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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제 제 개발을 한 식물체 수 의 경엽처리 검정법 확립

김재덕
1
, 장 우, 서보람, 황 진, 최정섭, 김진석*

Establishment of Foliar Application Assay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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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stablish an improved bioassay system, whole-plant 

bioassay which is more effective in developing natural herbicides for foliar treatment such as 

herbicidal essential oils. Two bioassay systems using four weed species (Echinochloa crus-galli, 

Digitaria sanguinalis, Aeschynomene indica, and Abutilon theophrasti), spraying method and 

spotting method, were established. Spraying method is applicable if the amount of test compounds 

is enough, while spotting method is useful for the small amount of test compounds. The initial 

application rate was desirable at 2,500~5,000 μg mL-1. Herbicidal activities were higher in the NOP 

treatment when compared to the Tween 20 treatment. To efficiently evaluate volatile compounds 

such as essential oils, if the compound-treated pots were incubated in dew chamber for about 10hrs, 

better results were obtained in the degree and stability of herbicidal responses. When the efficiency 

of bioassay systems established in this study was compared, the spraying method was minimized 

four times to the conventional method that has beed used for screening of synthetic compounds in 

KRICT. On the other hand, in the spotting method, screening for development of a natural herbicides 

was possible even in level of 1/100 test volume and 1/200 amounts of test compound compared 

to the spraying method.

Key words: essential oil; foliar treatment; natural herbicide; spraying method; spotting method; 

whole-plant bio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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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미래 환경을 망해 볼 때, 세계 인구 증가  산

업 고도화에 따른 식량소비 증가, 경작지 감소, 불안

정한 자연환경, 석유 자원을 체할 수 있는 바이오

매스 수요의 격한 증가 등이 상되며 이를 비

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농작물 생산성이 향후 지속

으로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삶의 질 향상과 

자연생태계 보호도 매우 요하기 때문에 농작물 생

산 증진 방안의 경우도 과거와는 다르게 추진되어야 

하는 바, 환경오염 문제가 많은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보다 안 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한 친

환경 농법을 극 개발하여 보 하려는 노력들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해 합성화학농약

이 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일부 유기 합성 농

약은 여 히 인축 독성  환경오염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 미국, 일본  유

럽 등 선진국에서는 합성농약의 생산  사용량을 제

도 으로 규제하고 있다(김 2009). 아울러 유기합성

농약을 체할 수 있는 생물농약의 개발을 극 추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2001과 2005년에 

생물농약 규정이 재정되고 확  정립되면서 법 인 

토 가 마련되었다(김 2009).

  생물제 제(bioherbicide)는 ‘살아있는 미생물, 천

연에서 유래된 추출물 등을 이용한 해식물 방제제’

로 정의할 수 있는데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

물을 직  이용하는 미생물제 제와 미생물이 분비하

는 사산물이나 천연화합물을 추출하여 이용하는 천

연물 제 제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미생물제 제

는 좁은 살 스펙트럼과 효능발 의 불안정 등 때문

에 실용화 된 는 많지 않고 DeVine(Kenney 1986), 

Collego(Te Beest 등 1992), Casst(Christy 등 1993) 

등이 상품화되었거나 등록시험 에 있는 수 이다. 

한편, 천연물 제 제는 미생물 제 제에 비해 상

으로 용범 가 넓고 안정한 살 효과를 기 할 

수 있어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bialaphos, 

pelargonic acid(nonanoic acid), 여러 가지의 식물정

유(많이 알려진 종류로서는 pine oil, clove oil, 

peppermint oil, lemongrass oil, citronella oil, 

eucalyptus oil, neem oil, oregano  basil, manuka 

oil 등이 있음), 기타 미생물/식물 추출물과 이의 분

리성분 등이 알려져 있지만(김 등 2007; Bainard 등 

2006; Dayan 등 2009; Douglas 등 2004; Evans 등 

2009; Kato-Noguchi와 Ino 2003; Nimbal 등 1996; 

