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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병해 방제를 위한 항균성 약용식물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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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rown patch (Rhizoctonia solani AG1-1), dollar spot (Sclerotinia homoeocarpa), pythium blight
(Pythium spp.), anthracnose (Colletotrichum graminicola), yellow patch (Rhizoctonia cerealis) and Zoysia patch
(Rhizoctonia solani AG2-2) are the major turfgrasses diseases in Korea. In this study, 23 medicinal plant extracts
were tested for antifungal activities against turfgrass pathogenic fungi. In paper disk diffusion method, 12 medicinal
plant extracts, including Sophora flavescens, showed antifungal activity. Also, in the test of antifungal activity on
media contained the extracts of S. flavescens, Curcuma longa, Rheum undulatum, Coptis chinensis and Asiasarum
sieboldi showed above 80% inhibitory effects on the mycelial growth in 110 mg/10 ml concentration of the extracts.
S. flavescens, in particularly, showed antifungal activity against the six turfgrass pathogenic fungi. The inhibition
rate of S. homoeocarpa was 100% in 10 mg/10 ml, 5 mg/10 ml and 2 mg/10 ml concentrations of C. longa extract.
In case of Pythium spp., the extracts of S. flavescens, R. undulatum and C. chinensis showed 100 % inhibition rate on
the tes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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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잔디는 원래 야생성이 강하여 병에 잘 걸리지 않으나,

골프장 등과 같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집약관리에

따른 재배환경의 변화로 발병환경이 조성되어 다양한 병

이 발생한다(정 등, 2008).

우리나라 골프장에 식재되어 있는 잔디류에 발생하는 병

은 약 14여종이며, 관련 병원균은 17여종이 알려져 있다(한

국식물병리학회, 2009). 주요 병해로는 한지형 잔디류(cool-

season turfgrasses)에서 갈색잎마름병(Rhizoctonia solani AG1-

1), 동전마름병(Sclerotinia homoeocarpa), 피시움마름병

(Pythium spp.), 탄저병(Colletotrichum graminicola) 등이고, 난

지형 잔디류(warm-season turfgrasses)에서는 누른잎마름병

(R. cerealis), 라이족토니아마름병(R. solani AG2-2) 등이 있

다. 이러한 잔디 병해의 방제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유기

합성농약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기합성물질인 농약은

경기자나 골프장 주위 주민들로부터 인축 및 어류에 대한

독성, 토양 잔류문제, 생태계 파괴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용에 의한 약제 저항성균의 출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저농약관리의 일환으로 화

학적 방제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추출물, 길항미생물, 광물

질 등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방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약재와 약용식물 등의 추출물은 이

미 오래전부터 의학, 식품 분야에서 항균물질로 널리 이용

하고 있으며, 작물에 병을 유발하는 병원균에 대한 항균효

과도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다(김과 이, 2007; 천 등, 2003;

Lee 등, 2001).

잔디에 있어 R. solani AG2-2 병원균에 의해 발생하는 라

이족토니아마름병의 경우 목초액을 이용하였을 때 화학살균

제를 50% 감량할 수 있으며(전 등, 2005), 계피(Cinnamomum

cassia), 목단피(Paeonia moutan), 백선피(Dictamnus dasycarpus)

추출물의 경우 R. solani AG1-1와 R. solani AG2-2 병원균 모

두에 대해 강한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백 등,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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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한약재 추출물을 이용한 잔

디 병원균의 항균활성 효과를 검증하여, 친환경적인 잔디

병해 방제를 위한 실용가능성을 평가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의 조제

실험에 사용한 한약재 23종(Table 1)은 2010년 4월과 6

월, 두 차례에 걸쳐 삼홍건재약업사에서 건조된 상태로 밀

봉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한약재로부터 항균성분

의 추출을 위해 한약재 100 g에 500 ml의 메탄올을 가하

여 80oC에서 4시간씩 3회 추출하였으며, 이후 추출액은

filter paper (Whatman No.2)로 거른 후 감압농축하였다.

농축액은 건조시킨 후 4oC에서 냉장 보관하였다. 각각의

한약재 추출물은 소량의 메탄올 혹은 DMSO (dimethyl

sulfoxide)에 녹인 후 적당한 농도로 희석하여 항균 활성

평가에 사용하였다.

