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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질 Chrysophanic Acid의 포장조건 제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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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rbicidal activity and characteristics of chrysophanic acid were investigated in 

semi-field condition. At early and middle post-emergence, Trifolium repens appeared to be very 

susceptible to chrysophanic acid of 2,000 μg mL-1. However, herbicidal activity of chrysophanic acid 

of 2,000 μg mL-1 estimated by visual injury to Artemisia princeps was not caused considerable 

phytotoxicity. Also by foliar application, the concentration of crysophanic acid for effectively control 

to Polygonum aviculare was much higher than 2,000 μg mL-1. Herbicidal activity of chrysophanic 

acid to Echinochloa crus-galli, Cypres difformis, Setaria viridis, Digitaria sangguinalis, Bidens 

tripartita by foliar application was more effective at concentration ranges from 4,000 to 6,000 μg 

mL-1. These results suggest that chrysophanic acid demanded for higher than 2,000 μg mL-1 to 

successful weed control in the field condition.

Key words: chrysophanic acid; impermeability; natural herbicide; semi-field condition; treatment 

dosage.

서  언

  농업에서 가장 효과 인 잡 방제 수단은 

렴한 비용과 뛰어난 살 력을 갖는 유기합성 제 제

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환경과 인축에 한 잠재 인 

향 때문에 OECD 국가에서는 이의 사용이 제한되

고 있다. 한, 유기합성 제 제의 연용에 따른 항

성잡 가 출 하게 되어(박 등 1999; 박 등 2003;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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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09; Park 등 2009; Riches 등 1996) 이를 방제

할 수 있는 새로운 작용기작을 갖는 제 제 개발이 

요구되지만 1980년 에 triketone계 제 제가 개발된 

이래 더 이상의 개발성과가 없는 실정이다(Prisbylla 

등 1993; Schultz 등 1993; Secor 1994). 

  이러한 유기합성 제 제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

는 한 가지 방안으로 오랫 동안 인류에게 유용하게 

이용되었던 천연물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

양한 종류의 천연물질을 직  이용하거나 새로운 화

학구조를 갖는 물질을 탐색하여 새로운 작용기작을 

갖는 지표물질이나 합성물질의 기본골격으로 활용하

고 있으며, 이러한 천연물 유래 물질에 한 작물보호

제로서의 타당성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Copping과 Duke 2007). 

  천연물로부터 제 활성물질의 탐색 는 개발은 

토양 미생물과 식물을 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데, 토양 미생물로부터의 제 활성물질 개발 

사례로는 Streptomyces hygroscopicus가 분비하는 2

차 사산물을 직  이용한 bialaphos를 들 수 있다

(Bayer 등 1972; Duke 등 1996; Satoh 등 1993). 그리

고 acetic acid(Young 2004; Webber 등 2005), clove 

oil(김 등 2008; Bainard와 Isman 2006; Copping과 

Duke 2007), fatty acids(Malkomes 2006), pelargonic 

acid(Fukuda 등 2004; Lederer 등 2004), maize 

gluten(Liu와 Christians 1994), pine oil(Miller 2003) 

등과 같은 식물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천연 제 활성 

물질도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식물로부터 유래하는 천연 제 활성 물질 

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경우는 극히 제한 인데, 그 

주된 요인으로는 유기 합성 제 제에 비해 상 으

로 살 력이 낮기 때문에 실제 포장에 용해서 효

과를 얻기 해서는 많은 양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

이다. 옥수수 낟알의 분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을 이용한 ‘Maize gluten meal’의 경우에 북미에서 

WeedBan
TM

, Corn Weed Blocker
TM

 등의 여러 가지 

상표명으로 토양처리제 는 비료로 매되었지만,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기 해서는 처리량이 헥타아