Rohlfsen 2008; Singh 등 2005; Tworkoski 2002; 

Vaughn와 Holser 2007; Young 2004), 농가의 요구 

수 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제 제와 련된 생물농약연구는 주

로 미생물제 제 개발을 심으로 약간씩 진행되어 

왔다. 최근 ‘다이클로버’의 개발, Penicillium sp., P. 

tabacinum, E. nematosporus, E. monoceras, C. 

graminicola 등의 활용연구가 일부 학, 연구소  

벤쳐기업 등에서(김 등 1996; 이 등 1994; 정 등 

1990; 홍 등 2006) 이루어져 왔으나, 천연물 제 제

와 련된 연구는 아직 연구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김 

등 2001; 김 등 2003b; 김과 이 2007; 김과 장 2009; 

우딘 로미즈 등 2009; 최 등 2008; 최 등 2009). 한

편, 농업 장에서는 효과발 이 불안정한 미생물 

제 제보다는 효과가 보다 확실한 천연물 제 제의 

요구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천연물 제

제 개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천연물 제 제 개발이 보다 효과 으로 진행되기 

해서는 제 활성 생물검정 기술, 천연물로부터의 생

리활성 물질의 분리  탐색 기술, 제제 기술, 소포

장/포장시험 기술 등이 종합 으로 필요하다. 특히 

생물검정기술은 가장 먼  갖추어야할 부문으로서 

그 독창성, 효율성  재 성은 제품개발의 성패를 

좌우한다. 천연물 성분은 다양하며 유효성분을 다량 

확보하는데 상 으로 높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

에, 합성농약의 생물검정법과는 다른 근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재 주로 개발 활용되고 있는 천연물 제 제로는 

경엽처리 활성이 뚜렷한 식물정유 성분들이 부분 

차지하고 있다(Dayan 등 2009; Dudai 등 1999; 

Kobaisy 등 2001; Gauvrit와 Cabanne 1993; 최 등 

2008; 최 등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식물정유의 활

용과 개발을 포함한 천연물 제 제의 개발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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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진하기 하여 식물정유 성분의 제반 특성이 

고려된 식물체(whole-plant) 검정법을 확립하기 

해 수행되었다. 

재료  방법

제 활성물질

  모두 52종을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Trans- 

anethrole, aminolevulinic acid(ALA), chrysophnic 

acid, carvacrol, cedarwood oil, cinnamon oil, clove 

oil, coconut oil, cotton seed oil, eugenol, geraniol, 

jojoba bean oil, levulinic acid, methyl(±)-jasmonate, 

pelargonic acid, quercetin, rotenone, safflower seed 

oil, sunflower seed oil, terpineol, thymol 등은 시그

마알드리히 회사에서 구매하 고, bialaphos는 Meiji

(明治)사에서 제공한 상품(루비액제, 유효성분 18%)

을 사용하 다. 기타 식물정유 성분은 JIN-AH 

ENTERPRISE사로부터 구매하거나 최성환 박사가 

제공한 시료를 사용하 다. 

식물체(whole-plant) 경엽살포 검정법 

기본 실험방법

  사각 라스틱 폿트(가로 9cm, 세로 9cm, 높이 6 

cm)에 사질양토의 밭토양을 4cm 깊이로 채운 다음(표

면  64cm
2
), 돌피(Echinochloa crus-galli), 바랭이

(Digitaria sanguinalis), 자귀풀(Aeschynomene indica) 