잔디 병원균의 배양 및 보관

실험에 사용한 잔디 병원균은 Rhizoctonia solani AG1-
1, R. solani AG2-2, R. cerealis, Sclerotinia homoeocarpa,

Pythium spp., 및 Colletotrichum graminicola 등 6종으로 이

들은 한국잔디연구소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잔디병

원균의 배양, 보존 및 항균 활성 평가용 배지는 PDA (potato

dextrose agar, Difco)를 사용하였다. 

항진균 활성 탐색

시험에 사용한 한약재 추출물에 대한 항진균활성 탐색을

위해 백 등(1998)의 방법을 응용하여 고압 멸균한 PDA 배

지를 Petri dish (87×15 mm)에 분주하여 평판배지를 만들어

완전히 굳힌 다음 추출물은 1 mg당 메탄올 10 µl로 용해시

켜 멸균한 paper disc(∅ 8 mm)에 20 µl씩 점적하였다. 메탄

올이 완전히 휘발된 다음 PDA 평판배지 가장자리에 치상

하였고, 공시 잔디 병원균은 중앙에 치상하였다. 25oC의

incubator에서 배양한 후 paper disk 주변의 균사 저지대를

조사하여,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식물추출물을 선발하였다.

Table 1. List of the medicinal plants used for antifungal activity test.

Korean name Scientific name Used parts

가죽나무 Ailanthus altissima Swingle stem bark

감귤나무 Citrus unshiu Mac. peel

감나무 Diospyros kaki Thunb. leaf

강활 Ostericum praeteritum Kitagawa root

고삼 Sophora flavescens Ait. root

꼭두서니(천초) Rubia akane Nakai fruit

대황 Rheum undulatum L. rhizome

모과나무 Chaenomeles sinensis Koehne fruit

사철쑥 Artemisia capillaris Thunb. leaf

산사나무 Crataegus pinnatifida Bunge fruit

삼지구엽초 Epimedium koreanum Nakai leaf, stem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 & Zucc. leaf

소리쟁이(양제근) Rumex crispus L. root

소목 Caesalpinia Sappan stem

소태나무 Picrasma quassioides (D. Don) Benn stem bark

오미자 Schizandra chinensis Baill. fruit

울금 Curcuma longa Linn tuberous root

족두리풀(세신) Asiasarum sieboldi F. Maekawa root

천궁 Cnidium officinale Makino rhizome

향유 Elsholtzia ciliata (Thunb.) Hylander aerial part

호장근 Reynoutria elliptica (Koidz.) Migo root

황금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root

황련 Coptis chinensis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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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진균 활성 검정

항진균활성 탐색을 통해 선발된 12종의 한약재 추출물

에 대하여 디스크 확산법으로 항진균 활성 검정을 실시하

였다. 균사생육 억제효과 검정에 사용된 배지의 제조는

PDA를 120oC에 20분간 고압멸균하여 약 50oC까지 냉각

시킨 뒤 DMSO (dimethyl sulfoxide) 10 µl에 추출물 1 mg

의 희석율로 stock solution을 만들어 식물체 추출물이 배

지 10 ml당 10 mg(1000배), 5 mg(2000배), 2 mg(5000배)로

첨가되게 stock solution을 주입하여 혼합한 뒤 Petri dish

(87×15 mm)에 분주하여 굳혔다. 굳은 시험 배지 중앙에

시험 균주를 치상하여 25oC incubator에서 배양 후 시험

균총의 지름을 측정하여 균사생육 억제도(%)를 구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항진균 활성 탐색

본 실험은 잔디 병해를 일으키는 R. solani, S. homoeocarpa,

R. cerealis, Pythium spp., C. graminicola에 대한 항진균 활

성을 나타내는 한약재 추출물을 선발하기 위해 디스크 확

산법을 실시하여 항균 활성도를 측정하였으며(Table 2), 23

종의 한약재 추출물 중 Pythium spp.에 대한 항진균 활성이

나타난 것은 7종이며, 그 중 강한 활성을 나타내는 한약재

는 황련(Coptis chinensis), 고삼(Sophora flavescens), 세신

(Asiasarum sieboldi), 천궁(Cnidium officinale)이었다(Fig. 1).

