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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삼덩굴의 출아예측

송종석1, 박민원, 임수현, 김도순*

Prediction of Seedling Emergence of Humulus japonicus

Jong-Seok Song1, Min-Won Park, Soo-Hyun Lim and Do-Soon Kim*

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seedling emergence of Humulus

japonicus in Seoul and Suwon and to predict its seedling emergence in various locations in Korea.

Non-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fit Gompertz model to accumulated seedling emergence of H.

japonicus was performed to describe its seedling emergence. Parameter estimates from the non-linear

regression and estimated 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 required for its seedling emergence were

further used to predict seedling emergence of H. japonicus in 8 major geographical regions of Korea.

Seedling emergence of H. japonicus versus 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 was well described

by Gompertz model in both Seoul and Suwon. 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s required for the

first seedling emergence and 50% of the maximum seedling emergence were estimated to be 56.7℃

and 76.3℃, respectively. Therefore, the dates for the first seedling emergence of H. japonicus were

predicted to be 21 and 30 March in Daegu and Daejeon, while 4 and 6 April in Suwon and

Chuncheon, respectively. The dates reaching 50% of maximum seedling emergence were also

predicted to be 25 March in Daegu, while 3, 8 and 9 April in Daejeon, Suwon and Chuncheon,

respectively.

Key words: 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 Gompertz model; Humulus japonicus; prediction;

seedling emergence.

서 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래종 식물의 유입뿐만 아

니라 지구 온난화와 국토개발, 생태계 관리 부재, 특

정 제초제의 오남용 등으로 인하여 번식 및 종자 전

파능력이 탁월하고 식물간의 경합력이 뛰어난 특정

식물들이 우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

정 식물의 우점화 현상은 생태계 내 식물종의 다양성

이외에도 생태계 내에 서식하는 미생물, 곤충, 동물

등 종의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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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주요 위해성 식물을 지정하고 효과적으로 방제

하기 위하여 그 식물의 생리생태적인 특성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였으며(문 등 2005b; 오 등 2006), 특히

외래종 식물을 대상으로 출아와 초기 생육 특성에 관

한 기본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문 등 2002, 2004,

2007). 그리고 그 식물의 분포 및 방제에 대한 연구

역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와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길 2007; 김

2007; 오 2007).

효과적인 잡초관리를 위해서는 개별 잡초의 온도

별 발육양상 및 생육에 관한 이해와 잡초의 출아 및

초기생장 예측이 필요하다. 특히 잡초의 출아에 필요

한 유효적산온도를 알고 있으면 온도가 다른 기상조

건에서도 출아예측이 가능하여 잡초방제 시기 결정

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유효적산온도는 작

물과 잡초에 적용되는 것으로 대상 식물의 생리적 반

응 또는 생장에 필요한 최저온도 이상의 유효온도를

누적하여 대상 반응 즉 발아, 출아 또는 개화 등의 반

응의 변화가 관찰될 때까지의 유효온도의 합을 말한

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발아 및 출아반응은 다른 조건

보다는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유효적산온

도를 적용할 경우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아 및 출아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주요 논 잡초의 출

아 및 특정 엽령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유효적산온도

를 산출 예측하기도 하였다(문 등 2004, 2005a). 새롭

게 문제되는 위해성 식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와 방

제를 위해서도 그 식물의 생리 및 생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출아를 예측하여 적기에 방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환삼덩굴(Humulus

japonicus Sieb. et Zucc.)은 삼과에 속하는 일년생 덩

굴성 초본식물로서 줄기와 잎자루에 거센 갈고리 가

시가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주변식물을 쉽게 감아 올

라간다(농촌진흥청 1992). 환삼덩굴과 같은 덩굴성

식물은 생장속도가 빠르고 기공이 크며 식물의 밀도

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Putz 1983) 다양

한 식물이 서식하는 공간을 단순화시킬 수 있으며 생

태계에 존재하는 다른 생물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

다(오 등 2008). 환삼덩굴이 우점한 지역에서는 기존

의 식생이 파괴되고 식물다양성이 단순화되며(박 등

2008) 토양침식 등으로 인하여 환경․생태적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일부 기초적인 생리연구

(Chung 1996)나 군락구조와 서식지 특성연구(오 등

2008)가 전부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환삼

덩굴은 7월 초순에 생장률이 최고에 이르며 8월 말

경에 최대 생장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ung

1996). 환삼덩굴의 방제는 출아시기부터 생육초기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므로 환삼덩굴의 출아에 대한

생태학적 이해와 지역별 출아예측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환삼덩굴의 생태적 자연출아 특성을 파

악하여 출아에 필요한 유효적산온도를 산출하고, 이

를 바탕으로 환삼덩굴의 지역별 출아시기를 예측하

여 지역별 환삼덩굴 방제체계 확립의 기초 자료로 활

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환삼덩굴의 자연출아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

과학대학 내 야외공간에 환삼덩굴을 파종한 포트를

배치하여 2008년 3월 24일부터 환삼덩굴의 출아를

관찰하였고, 경기도 수원 소재 농생대 부속 농장 내

포장에서 환삼덩굴을 파종하여 2008년 3월 22일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관찰하였다.

