 통해 천연물 

제 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일련의 실

험을 수행하 다. Chrysophanic acid는 토양처리 살

 효과는 없었고 경엽처리 효과만 나타내었으며, 바

랭이에 한 생육시기별 살 력은 종 7~14일에서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작물에 한 약해는 토양처

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엽처리에서는 아주 

심하게 나타나 작물 선택성은 없었다. Caryophyllene 

oxide와의 합제처리에서는 고도의 상승효과가 발

되어 chrysophanic acid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이

상 인 조합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2원 는 3

원 합제를 통한 보다 범 하고 고활성의 천연 제

활성 물질을 발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 chrysophanic acid는 엽  화본

과 종에 계없이 넓은 살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효성분의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형기

술 개발을 통해 고활성, 비선택성 천연물 제 제로서

의 개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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