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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취나물이라고 하면, 곰취와 참취를 주로 말

하지만, 취나물에는 6속 60여종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Choi et al., 2009). 이 중에 곰취, 참취, 개미취, 미역

취, 수리취, 각시취, 곤달비 등 10여종이 산채로 주로 이

용되고 있다. 이들 중 곰취(Ligularia fischeri)는 쌈채소로,

참취(Aster scaber)는 주로 묵나물로 이용되고 있다(Kang,

2013). 취나물이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기 이전에 곰취와 관

련된 연구는 주로 수량 및 생육특성에 관한 것이었지만

(Kim, 2003; Choi et al., 2009), 항암 성분 및 향료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도 보고되었다(Cho and

Kim, 2005; Cho et al., 2012). 

곰취는 작기당 재배 연수는 3년으로 무경운 상태에서

영년재배가 가능한 산채로 주로 산에서 자라던 것으로 건

강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강원도 평창, 인제, 영월 등

지의 노지나 시설에서 집약적으로 재배되고 있다(Choi et

al., 2009; Kim, 2003). 곰취를 집단 재배할 경우, 산지(山

地) 재배에서 문제되지 않았던 병해충 및 잡초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그 동안 산채류에 대한 잡초분포조사는 Lee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utilize the basic data for weed control by surveying the occurrence of weed

species and the degree of damages caused by those weeds occurred in cultivated Ligularia fischeri fields. Survey was carried out

five times, on May, June, July, August and October in 2013. The weed flora was composed of a total of 104 weeds, 37 families, of

which 55 species were annual, 25 species were biennial, and 24 were perennial plants. Twenty-six exotic species were included as

well. Dominance was the highest with Chenopodium album followed by Stellaria aquatica, Echiochloa crus-galli, Conyza

canadensis, and Artemisia princeps etc. in order. In the PCA plot analysis, weeds occurred in cultivated L. fischeri field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Persicaria thunbergii-Bidens frondosa community, Chenopodium album community and Capsella bur-

sapastoris community. The degree of damages in cultivated L. fischeri fields was investigated by weighing roots of L. fischeri.

We found that 56% decreased root weight in no weeding plots comparing to that in weed management plots. We infer from this

result that decreased roots will affect to the growing of L. fischeri in following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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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1998)이 보고한 것이 전부이다. 그러므로 농촌진흥

청에서는 2013년부터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대학 및

산업체와 공동으로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병해충 및 잡

초의 발생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재배 면적은 좁

더라도 농가에 고소득을 주는 작물에 대한 병해충 및 잡

초를 조사하여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적정 농약을 선발하

여 병해충 및 잡초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곰취밭에 발생하는 잡초발생 양상과

잡초로 인한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곰취밭 잡초방제의 기

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조사지역 및 방법

곰취밭에 발생하는 잡초는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주산단지인 강원도 평창, 인

제, 정선으로 하였으며, 조사지점은 46지점, 면적은 21,600 m2

이었다. 발생잡초는 각 시기별로 Braun-Branquet(1964)에

의한 7개 등급(r, +, 1, 2, 3, 4, 5)을 기준으로 피도(被度)

를 조사하였다(Wikum and Shanholtzer, 1978). 각 단계별

잡초발생 정도는 Table 1 및 Fig. 1과 같다.

곰취밭 잡초 조사결과의 분석

잡초조사 결과는 국가표준식물목록(KNA, 2007)에 의거

하여 목록을 작성하였고, 외래잡초는 한국귀화식물 원색

도감(Park, 2009)에 의해 표기하였다. 출현한 잡초종에 대

해서는 Raunkiaer(1934)의 생활형을 기준으로 일년생과 다

년생을 구분하였고 과별 분포 비율을 산정하였다. 잡초의

우점순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요치(IV)분석을 실시하였

다(Curtes and Mc Intosh, 1950).

조사지역간 잡초종의 출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

여 Ordination 분석은 각각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공변량(covariance)과 연관분석(correlation)을 실

시하였다(Legendre and Legendre, 1998). 공변량과 연관분석

의 자료 분석은 Seaby and Henderson (2007)의 Community

analysis package 4.0 for window program을 이용하였다. 