르 당 2톤 이상 요구된다(Quarles 1999). 한, 식물 

추출물에서 유래하는 C9 지방산인 pelargonic acid는 

경엽처리용 제 제로 개발되어 Scythe
TM

라는 상표명

으로 매되고 있는데, 속효성이면서 범  잡 를 

비선택 으로 방제하는 특징을 갖는다(Fukuda 등 

2004). 그러나 pelargonic acid 역시 온실조건에서도 

경엽처리의 처리량이 5~10kg ha
-1
으로 매우 높은 편

이다. 이와 같이 식물에서 유래하는 천연 제 활성 물

질을 작물보호제로 이용하고자 할 때 합성 화학제

제에 비하여 상 으로 높은 처리량이 요구되는 것

은 천연물 유래 제 제의 근본 인 단 이며, 환경에 

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래하게 되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온실 수 에서의 평가를 

통해 살 활성이 확인된 식물 유래의 천연물질이라

도 실제 포장조건에서의 용 가능성을 신속히 단

하여야만 개발단계로의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자생식물인 애기수 (Rumes acetosella 

L.)으로부터 분리․동정되었고(김 등 2003), 온실조

건에서의 살 력과 용범 , 작물 선택성 등의 검

토를 통해 천연 제 활성 물질로서의 가능성이 확

인된(장 등 2010) chrysophanic acid에 하여 간이

포장 조건에서의 잡  방제력과 살 특성을 평가하

여 실용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발단계로의 진입 

여부를 단하는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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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해도를 증가시키는 유기용매와 2종의 착제를 이용

하여 3% 유제로 제형화하여 사용하 다. 

포장조건에서의 살 활성 평가

  포장시험은 2009년 7~10월에 한국화학연구원 부

속농장( 역시 유성구 소재)과 강원 학교 부속

농장(강원도 천 지 소재)에서 비교  균일하게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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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erbicidal activity of chrysophanic acid with early post-emergence treatment on T. repens in semi-field condition. 

Photos were taken 7 days after application.

가 자연발생 된 지 을 선정하여 수행하 다. 

토끼풀에 대한 살초활성 검정

  한국화학연구원 부속농장 주변에 자연발생 된 토

끼풀(Trifolium repens) 군락지를 임의 선정하여 1m
2
 

넓이로 시험처리구를 조성하 다. 이때 토끼풀은 생

육정도에 따라 기( 장 10cm 내외)와 기( 장 

20cm 내외)로 구분하고 3% chrysophanic acid 유제

를 2,000, 1,000μg mL-1 농도로 조제하여 150mL씩 

분무처리하 다. 약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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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에 대한 살초활성 검정

  한국화학연구원 부속농장 주변에서 여러 종의 잡

가 혼재되어 있는 지 을 선정하여 쑥(Artemisia 

princeps)만을 남겨두고 다른 잡 들은 제거하여 1m2 

넓이로 시험처리구를 조성하 다. 약제처리 당시 쑥

의 생육정도는 45∼50cm이었다. Chrysophanic acid 

처리는 앞서 기술한 “토끼풀에 한 살 활성 검정”

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 다.

마디풀에 대한 살초활성 검정

  한국화학연구원 부속농장 주변 조성되어 있는  

잔디(Zoysia japonica) 포장에 마디풀(Polygonum 

aviculare)이 자연발생 된 지 을 선정하여 1m2 넓이

로 시험처리구를 조성하여 “토끼풀에 한 살 활성 

검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chrysophanic acid를 처리

하 다. 

초종별 경엽처리 활성

  강원 학교 부속농장에 강피(Echinochloa crus- 

galli), 강아지풀(Setaria viridis), 알방동사니(Cypres 

difformis), 바랭이(Digitaria sangguinalis), 가막사리

(Bidens tripartita) 등의 잡 가 비교  동일하게 발

생하고 있는 지 에 4개의 시험처리구(0.25m
2
)를

 
조

성하고 chrysophanic acid를 2,000, 4,000, 6,000μg 

mL-1를 분무처리하 다. 약제 처리 7일 후에 

chrysophanic acid에 한 살 력을 “토끼풀에 한 

살 활성 검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달

조사하 다. 

결과  고찰

토끼풀에 한 살 력

  Chrysophanic acid 3% 유제 1,000μg mL-1의 기 

 기처리에서 토끼풀 방제효과는 각각 70%와 

50% 으며, 2,000μg mL
-1

 처리농도에서는 각각 

95%와 90%이었다(표 1, 그림 1). 그리고 2,000μg 

mL
-1

 처리구에서는 약제처리 1주일 후에도 토끼풀의 

재생 정도가 매우 빈약하 고, 2주일 이상 경과한 후

에야 본격 으로 재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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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erbicidal activity of chrysophanic acid with foliar application on A. princeps in semi-field condition. Photos 

were taken 7 days after application.