농생대 내 야외공간에서 진행된 실험은 부속 농

장 내에서 채취한 밭 흙을 고르게 정선한 뒤 지름

8cm의 포트에 동일 깊이로 채우고 표면을 편평하게

한 후 환삼덩굴 건조종자를 40개씩 파종하고 0.5cm

의 깊이가 되게 복토한 후 3반복으로 배치하였다.

파종 이후부터 환삼덩굴의 출아 개체수를 매일 기록

하였다.

부속 농장 밭 포장에 임의로 선정된 3지점에 환삼

덩굴 건조종자를 40개씩 파종하여 0.5cm의 깊이가

되게 복토하였다. 파종 이후부터 환삼덩굴의 출아 개

체수를 매일 기록하였다.

Gompertz 모델(Gompertz 1825)은 파종 이후부터

최대 출아율을 보일 때까지 시간에 따른 누적 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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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edling emergence of H. japonicus by days after sowing (DAS) in Seoul (A) and Suwon (B) in Korea. The

continuous line represents the fitted line with the Gompertz model and its parameter estimates. The parameters

C, B, and M represent the maximum seedling emergence, the rate of increase of seedling emergence once it

is initiated, and a time lag to reach 50% of the maximum seedling emergence, respectively.

개체율을 설명할 수 있어서 다양한 식물 출아 연구에

이용되었다(Cussans 등 1996; Kim 등 2006). 아래의

Gompertz 모델에서 y = 누적 출아 개체율, C = 최대

누적 출아율, B = 초기 증가율, M = 최대 누적 출아율

(C)의 50%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분산분석 및 비선형 회귀분석 등의 모든 통계 분석

은 Genstat (Genstat 5 Committee 1997)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환삼덩굴 출아시기 예측

환삼덩굴의 자연출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유효

적산온도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지역의 최근

10년간(2000～2009)의 지역별 평균기온을 이용하여

환삼덩굴 출아시기를 예측하였다.

환삼덩굴의 파종 이후부터 출아실험 기간 동안 일

별 유효온도(일평균기온 - 5℃; 단, 5℃ 미만일 때 0)

를 누적하여 유효적산온도를 산출하였다. 기준 온도

5℃는 환삼덩굴의 온도별 발아실험 결과에 입각하여

선정하였다. 일평균기온은 2008년 서울시 관악구와

경기도 수원시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였다. 일별 유효

적산온도와 관찰된 출아율을 바탕으로 Gompertz 모

델을 이용한 비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환삼덩굴의 출아실험에서 최초 출아일 및 Gompertz

모델을 통해 구한 최대출아율의 50% 도달까지의 유

효적산온도를 이용하여, 주요 지역(서울, 수원, 대전,

전주, 대구, 광주, 춘천, 철원)에서 환삼덩굴의 출아시

기를 예측하였다. 이 때 주요 지역별 일평균기온은 최

근 10년간(2000～2009)의 지역별 평균기온을 이용

하였다.

결과 및 고찰

환삼덩굴의 자연 출아

환삼덩굴의 자연 출아 실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에 소재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동 대학

의 실험농장이 위치한 수원의 야외에서 수행되었다.

환삼덩굴의 최초 출아에 소요된 시간은 서울의 경우

파종 후 14일차였으며(그림 1A), 수원의 경우 파종

후 16일차였다(그림 1B). 환삼덩굴의 누적 최대 출아

율은 서울에서 47%, 수원에서는 83%이었으며 출아

개시 후 최대 출아율에 도달하는 기간은 지역에 상관

없이 약 2주가 소요되었으며 7일 이내에 최대출아율

의 90% 수준에 도달하였다. 최대 출아율에 있어서의

차이는 수원의 경우 야외 포장조건에서 비교적 양호

한 토양수분 조건에서 수행되었으나 서울의 경우는



韓雜草誌 30(1)號. 2010年


53

0 50 100 150 200 250
0

20

40

60

80

100

%
 S

ee
dl

in
g 

em
er

ge
nc

e

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 (oC)

R2 = 0.99
C  = 47.1
B  = 0.052
M  = 71.3

0 50 100 150 200 250
0

20

40

60

80

100
R2 = 0.99
C  = 82.6
B  = 0.068
M  = 79.4

(A)                                                                     (B)

Fig. 2. Seedling emergence of H. japonicus by 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 in Seoul (A) and Suwon (B) in Korea.