S. homoeocarpa에 대한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는 추출물은

황련, 세신, 천궁에서 중간 정도의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었

고, 고삼과 울금(C. longa)에서도 균사 생육 억제 효과가 있

Table 2. Antifungal activities of the medicinal plant extracts to six fungal turfgrass diseases pathogens by paper disk diffusion
method.

Korean name Scientific name
Antifungal activityz

R1y R2 Sh Py Rc Cg

가죽나무 Ailanthus altissima Swingle - - - - - -

감귤나무 Citrus unshiu Mac. - - - - - -

감나무 Diospyros kaki Thunb. - - - - - -

강활 Ostericum praeteritum Kitagawa - - - - ++ +

고삼 Sophora flavescens Ait. + + + ++ + ++

꼭두서니(천초) Rubia akane Nakai - - - - - -

대황 Rheum undulatum L. - + + + + +

모과나무 Chaenomeles sinensis Koehne - - - - - -

사철쑥 Artemisia capillaris Thunb. - - - - - -

산사나무 Crataegus pinnatifida Bunge - - - - - -

삼지구엽초 Epimedium koreanum Nakai - - - - + +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 & Zucc. + - + - - +

소리쟁이(양제근) Rumex crispus L. - - - - - +

소목 Caesalpinia Sappan - - - + - -

소태나무 Picrasma quassioides (D. Don) Benn - - - + + -

오미자 Schizandra chinensis Baill. + - - - - -

울금 Curcuma longa Linn + + + - + +

족두리풀(세신) Asiasarum sieboldi F. Maekawa + - ++ ++ ++ +

천궁 Cnidium officinale Makino + - ++ ++ ++ -

향유 Elsholtzia ciliata (Thunb.) Hylander - - - - - -

호장근 Reynoutria elliptica (Koidz.) Migo - - - - ++ +

황금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 - - - - -

황련 Coptis chinensis - - ++ +++ + -
z Degree of antifungal activity : - = no inhibition; += slight inhibition (30~60%); ++ = moderate inhibition (60~90%); +++ = strong inhibition

(>90%)
y R1= Rhizoctonia solani AG1-1; R2 = Rhizoctonia solani AG2-2; Sh = Sclerotinia homoeocarpa; Ps = Pythium spp.; Rc = Rhizoctonia cerealis

and Cg = Colletotrichum graminic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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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R. cerealis 에 대한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는 추출물

은 호장근, 세신, 천궁, 강활로 중간 정도의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었다. 고삼 추출물은 R. solani, S. homoeocarpa, R.

cerealis, Pythium spp., C. graminicola 잔디 병원균 6종에 대

해 모두 항진균 활성을 나타냈었고, 울금 추출물은 Pythium

spp. 을 제외한, 대황 추출물은 R. solani AG 1-1을 제외한,

세신 추출물은 R. solani AG 2-2를 제외한 5종의 잔디 병원

균에서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었다. 

항진균 활성 검정

균사생육 억제효과 검정: 23종의 한약재 추출물 중에서

잔디 병원균 R. solani 등 6종에 대하여 항진균 활성을 나

타낸 12종의 한약재 추출물을 대상으로 항균활성을 나타

내는 수준의 농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1000배, 2000배, 5000

배로 희석된 한약재 추출물 첨가 배지에 잔디 병원균을

배양한 결과(Table 3), 고삼, 대황, 황련 추출물 10 mg/

10 ml(1000배) 첨가 배지에서 Pythium spp.가 100% 균사

Fig. 1. Antifungal activities of the medicinal plant extracts against Pythium spp. by paper disk diffusion method. Unt: untreated, 1:
고삼(Sophora flavescens Ait.), 2: 소태나무(Picrasma quassioides (D. Don) Benn), 3: 울금(Curcuma longa Linn), 4: 소나무(Pinus
densiflora Sieb. & Zucc.), 5: 대황(Rheum undulatum L.), 6: 감나무(Diospyros kaki Thunb.), 7: 향유(Elsholtzia ciliata (Thunb.)
Hylander), 8: 호장근 (Reynoutria elliptica (Koidz.) Migo), 9: 황련 (Coptis chinensis), 10: 소목 (Caesalpinia Sappan), 11: 천궁
(Cnidium officinale Makino), 12: 족두리풀(Asiasarum sieboldi F. Maekawa).