잡초에 의한 곰취 피해정도

잡초에 의한 곰취 피해조사는 강원도 농업기술원 특화

작물연구소 산채연구분소에서 실시하였다. 2012년에 이식

(2012년 4월 21일)한 곰취를 대상으로 잡초관리구와 방임

구를 두고 가을에 개체별 뿌리 무게 및 크기를 측정하여

(2013년 10월 8일) 피해 정도를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곰취밭에 발생하는 잡초

곰취밭에 발생하는 잡초는 37과 104종(Table 2)으로 일

년생잡초가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55종, 월년생잡초가

24%로 25종, 그리고 다년생잡초가 23%로 24종이었다(Fig.

2). 이 중에서 외래잡초 26종으로 잡초 전체의 25%를 차

지하며, 미국개기장, 가는털비름, 미국실새삼, 큰엉컹퀴 등

이 발생하였다. 외래잡초의 하나인 미국실새삼은 전체적인

빈도나 우점도는 낮았지만, 조사지역 전체에서 골고루 발

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방제 약제가 없어 향후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잡초로 판단되었다. Kim et al.(2007)에

의하면 미국실새삼은 42과 88속 127종에 기생하는 등 기

주범위가 넓고 특히 기주식물 중에서 국화과가 21%를 차

o Relative frequency 
(RF) (%) =

Frequency of any species
×100

Total frequency of all species

o Relative cover 
(RC)(%) =

Cover of species A
×100

Total cover of all species

  o Important value(IV) = (RF + RC) / 2

Table 1. Braun-Branquet scale by cover-abundance (Braun-
Branquet, 1964).

Scale Ranger of cover (%)

5 75100

4 5075

3 2550

2  525

1 <5; numerous individuals

+ <5; few individuals 

r very fewer individuals

Fig. 1. Braun-Branquet scale by cover-abundance with figure (Braun-Branquet,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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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ccurrence of weed flora in Ligularia fischeri fields.