 어 귀(Abutilon theophrasti) 종자를 정량 종

하 다. 종된 폿트는 온실에 두었으며 종 후 10

일 내외에 조제된 약제를 spray gun으로 폿트당 

3.5-4.0mL 처리하 다. 이 때 잡 의 생육단계는 자

귀풀의 경우 제1복엽이 완 히 개되어 약 50% 생

장되었고, 피와 바랭이는 엽이 완  개되었거나 

제1본엽이 출 하여 생장하기 시작하는 단계 고, 어

귀는 자엽이 완  개된 후 제1본엽이 돌출되기 

시작하는 상태 다. 약제조제는 수용성 시료의 경우 

20% acetone(0.1% Tween 20 함유) 용매에 직  녹

여 조제하 고, 비수용성 시료의 경우는 acetone에 

먼  녹인 다음 계면활성제 Tween 20이 포함된 증류

수에 희석하여 조제하 는 바, 용매  계면활성제의 

최종농도는 각각 50%, 0.1% 수 으로, 이는 잡 에 

어떠한 약해도 유발하지 않았다. 제 활성검정은 약제

처리 후 5일  10일째에 0-100% 등 표 기 에 따라 

달 조사하 다(0：효과 없음, 100：완 고사).

구입된 제초활성물질의 제초효과 조사

  경엽살포 검정법의 타당성과 기처리 유효농도를 

악하기 하여 ALA를 포함한 52종의 천연제 활

성물질을 의 기본 실험방법에 하여 각 농도별로 

조제한 후, spray gun을 사용하여 폿트당 4mL를 경

엽처리하 다. 약제처리된 폿트는 온실에 바로 옮겨 

리하 으며, 약제처리 5일 후에 달 조사를 통해 

제 활성을 평가하 다.

효과적인 전착제 선발시험

  천연물제 제의 살 력을 효과 으로 증진 시킬 

수 있는 착제를 선발하기 하여,  실험에서 제

활성이 우수한 8개의 식물정유를 선발하고, 각 약

제를 5가지 착제[Tween-20, Reitron, N-Octyl 

pyrridone(NOP), Siluett  채종유]로 조제하여 경엽

에 살포한 다음 제 활성 증진 여부를 검토하 다. 채

종유(SE)는 soybean oil 0.9g+emusifier 0.1g으로 구

성되었고, 계면활성제의 최종 농도는 채종유의 경우

에는 0.2%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0.1% 으며, 용매인 

acetone의 최종농도는 10% 다. 기타는 에 기술

한 경엽살포 검정법에 하여 실시하 다. 

습도처리 효과

  Carvacrol, cinnamon oil, citronella, clove oil, 

eugenol, geraniol, oregano, thymol 등 8종의 식물정

유가 처리된 폿트를 과습조건의 폐 아크릴 상자에 

10시간 동안 둔 다음 온실에 옮겨 살 력의 발 정도

를 조사하 다. 과습 조건에 두지 않고 직  온실에 

옮긴 폿트를 조구로 설정하여 비교하 다. 

 

식물체(whole-plant) 생장  처리법

  검정식물체 육성을 해 육묘용 폿트인 12×24 

(Well) 트 이[(주) 범농, 정읍]에 원 용 상토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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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oliar application bioassay as a whole-plant test for screening of natural post-emergence herbicides.

고 돌피, 바랭이, 자귀풀, 어 귀를 종하여 최종

으로 well당 한 개체로 리하 다. ALA외 7종의 

천연물을 선발하여 여러 농도의 시험용액을 제조하

으며 약제 조제시 acetone  Tween 20 최종 농도

는 각각 20%, 0.1% 다. 약제처리는 종 후 1주일 

지난 어린 묘에 피펫을 이용하여 실시하 으며 각 

식물의 생장 부 에 10μL씩 처리하 다. 그 후 

약제처리된 폿트를 과습상태의 폐 아크릴 상자에 

10시간 둔 다음 꺼내어 온실로 옮겨 생육시켰다. 제

활성 검정은 약제처리 후 5일째에 0-100% 등 표 

기 에 따라 달 조사하 다(0：효과 없음, 100：

완 고사).