The continuous line represents the fitted line with the Gompertz model and its parameter estimates. The

parameters C, B, and M represent the maximum seedling emergence, the rate of increase of seedling emergence

once it is initiated, and the 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 required for 50% of the maximum seedling

emergence, respectively.

비록 야외에서 수행되었으나 포트조건에서 수행되어

토양수분 관리가 잘 안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Gompertz 모델과 일별 누적출아율을 이용하여 비선

형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Gompertz 모델은 환삼덩

굴의 출아를 지역에 상관없이 양호하게 설명하였으며

최대 출아율의 50% 도달기간은 서울에서 17일, 수원

에서 1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그림 1).

Gompertz 모델은 피(Kim 등 2006), 미국좀부처꽃

(Shen 등 2010) 등 잡초의 발아 및 출아를 설명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환삼덩

굴의 자연출아를 잘 설명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최

대출아율인 C값을 제외하고 다른 지수들인 M값과 B

값이 지역간 차이가 크지 않아 동일한 Gompertz 모

델로 환삼덩굴의 출아를 잘 설명함은 물론 출아의 예

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효적산온도와 환삼덩굴 출아 예측

본 출아실험 결과를 토대로 환삼덩굴의 출아를 예

측하기 위해서는 유효적산온도를 이용한 모델 구축

이 필요하다. 따라서 파종 후 경과일수 대신에 파종

후 일별 평균온도에서 발아 최저온도인 5℃를 차감

한 온도를 누적한 유효적산온도와 Gompertz 모델을

이용하여 환삼덩굴의 출아에 대한 비선형회귀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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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edling emergence of H. japonicus by 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 in Seoul (◆) and Suwon

(●) in Korea. The continuous line represents the

fitted line with the Gompertz model and its

parameter estimates. The parameters C, B, and M

represent the maximum seedling emergence, the

rate of increase of seedling emergence once it is

initiated, and the 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

required for 50% of the maximum seedling emer-

gence, respectively.

실시하였다. 서울의 경우 Gompertz 모델의 기울기인

B값이 0.052로서 수원의 0.068보다 다소 적었으며,

최대출아율의 50% 도달에 필요한 유효적산온도인

M값은 서울이 71.3℃, 수원이 79.4℃로서 서울이 다

소 낮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그림 2). 비록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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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아율은 다르지만 출아세를 결정하는 기울기와

최대출아율의 50% 도달에 필요한 유효적산온도가

유사하므로 서울과 수원의 자료를 통합하여 비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그림 3의 실선과 같

은 Gompertz 모델을 얻을 수 있었으며 기울기는

0.059, 최대출아율의 50% 도달에 필요한 유효적산온

도는 76.3℃로 추정되었다(그림 3). 이를 바탕으로 계

산한 환삼덩굴의 출아개시에 필요한 유효적산온도는

56.7℃이었다.

환삼덩굴의 지역별 출아시기 예측

서울과 수원에서 얻어진 환삼덩굴의 출아자료를

통합하여 Gompertz 모델에 비선형회귀시켜 추정한

출아개시에 필요한 유효적산온도인 56.7℃와 최대출

아율의 50% 도달에 필요한 유효적산온도 76.3℃를

이용하여 환삼덩굴의 지역별 출아시기를 예측하였다.

한국의 주요 지역(서울, 수원, 대전, 전주, 광주, 춘

천, 철원)의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의 일평

균기온에서 5℃를 제외하여 얻어진 일일 유효온도를

본 실험에서 파종한 시기보다 1개월 이전인 2월 22일

이후부터 누적한 후 환삼덩굴의 출아개시에 필요한

유효적산온도 56.7℃에 도달하는 시기를 계산한 결

과 그림 4와 그림 5와 같았다. 환삼덩굴의 최초출아

는 대구가 3월 21일로 가장 빠르고 다음으로 광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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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s greater than

5˚C in 8 major geographical regions in Korea and

the dates reaching 56.3˚C of 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 required for the first seedling emer-

gence of H. japonicus.

Fig. 5. Predicted dates for the first seedling emergence

of H. japonicus calculated based on the 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 of 56.7˚C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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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s greater than

5˚C in 8 major geographical regions in Korea and

the dates reaching 76.3˚C of 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 required for 50% of maximum seed-

ling emergence of H. japonicus.