Table 1. Herbicidal activity of chrysophanic acid with 

early and middle emergence treatment on 

Trifolium repens in semi-field condition.

Concentration

(μg mL-1)

Herbicidal activity(%)1)

Early post Middle post

1,000

2,000

70

95

50

90

1)
Herbicidal activity was determined 7 days after treatment 

by visual injury.

  토끼풀은  차단에 의한 식물생장 억제로 큰 문제

를 일으키는 해성(noxious) 잡 이다. 특히 지하경

을 통해 양번식을 하여 뿌리가 매트화 되어 있고, 

다년생 잡 로 해마다 발생하기 때문에(홍 등 2006) 

더욱 방제가 어려운 형편이다. 토끼풀 방제수단으로

는 식물 멸 제 제( 리포세트, 라쿼트 등)를 이

용할 수 있으나 살포시기에 제한이 있어 사용상 주의

가 필요하다. 국민생활 수 의 향상으로 공원이나 골

장 등 여가와 운동에 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잔디밭을 포함한 녹지의 면 도 증가될 것이 

상되기 때문에 토끼풀을 방제할 수 있는 한 수단

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의 chrysophanic 

acid는 국내 자생식물인 애기수 으로부터 분리된 천

연 살 활성물질로(김 등 2003) 환경에 한 안 성

과 인축 독성이 상 으로 낮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약제처리 후 확 성이나 침투성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제형을 개발하여 처리농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야외 포장에서의 토끼

풀 방제에 효과 인 방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쑥에 한 살 력

  Chrysophanic acid 1,000μg mL-1과 2,000μg mL-1 

농도로 처리하여 쑥에 한 살 력을 평가한 결과 각

각 10%와 40%로 낮았다(그림 2, 그림 3). 다년생잡

인 쑥의 효과 인 방제를 해서는 지상부의 양분

Fig. 2. Herbicidal activity of chrysophanic acid with foliar 

application on A. princeps in semi-fiel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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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하로 이동하는 시기인 4∼5월과 10월말에 흡수

이행성 경엽처리형 제 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본 실험은 9월 말경 양생장이 왕성하게 이루

어지는 시기에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chrysophanic 

acid가 이행형이 아닌 형 활성을 나타내는 활성물

질이기 때문에(장 등 2010) 살 력이 매우 낮았던 것

으로 단된다.

마디풀에 한 살 력

  잔디밭에서 혼생하고 있는 마디풀에 한 chrysophanic 

acid의 살 활성은 1,000  2,000μg mL
-1

 처리농도

에서 각각 20%와 95%로 나타나(그림 4, 그림 5), 마

디풀 방제를 해서는 2,000μg mL
-1

 이상의 농도가 

Fig. 4. Herbicidal activity of chrysophanic acid with foliar 

application on P. aviculare in semi-field condition.

Fig. 5. Herbicidal activity of chrysophanic acid with foliar 

application on P. aviculare in semi-field condition. 

Photos were taken 7 days after application.

필요한 것으로 단하 다.

  마디풀은 마디풀과의 1년생 잡 로 밭이나 도로변, 

밭둑 등에서 발생하며 환경에 한 응성이 매우 강

한 잡 이다. 장은 10∼30cm 내외이며 6∼7월에 

꽃이 피는데, 최근에는 도시의 공한지나 골 장에 침

입하여 문제시 되고 있다. 마디풀 방제는 주로 경엽

처리형 비선택성 제 제를 이용하지만, 다시 재생되

어 방제가 어려운 잡 로 알려져 있다. 마디풀 방제

를 한 chrysophanic acid의 처리농도는 2,000μg 

mL
-1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 농도에서는 잔디에 한 

약해도 발생되기 때문에 잔디밭에 용하기 해서

는 약해 발생문제도 해결하면서 처리농도를 낮출 수 

있는 한 제형개발 기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종별 경엽처리에 의한 살 력

  Chrysophanic acid를 1,000μg mL
-1

 농도로 처리한 

비실험 결과, 토끼풀, 돌콩, 칡 등의 잡 에 한 살

력은 체로 우수하 지만, 쑥을 포함한 일부 잡

종에 한 방제효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자료 미제시), chrysophanic acid를 고농도로 처리했

을 때의 살 효과를 확인하고자 수행하 다.