Scientific names Family name Life cycle Exotics

Equisetum arvense Equisetaceae Perennial 

Alopecurus aequalis Poaceae Annual

Exotics

Arthraxon hispidus Poaceae Annual

Digitaria ciliaris Poaceae Annual

Echiochloa crus-galli Poaceae Annual

Panicum bisulcatum Poaceae Annual

Panicum dichotomiflorum Poaceae Annual

Poa annua Poaceae Biennial

Poa sphondylodes Poaceae Perennial

Setaria faberii Poaceae Annual

Setaria viridis Poaceae Annual

Cypers amuricus Cyperaceae Annual

Cyperus iria Cyperaceae Annual

Pinellia ternata Araceae Perennial 

Commelina commuis Commelinaceae Annual

Allium microdictyon Liliaceae Perennial 

Humulus japonicus Cannabinaceae Annual

Pilea mongolica Urticaceae Annual

Persicaria hydropiper Polygonaceae Annual 

Persicaria lapathifolium Polygonaceae Annual

Persicaria longiseta Polygonaceae Annual

Persicaria nepalensis Polygonaceae Annual

Persicaria perfoliata Polygonaceae Annual

Persicaria sieboldii Polygonaceae Annual

Persicaria thunbergii Polygonaceae Annual

Persicaria vulgaris Polygonaceae Annual

Polygonum aviculare Polygonaceae Annual

Rumex cripus Polygonaceae Perennial Exotics

Chenopodium album Chenopodiaceae Annual Exotics

Chenopodium ficifolium Chenopodiaceae Annual Exotics

Amaranthus hybridus Amaranthaceae Annual Exotics

Amaranthus mangostanus Amaranthaceae Annual Exotics

Amarnathus retroflexus Amaranthaceae Annual Exotics

Amaranthus viridis Amaranthaceae Annual Exotics

Menispermum dauricum Menispermaceae Perennial 

Mollugo pentaphylla Aizoaceae Annual

Portulaca olaeracea Portulacaceae Annual

Arenaria serpyllifolia Caryophyllaceae Biennial

Cerastium glomeratum Caryophyllaceae Biennial Exotics

Sagina japonica Caryophyllaceae Biennial

Stellaria alsine var. undulata Caryophyllaceae Biennial

Stellaria aquatica Caryophyllaceae Biennial

Stellaria media Caryophyllaceae Biennial

Capsella bur-pastoris Cruciferae Biennial

Lepidium densiflorum Cruciferae Biennial

Arabis hirsuta Cruciferae Biennial

Cardamine flexuosa Cruciferae Biennial

Sedum kamtschaticum Crassulaceae Perennial 

Agrimonia pilosa Rosaceae Perennial 

Rosa multiflora var. multiflora Rosaceae Perennial 

Aeschynomeme indica Fabaceae Annual

Amphicarpaea trisperma Fabaceae Annual

Glycine soja Fabaceae Annual

Kummerowia striata Fabaceae Annual

Lycopus lucidus Fabaceae Perennial 

Trifolium repens Fabaceae Perennial Exotics

Vicia amoena Fabaceae Biennial

Geranium sibiricum Geraniaceae Perennial 

Oxalis corniculata Oxalidaceae Annual

Acalypha australis Euphorbiaceae Annual

Chamaesyce humistata Euphorbiaceae Annual Exotics

Marchantia polymorpha Aytoniaceae Perennial 

Viola mandshruica Violaceae Perennial 

Oenothera stricta Onagraceae Biennial Exotics

Oenanthe javanica Apiaceae Perennial 

Lysimachia chlethroides Primulaceae Perennial 

Calystegia japonica Convolvulaceae Perennial 

Cuscuta pentagona Convolvulaceae Annual Exotics

Bothriospermum tenellum Boraginaceae Biennial

Elsholtzia ciliata Lamiaceae Annual

Leonurus japonicus Lamiaceae Annual

Mosla punctulata Lamiaceae Annual

Solanum nigrum Solanaceae Annual

Lindernia dubia Scrophulariaceae Annual Exotics

Lindernia procumbens Scrophulariaceae Annual

Mazus pumilus Scrophulariaceae Annual

Melampyrum roseum Scrophulariaceae Annual

Plantago asiatica Plantaginaceae Perennial 

Galium aparine Rubiaceae Annual Exotics

Platycodon grandiflorum Campanuaceae Perennial 

Artemisia gmelini Asteraceae Annual

Artemisia princeps Asteraceae Perennial 

Aster pilosus Asteraceae Perennial Exotics

Bidens frondosa Asteraceae Annual Exotics

Carduus crispus Asteraceae Biennial Exotics

Centipeda minima Asteraceae Annual

Cirsium pendulum Asteraceae Biennial Exotics

Conyza bonariensis Asteraceae Biennial Exotics

Conyza canadensis Asteraceae Biennial Exotics

Erigeron annus Asteraceae Biennial Ex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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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여 곰취도 미국실새삼이 선호하는 기주식물 중의 하

나이다. 

그리고 과별로 보면, 국화과 22%, 벼과와 마디풀과 각

각 10%, 콩과 7%, 석죽과 6%, 그리고 비름과, 십자화과,

현삼과가 각각 4%순으로 발생하였다(Fig. 3). 밭잡초에서

과별 잡초발생 상황은 국화과, 벼과, 마디풀과 순이라는

Park et al. (2003) 보고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곰취밭에 발생하는 잡초 중 중요도(우점도)가 높은 상위

10초종은 명아주, 쇠별꽃, 돌피, 망초, 쑥, 쇠비름, 황새냉이,

냉이, 괭이밥 순이었다(Table 3). 자연상태의 곰취는 나무 사

이에서 생육하며(Kim, 2003), 농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햇볕

이 직접 내리쬐는 곳보다는 비탈진 곳이나 차광막이 덮어

진 그늘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다. 이런 재배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밭에서 발생되는 모든 잡초가 다 출현하