월 26일), 전주(3월 29일), 대전(3월 30일), 서울(4월

1일), 수원(4월 4일), 춘천(4월 6일), 철원(4월 12일)

순으로 예측되었다(그림 5).

최대출아율의 50% 도달에 도달하는 시기도 최초

출아시기의 예측의 경우와 같이 지난 10년간의 일평

균기온을 바탕으로 계산된 일일 유효온도를 2월22일

이후부터 누적하여 계산된 유효적산온도가 76.3℃에

도달하는 시기를 계산한 결과 그림 6과 그림 7과 같

았다. 환삼덩굴의 최대출아율의 50% 도달하는 시기

는 대구가 3월 25일로 가장 빨랐고 다음으로 광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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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edicted dates for 50% of the maximum seedling

emergence of H. japonicus calculated based on

the 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 of 76.3˚C

in Korea.

월 30일), 전주(4월 2일), 대전(4월 3일), 서울(4월 5

일), 수원(4월 8일), 춘천(4월 9일), 철원(4월 15일)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7).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별로 환삼덩굴

의 출아를 예측하였으나, 예측모델의 정확성을 검증

하고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측값

과 각 대상지역에서의 실측값을 비교하여 보정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환삼덩굴의 출아와 방제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환삼덩굴은 남부지역

에서는 3월 중하순, 중부지역에서는 3월말, 경기 강

원 북부지역은 4월초에 출아하며 출아 개시 후 3-4일

이내에 출아 최성기에 도달하여 여름잡초임에도 불

구하고 다른 여름잡초에 비하여 최초 출아 시기가 매

우 빠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빠른 출아와 덩굴성 생

장양식은 환삼덩굴이 다른 주변식물보다 경합에 매

우 우월함으로 비경작지 주변 식생을 파괴할 수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환삼덩굴이 우점한 지역은 대부분의 식생이 파괴

되어 식물종의 다양성이 현저히 저하되었으며 특히

다년생 식물의 구성비가 현저히 감소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박 등 2008). 따라서 환삼덩굴을 제거하여

도 그 시기가 너무 늦을 경우 기존의 식생이 파괴되

어 다년생 식물을 포함한 식물다양성을 회복하기 위

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삼

덩굴의 방제를 위해 제초제를 사용할 경우 환삼덩굴

만을 선택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제초제가 없어 기존

의 비선택성 제초제나 광엽잡초 방제용 제초제를 사

용해야하며, 이 경우 환삼덩굴 이외의 식물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변식생이 파괴될 위험성이 매

우 높아진다.

환삼덩굴은 7-8월경에 개화하는데 수꽃의 화분은

대표적인 호흡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Park 등 1999), 환삼덩굴에서 추출한 페놀

화합물의 경우 세포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Yu 등 2007) 의학적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결국

환삼덩굴의 방제가 너무 늦을 경우는 방제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화분에 의한 호흡기질환, 잎과 줄기의 가

시와 접촉 시 발생되는 피부질환 등의 건강의 문제를

유발하므로 적기에 조기 방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

라서 환삼덩굴의 출아성기인 4월 초중순부터 5월 중

하순까지가 환삼덩굴의 방제적기로 판단되나 환삼덩

굴의 발생소장과 생장반응 등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

하여 방제적기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요 약

본 연구는 환삼덩굴의 생태적 자연출아를 서울과

수원의 자연포장 조건에서 평가하여 환삼덩굴의 지

역별 출아시기를 예측하고자 실시하였다. 환삼덩굴의

일별 및 유효적산온도별 누적 출아율을 Gompertz 모

델을 이용하여 회귀분석하였다. Gompertz 모델은 환

삼덩굴의 출아를 지역에 상관없이 양호하게 설명하

였으며 환삼덩굴의 최초 출아 유효적산온도는 56.7

℃이며, 최대출아율 50%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유효

적산온도는 76.3℃로 계산되었다. 2000년부터 2009

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지역별 일평균기온을 바탕으

로 최초 출아에 필요한 유효적산온도 56.7℃에 도달

하는 시기를 예측한 결과 대구가 3월 21일로 가장 빨

랐고 광주(3월 26일), 전주(3월 29일), 대전(3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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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서울(4월 1일), 수원(4월 4일), 춘천(4월 6일), 철

원(4월 12일) 순이었다. 같은 방식으로 최대출아율의

50%에 도달하는 출아시기를 예측한 결과 대구가 3월

25일로 가장 빠르며 광주(3월 30일), 전주(4월 2일),

대전(4월 3일), 서울(4월 5일), 수원(4월 8일), 춘천(4

월 9일), 철원(4월 15일)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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