결과  고찰

식물체(whole-plant) 경엽살포 검정법

  천연물 제 제를 실용화시키기 해서는 실내검정

보다는 실외검정에서 효능이 빠르게 확인되어야 한

다. 실내검정은 검정 상 식물의 조직 편을 가지고 

엽록소 괴, 세포질 출, 조직 괴사정도 등을 조사

하는 것으로서(김 등 1990; 권 등 2000; 김 등 2003a; 

김 등 2006; Tworkoski 2002) 간편하고 소량의 시료

로도 약제의 활성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장 이 있으

나, 실용화와 련된 정보를 얻기에는 부족한 이 많

다. 따라서 실용화를 목 으로 할 경우에는 가능한한 

식물체(whole-plant)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천연물 제 제는 충분한 양의 시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소량으로도 효능을 

검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합성화합물을 상으로 온실조건에서 제 활성

을 검정했던 기존 시스템(김 등 2005)을 축소화시켜 

개선하는 방향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그 결과, 합성

화합물 검정시에 용해 왔던 350cm
2
 표면 을 가진 

폿트에서(김 등 2005) 8 cm
2
 표면 을 가진 폿트로 

체하여도 약효 평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약제 소요량을 1/4 정도로 일 수 있었다(그림 1). 

이 때의 검정 종은 온실조건에서의 년  실험이 가

능하고 발아력이 좋아 취 하기 용이한 잡 종으로

서 엽 2 종(자귀풀, 어 귀), 화본과 잡  2종(돌

피, 바랭이)을 사용토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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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s
Application (μg mL-1) 

Chemicals
Application (μg mL-1)

5,000 2,500 1,250 625 5,000 2,500 1,250 625

---------- Injury % ---------- ---------- Injury % ---------

1,4-Cineole

Anise oil

Basil

Bisabolene

Camphor

Castor

Caryophyllene oxide

Carvacrol

Cedarwood oil

Chrysophanic acid

Coconut oil

Cotton seed oil

Cinnamon oil

Clove oil

Eucalyptus GLB

Eucalyptus GROD

Eugenol 

Fennel

Geraniol 

Geranium

Grape fruit

Jojoba bean oil

Juniper berry

Lavender

Lemon

0

5

27

2

0

0

72

100

15

100

0

0

90

80

0

32

70

15

79

47

5

0

0

0

0

0

0

0

0

0

0

45

86

5

95

0

0

37

20

0

0

35

0

26

27

0

0

0

0

0

0

0

0

0

0

0

15

31

0

74

0

0

2

2

0

0

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7

0

5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0

Lemon grass

Levulinic acid

Linseed oil

Marjoram

Methy-jasmonate 

Neem oil

Oregano

Peanut oil

Pelargonic acid

Pennyriyal 

Peppermint oil

Pine oil

Quercetin 

Rosemary oil

Rotenone

Safflower seed oil

Sunflower oil

Tarragon

Teatree 

Terpineol 

Thyme oil

Thymol 

Trans-anethole 

Turpentine oil

Wintergreen oil

0

91

0

0

91

21

100

0

100

0

23

20

0

2

27

0

5

30

0

40

5

100

32

0

7

0

72

0

0

51

2

38

0

92

0

0

2

0

0

5

0

0

2

0

5

0

47

12

0

0

0

16

0

0

15

0

25

0

43

0

0

0

0

0

0

0

0

0

0

2

0

27

0

0

0

0

0

0

0

5

0

0

0

11

0

0

0

0

0

0

0

0

0

0

0

0

20

0

0

0

Chemicals
Application (μg mL-1)

Chemicals　
Application (μg mL-1) 

1,000 500 250 125 50 25 12 6

---------- Injury % ---------- ---------- Injury % ----------

Aminolevulinic acid 78 66 32 7 Bialaphos 95 85 75 56

Table 1. Herbicidal activities of 52 natural chemicals by foliar application in a greenhouse condition.