고 있다. 특히 음지이고 축축한 습윤상태이므로 쇠별꽃, 괭

이밥 등이 유난히 발생이 많았다. Park et al.(2003)이 전국

밭잡초 조사결과, 우점 잡초는 국화과에서는 망초, 개망초,

쑥 등, 벼과로는 바랭이 등, 마디풀과는 여뀌, 소리쟁이 등,

십자화과는 냉이, 황새냉이 등이라고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Table 2. Occurrence of weed flora in Ligularia fischeri fields.
(continued) 

Galinosiga quadriradiata Asteraceae Annual Exotics

Hemistepta lyrata Asteraceae Biennial

Ixeris dentata Asteraceae Biennial

Lactuca indica var. laciniata Asteraceae Biennial

Senecio vulgaris Asteraceae Biennial Exotics

Siegesbeckia glabrescens Asteraceae Annual

Siegesbeckia pubescens Asteraceae Annual

Sonchus oleraceus Asteraceae Biennial Exotics

Taraxacum officinale Asteraceae Perennial Exotics

Taraxacum platycarpum Asteraceae Perennial 

Youngia japonica Asteraceae Biennial

Youngia sonchifolia Asteraceae Biennial

Dioscorea batatus Dioscoreaceae Perennial 

Metaplexis japonica Asclepiadaceae Perennial 

Fig. 2. Classification of occurred weeds in Ligulari fischeri
fields by life cycle.

Fig. 3. Ratio of occurred weeds in Ligulari fischeri fields by
families.

Table 3. Occurrence of weed flora ordered by importance value in Ligularia fischeri fields (top 10 weeds).

No. Scientific names F.1) R.F. (%) T.C. (%) R.C. (%) I.V.

1 Chenopodium album 66 4.78 114 6.86 5.82 

2 Stellaria aquatica 57 4.13 99 5.95 5.04 

3 Echiochloa crus-galli 45 3.23 70 4.21 3.72 

4 Conyza canadensis 52 3.75 61 3.67 3.71 

5 Artemisia princeps 57 4.13 52 3.13 3.63 

6 Portulaca olaeracea 41 2.97 53 3.19 3.08 

7 Digitaria ciliaris 38 2.71 53 3.19 2.95 

8 Cardamine flexuosa 41 2.97 43 2.59 2.78 

9 Capsella bur-pastoris 30 2.20 55 3.31 2.75 

10 Oxalis corniculata 43 3.10 37 2.22 2.66 

1)F.: Frequency; R.F.: relative frequency; T.C.: Total cover; R.C.: relative cover; I.V.: importanc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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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잡초에 대한 PCA 분석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분석은 군집생태에서

군락을 구성하는 방형구의 초종간의 분석이 우수하여 생

태학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다(JanžekoviË and Novak, 2012).

취나물밭에 발생한 잡초를 대상으로 PCA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사지역 내 취나물밭 대표 잡초군락은 고마

리-미국가막사리 군락(Persicaria thunbergii-Bidens frondosa

community)과 명아주 군락(Chenopodium album community),

냉이 군락(Capsella bur-sapastoris community)으로 분석이 되

었다(Fig. 4).

쇠비름과 바랭이는 명아주 군락과 냉이 군락이 출현하

는 방형구에서 비교적 높은 20~30%의 피도 값을 보이고

는 있으나, 명아주와 냉이처럼 군락의 형태를 보이지는 않

았다. 고마리-미국가막사리 군락에서는 미꾸리낚시, 미나

리, 쑥, 털진득찰, 향유, 피, 개여뀌, 가을강아지풀, 까마중

과 같이 논 잡초이거나 논둑에서 출현율이 높은 잡초들이

수반종으로 출현하고 있었다. 이는 대상지역이 답전윤환

(paddy-upland rotation)의 재배방식으로 취나물을 경작하

거나 혹은 과거 논으로 사용되어진 지역으로 사료된다. 망

초, 쑥, 까마중, 쇠별꽃, 여뀌, 왕고들빼기, 황새냉이 등과

같은 일년생 및 다년생잡초가 수반종으로 출현한 명아주

군락과 냉이 군락에서는 전형적인 밭 잡초들이 각 군락

내 식생형태를 보였다.