  시험처리구 내에 자연발생된 강피, 강아지풀, 알방동

사니, 바랭이, 가막사리 등 5종의 잡 는 chrysophanic 

acid 6,000μg mL
-1

 처리에서 모두 완 방제되었고, 

4000μg mL
-1

 처리에서 바랭이는 100%, 강피와 강아

지풀은 80%, 알방동사니와 가막사리는 각각 50%  

60% 방제되었다. 한, 2,000μg mL
-1

 처리에서는 각

각 80, 80, 50, 80  20%의 살 력을 나타내었다(표 

2). 따라서 chrysophanic acid는 자연발생된 잡   

강피, 강아지풀, 바랭이 등의 화본과 잡 에 한 방

제활성은 매우 우수하 고, 사 과 잡 인 알방동사

니와 국화과 잡 인 가막사리에 해서는 방제력이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그러나 이와 같

은 잡  종에 따른 방제력 차이는 종 간 감수성 차

이라기보다는 약제처리 당시의 잡  생육시기와 

련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즉, 본 실험기간이 9월 

말경으로 자연발생된 잡  종 부분이 결실기를 지

나 탈립 직 의 상태이었고, 특히 알방동사니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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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

(μg mL-1)

Herbicidal activity(%)1)

Echinochloa 

crus-galli

Setaria

viridis

Cypres

difformis

Digitaria 

sanguinalis

Bidens

tripartita

2,000

4,000

6,000

 80

 80

100

 80

 80

100

 50

 50

100

 80

100

100

 50

 60

100

1) Herbicidal activity was determined 6 days after treatment by visual injury. 

Table 2. Herbicidal activity of chrysophanic acid with foliar application to several weeds in semi-field condition.

Fig. 6. Herbicidal activity of chrysophanic acid with foliar application to several weeds in semi-field condition. Photos 

were taken 6 days after application.

종실의 탈립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가막사리는 자연

고사 직 의 상태인 개체도 있었기 때문에 상 잡  

개체가 약제에 한 감수성이 매우 둔감한 시기 기 

때문이다. Chrysophanic acid는 잡  생육 후기에는 

상 으로 방제력이 낮고 생육 ․ 기에 탁월한 

방제활성을 나타내므로(장 등 2010), 방제력을 최

한 높일 수 있도록 생육 ․ 기에 처리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단되었다. 한, chrysophanic acid

의 살 효과 증진을 해 확 성  침투성을 증가시

킬 수 있는 유제 는 수화제 형태의 제형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재 공한지, 과수원, 비농경

지 등에서 발생하는 잡 에 한 chrysophanic acid

의 비선택  방제와 련된 추가연구를 진행하고 있

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천연물 제 제

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단

된다.

요  약

  온실조건에서 제 활성물질로서의 가능성을 확인

한 천연물 chrysophanic acid의 간이 포장조건에서의 

잡  방제력과 살 특성을 평가하여 실용화 가능성

을 검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 다. Chrysophanic 

acid 2,000μg mL
-1

 처리에서 토끼풀 방제효과는 생육

시기에 계없이 매우 우수하 으나, 약제처리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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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재생되었다. Chrysophanic acid의 쑥에 한 

방제력은 다소 미흡하 으며, 마디풀은 2,000μg 

mL-1 이상의 농도에서 효과 으로 방제되었으나 동

시에 잔디에 한 약해도 발생하 다. 자연발생된 다

양한 잡 에 한 방제력이 매우 우수하 는데 특히 

강피, 강아지풀, 바랭이 등에 해서는 6,000μg mL-1 

처리에서 100% 살 력을 보 고, 4,000μg mL
-1

 처

리에서도 80% 이상의 방제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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