공시된 제초활성물질의 살초효과

  검정법의 타당성과 기처리 유효농도를 악하기 

하여 ALA를 포함한 52종의 천연 살 활성물질의 

약효를 조사하 다. 그 결과(표 1, 그림 2), bialaphos

는 50μg mL
-1
에서 잡  4 종에 해 평균 95%, 

ALA의 경우에는 1,000μg mL-1에서 78% 살 활성

을 보 으며, pelargonic acid, carvacrol, clove oil, 

thymol을 포함한 10개 시료에서는 5,000μg mL
-1
에

서 75-100%의 살 활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천연물

제 제 생물검정의 기설정 농도는 5,000μg mL
-1

 

이하로 하되 2,500μg mL
-1
내외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재 상품으로 출시된 성분들의 

부분은 2,000μg mL-1 이하에서도 활성을 보이기 

때문에 실용화 수 의 보다 강한 활성을 가진 화합물

을 선발하려면 2,000μg mL
-1
를 기설정 농도로 해

도 무방할 것 같았다.

효과적인 전착제 선발시험

  천연물 제 제 생물검정 시 살 력을 효과 으로 

발 시킬 수 있는 계면활성제가 있다면 검정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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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erbicidal activities of some natural chemicals at foliar application to 4 weed species in a greenhouse condition.

Adjuvants
Clove oil

(μg mL-1)

Weed species
1)

AESINI ECHOR ABUTH DIGSA

5D2) 10D 5D 10D 5D 10D 5D 10D

--------------------- Injury % ----------------------

0.1% Tween 20 

5,000

2,500

1,250

100

10

0

100

0

0

100

60

0

100

50

0

40

10

0

60

0

0

100

90

20

90

90

10

0.1% Siluet 

5,000

2,500

1,250

30

10

0

20

0

0

90

30

0

80

20

0

0

0

0

0

0

0

100

100

15

100

100

0

0.1% Reitron 

5,000

2,500

1,250

95

10

0

90

0

0

100

70

0

100

60

0

35

0

0

20

0

0

100

90

15

90

80

0

0.1% NOP 

5,000

2,500

1,250

625

313

100

50

60

40

30

100

50

50

30

10

100

100

30

30

20

100

100

20

20

0

35

20

10

0

0

20

0

0

0

0

100

100

100

70

60

100

100

100

60

30

0.2% SE 

5,000

2,500

1,250

100

0

0

100

0

0

100

20

0

100

0

0

60

10

0

30

10

0

100

80

10

90

40

0

1) AESINI：Aeschynomene indica, ECHOR：Echinochloa crus-galli, ABUTH：Abutilon theophrasti, DIGSA：

Digitaria sanguinalis.
2) 5D and 10D：at 5 day and 10 day after herbicide treatment.

Table 2. Effect of different adjuvants on the herbicidal activities of clove oil at post-emergence treatment.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일반 으로 사용되

어 온 Tween 20보다 우수한 효과가 있는 계면활성제

를 악하기 하여 실시되었다. 그 결과, clove oil과 

eugenol에서는 NOP가, cinnamon oil에서는 Siluet과 

NOP가, carvacrol에서는 Reitron이, thymol에서는 

Tween-20과 Reitron, NOP  SE 첨가시에 60% 이

상의 살 활성을 나타내었다(그림 3). 식물정유 8가

지의 잡  4 종에 한 살 활성을 공시된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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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different adjuvants on the herbicidal activities of some natural chemicals at post-emergence treatment 

(2,500 μg mL
-1

). Herbicidal activity was designated as average value of injury % to four weeds. 

Fig. 4. Effect of incubation in dew chamber on the herbicidal activity of different essential oils at post-emergence 

treatment (2,500 μg mL
-1

). The treated pots were incubated for 10 hr in dew chamber. Herbicidal activity was 

designated as average value of injury % to four weeds. 

착제별로 평균해 볼 때 Tween-20, Reitron, Siluette, 

NOP, SE에서 각각 40%, 40%, 36%, 70%  42%로 

NOP 첨가시에 활성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

다 구체 으로, clove oil을 가지고 각 계면활성제의 

효과를 검정하 을 때, 모든 처리농도에서 NOP는 다

른 착제들 보다 살 활성을 더 증가시키는 경향이

었다(표 2). 