PCA 연관분석은 군락 분석된 집단간의 연관성을 확인

하여 이들 군락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유형화시

키는 분석방법이다(Legendre and Legendre, 1998). 앞서 조

사지역 내 취나물밭의 PCA 공변량 분석결과는 고마리-미

국가막사리, 명아주, 냉이가 높은 우점도를 보이며, 취나

물밭을 대표하는 군락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지역으로 출

현한 초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PCA 연관분석 결과, 고마

리-미국가막사리 군락(Persicaria thunbergii-Bidens frondosa

community)은 일부지역에서만 독특하게 출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명아주 군락(Chenopodium album community)

과 냉이 군락(Capsella bur-sapastoris community)은 고마

리-미국가막사리 군락이 높게 우점하는 조사지역에서는 낮

은 피도값을 보이거나 출현을 하지 않았다(Fig. 5). 취나

Fig. 4. Result of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lot covariance in Ligulari fischeri fields.

Fig. 5. Result of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lot correlation in Ligulari fischeri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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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밭의 연관분석 결과, 이들 지역에서는 재배방식에 따른

잡초종 변화가 뚜렷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잡초관리 방

안을 적절하게 수립한다면 잡초에 의한 취나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잡초에 의한 곰취 피해 정도

잡초에 의한 곰취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구

에는 명아주, 쇠별꽃, 여뀌, 괭이밥, 망초 등이 발생하였으

며, 뿌리 무게와 뿌리 길이에 대해 잡초관리구와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곰취는 잎을 5월부터 7월까지 채

취하여 쌈채소 또는 데친 후 건조하여 판매하므로 곰취의

피해 정도는 처리구간의 누적치를 조사하여야 하나 시험

여건이 원만하지 못하여 가을(10월)에 뿌리 무게와 길이

를 비교하여 곰취의 피해 정도를 추산하였다. 

잡초관리구의 곰취 주당 뿌리 무게는 40.0 g인 반면에

잡초방임구는 17.5 g으로 56.3%가 작았고, 뿌리 길이도 각

각 19.8 cm과 15.5 cm로 잡초관리구에 비해 21.7%나 짧았

다. 이는 곰취가 잡초에 의해 양분 및 광 경합에서 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잡초방임구의 곰취 발육상

태가 불량하면, 이듬해 곰취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적을 뿐

만 아니라 종묘의 수명도 단축될 것으로 추론된다. 

곰취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7월까지만 잡초관리하고

잎을 수확한 후에 방치하고 있었다. 곰취밭은 대부분 산

과 인접한 관계로 다양한 잡초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잡초관리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현실은 소득이 더 많은 작

목에 관심을 기울이고 곰취밭에 발생하는 잡초는 그냥 방

치하고 있다. 이런 잡초방임으로 이듬해 곰취의 잎 생산

량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종묘의 수명도 단축되어 이

중의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내

년도 곰취의 안정적인 생산과 종묘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최소 9월까지는 지속적인 잡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요 약

곰취밭에 발생하는 잡초발생 양상과 잡초로 인한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곰취밭 잡초방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5회 조사하였다. 곰취밭

에 발생하는 잡초는 37과 104종으로 일년생잡초가 55종,

월년생잡초 25종 그리고 다년생잡초가 24종이었다. 이 중

에서 외래잡초는 26종이 발생하였다. 우점도가 높은 잡초

로는 명아주, 쇠별꽃, 돌피, 망초, 쑥 등이었으며, Ordination

PCA 분석한 결과, 고마리-미국가막사리 군락, 명아주 군

락 그리고 냉이 군락으로 분석되었다. 잡초에 의한 곰취

의 피해 정도를 곰취 뿌리 무게로 비교한 결과, 잡초관리

구에 비교하여 잡초방임구가 56% 작아져서 이듬해 곰취

생육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곰취, 잡초, PC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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