습도처리 효과 

  식물정유의 살 활성은 오래 부터 보고되어 왔

으며(Dayan 등 2009; Dudai 등 1999; Gauvrit와 

Cabanne 1993; Tworkoski 2002) 유기농법에서 잡

방제를 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들은 부분 비선택

 형 살 활성을 보이며 잡 제거 효과가 일시

인데, 그의 주된 이유는 식물정유가 상 으로 휘

발성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상된다(Dayan 등 

2009). 본 연구에서도 식물정유를 가지고 실험했을 

때, 활성 결과가 실험시마다 다르게 나타남을 경험하

으며 이는 식물정유의 휘발성 때문이라고 여겨졌

다. 따라서 식물정유의 살 활성 검정시에는 살 효

과 발 의 균일성 유지를 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성

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약제가 경엽으로 흡수되는 동안에 

휘발을 낮추기 해 식물체를 고습도 조건에 일정기

간동안 두는 방안을 검토하 다. 8종의 식물정유를 

2,500μg mL-1농도로 처리한 다음, 잡  4 종에 한 

평균 방제활성을 조사한 결과, 약제처리 후 과습조건

에 10시간 둔 시험구는 약 60% 활성을 나타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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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method 
Eugenol

(µg mL-1)

Weed species
1)

AESINI ECHOR ABUTH DIGSA

5D2) 10D 5D 10D 5D 10D 5D 10D

------------------------ Injury % ------------------

No incubation in

dew chamber

5,000

2,500

1,250

85

15

0

100

15

0

100

10

0

100

20

0

50

0

0

40

0

0

100

70

15

100

50

0

Incubation in 

dew chamber

5,000

2,500

1,250

100

0

0

100

0

0

100

75

0

100

80

0

100

30

0

100

0

0

100

100

30

100

100

30

1)
AESINI：Aeschynomene indica, ECHOR：Echinochloa crus-galli, ABUTH：Abutilon theophrasti, DIGSA：

Digitaria sanguinalis.
2) 5D and 10D：at 5 day and 10 day after herbicide treatment.

Table 3. Effect of incubation in dew chamber on the herbicidal activity of eugenol at post-emergence treatment.

과습조건에 두지 않았던 조구에서는 약 40%의 살

 활성을 보여 과습상태의 보 이 제 활성을 높임과 

동시에 상 으로 균일한 제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처리 화합물별로 볼 때, eugenol, carvacrol, citronella 

 oregano 처리시에 그 효과가 보다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이를 더욱 확인하기 하여 eugenol 

농도를 달리 살포한 다음 동일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약제처리 후 과습조건에 두었을 때에 살 효과가 보다 

증진되어 나타났다(표 3). Scarfato 등(2007)은 식물정

유의 휘발성을 이기 해 microencapsulation을 검

토한 바 있으나, 생물검정 단계에서는 검정시료를 

microencapsulation시켜서 실험하기는 어렵기 때문

에, 상기와 같은 방법을 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으로 생각되었다. 

식물체(whole-plant) 생장  처리법

  천연물 유래 활성물질은 많은 양을 확보하기 어려

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량으로도 기 활성 검정을 

할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경엽처리 활성을 

평가하기 하여 지 까지 용해 온 부분의 방법

은 조직 편을 이용하여 실내에서 소규모로 검정하

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조직의 편화  약

제조제 등에서 세 한 주의가 필요하고, 식물체가 

아닌 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실 인 조건의 

검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해

서는 식물의 생장  부 에  처리하는 방법이 효

과 일 것으로 사료되어 실험하 다. 그 결과, 각 

종의 생장  부 에 약제를 처리했을 때는 경엽살포 

검정법에서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는데, clove oil

의 경우 5,000, 2,500, 1,250  625μg mL
-1

 농도로 

경엽살포처리시 평균 제 활성이 각각 80, 20, 2, 0%

인 반면, 처리시에는 평균 제 활성이 각각 100, 

85, 48, 20% 다(표 4). 이는 처리시 경엽살포 

검정법 처리농도의 1/2 수 에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효율성 측면에서 의 생장  부

 처리법을 식물체 경엽살포 검정법과 비교

해 보았을 때 상 인 처리용량(4 종을 10μL씩 처

리시)은 1/100, 성분량은 1/200 정도로 일 수 있었

다(표 5). 

  이상의 실험결과들로부터 천연물 유래 제 제 개

발을 한 생물검정을 수행할 때에는 기 처리농도

를 2,500~5,000μg mL
-1

 내외로 하여 한 계면활

성제를 첨가하고 경엽살포 는 생장  처리를 

한 후, 이를 과습 상태에 약 10시간 둔 다음 온실에 

옮겨 두면, 제 활성 발 이 증진됨은 물론 균일성을 

확보할 수 있어 천연물 제 제 선발과 실용화에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한 확보한 

천연물 성분이 미량일 경우에도 처리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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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s
Foliar application (µg mL

-1
) Spot treatment (µg mL

-1
)

5,000 2,500 1,250 625 5,000 2,500 1,250 625

---------- Injury %, average of four weeds ----------

Carvacrol

Caryophyllene

Clove oil

Eugenol

Oregano

Pelargonic acid

Thymol

100

72

80

70

100

100

100

86

45

20

35

38

92

47

31

15

2

12

25

43

27

7

2

0

5

0

11

20

100

82.5

100

100

100

100

100

100

60

85

97.5

95

97.5

97.5

52.5

15

47.5

85

50

85

80

30

5

20

25

30

25

25

Chemicals 1,000 500 250 125 1,000 500 250 125

---------- Injury %, average of four weeds ----------

ALA 78 66 32 7 100 92.5 82.5 27.5

Table 4. Herbicidal effect of foliar application and spot treatment in post-emergence.

Items
Conventional

method
1)

Method I

(Foliar application)

Method II 

(Spot treatment)

Treatment surface area 350cm2 64cm2 Spot

IC90(μg mL-1) 5,000 5,000 2,500

Rating time (Days after treatment) 5~14 5~14 2~14

Weed species Broad leaf 5 Grass 5 Broad leaf 2 Grass 2 Broad leaf 2 Grass 2

Application volume required for assay 14mL 4mL 40μL

Amounts of compounds required for assay 140mg 40mg 200μg

1) Greenhouse test for screening of synthetic herbicidal compounds which was established in KRICT.

Table 5. Efficiency of several methods as a whole-plant assay for natural herbicide development.

식물체(whole-plant) 수 에서의 활성 정도를 평가

하는 것이 효과 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요  약

  본 연구는 식물정유의 활용과 개발을 포함한 천연

물 제 제의 개발을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한 방안

으로서 식물정유 성분의 특성이 고려된 개선된 식

물체(whole-plant) 검정법을 확립하기 해 수행되

었다. 잡  4 종을(피, 바랭이, 자귀풀, 어 귀) 이

용하는 식물체 경엽살포 검정법은 검정 화합물 량

이 충분할 경우, 식물체 생장  처리법은 검정 

화합물이 미량일 때 추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되

었다. 각 식물정유 처리시 기 처리농도는 2,500~ 

5,000μg mL
-1

 수 이 필요하 으며 계면활성제는 

Tween 20 보다 NOP를 첨가하 을 경우에 보다 높

은 살 활성을 나타내었다. 식물정유와 같이 휘발성

이 있는 천연물의 활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약제를 

처리한 후 과습 상태에 일정시간 두면 제 활성 발

이 증진되었다. 한 식물체 생장  처리법

은 경엽살포 검정법에 비해 약 1/100의 약제처리량

(부피), 약 1/200의 성분량(무게)에서도 살 효과의 

검정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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