Table 3. Suppression of mycelial growth of six turfgrass diseases on the medium supplemented with the medicinal plant extracts.

Korea name Scientific name Dilution (x) 
Suppression of mycelial growth (%)

R1z R2 Sh Py Rc Cg

고삼 Sophora flavescens Ait.

1000 64.3 78.9 85.6 100.0 80.5 86.0

2000 47.2 68.6 84.4 89.7 67.9 82.4

5000 8.7 57.5 71.8 85.7 50.9 78.0

대황 Rheum undulatum L.

1000 - 18.6 42.8 100.0 45.5 69.3

2000 - 10.6 27.6 16.4 36.0 65.1

5000 - 0.0 7.1 0.0 23.4 62.2

삼지구엽초 Epimedium koreanum Nakai

1000 - - - - 77.0 0.0

2000 - - - - 60.5 0.0

5000 - - - - 47.7 0.0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 & Zucc.

1000 13.0 - 45.6 - - 59.2

2000 6.6 - 33.6 - - 48.5

5000 0.0 - 23.7 - - 41.5

소리쟁이(양제근) Rumex crispus L.

1000 - - - - - 54.4

2000 - - - - - 48.6

5000 - - - - - 31.0

소목 Caesalpinia Sappan L.

1000 - - - 69.6 - -

2000 - - - 40.1 - -

5000 - -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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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5 mg/10 ml(2000배), 2 mg/10 ml(5000배) 첨가 배지에

서 S. homoeocarpa 가 100% 균사 생육 억제 효과를 나타

내었다. 고삼 추출물은 실험 대상인 잔디 병원균 6종에 대

해 모두 항진균 활성이 나타났고 10 mg/10 ml(1000배) 첨가

배지에서 R. solani AG1-1 에 대한 균사 생육 억제률이 64.3%

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R. solani AG2-2, R. cerealis, S.

homoeocarpa, C. graminicola 에 대해서는 각각 78.9%, 80.5%,

85.6%, 86.0%로 나타났으며, Pythium spp. 에서는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족두리풀은 10 mg/10 ml(1000배)의 추

출물 첨가 배지에서 S. homoeocarpa 와 Pythium spp. 에 대

한 항균 활성이 각각 80.9%와 97.8%로 나타났다. 또한, 2 mg/

10 ml(5000배)의 저농도 추출물 첨가 배지에서 고삼은 S.

homoeocarpa, Pythium spp., C. graminicola 에서, 울금은 S.

homoeocarpa, R. cerealis 에서, 황련은 Pythium spp.에서

각각 70~100%의 높은 균사 생육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23종의 한약재 추출물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12종의 한약재 추출물에서 잔디류에 병을 일으키는 주요

병원성 진균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나타냈고, 균사 생육 억

제효과를 통한 검정실험에서는 10 mg/10 ml(1000배) 추출

물 첨가 배지에서 잔디 병원균 6종 중 1종이라도 균사억

제율이 80% 이상인 추출물은 고삼, 울금, 대황, 황련, 족

두리풀로 나타났다.

요 약

잔디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로 한지형 잔디에서 갈색잎마

름병(Rhizoctonia solani AG1-1), 동전마름병(S. homoeocarpa),

피시움마름병(Pythium. spp.), 탄저병(C. graminicola)과 난지

형 잔디에서 누른잎마름병(R. cerealis), 라이족토니아마름병

(R. solani AG2-2)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잔디 주요 병원

균 6종에 대한 한약재 23종의 항진균 활성을 알아보았다. 디

스크 확산법으로 항진균 활성이 있는 한약재를 선발하였

고, 선발된 한약재를 대상으로 균사생육억제 효과를 실험

하여 검정하였다. 항진균 활성 시험 결과, 한약재 23종 중

고삼 외 11종의 시료에서 항진균 활성이 있었으며, 균사

생육 억제효과를 통한 검정에서는 10 mg/10 ml(1000배) 추

출물 첨가 배지에서 잔디 병원균 6종 중 1종이라도 균사

억제율이 80% 이상인 추출물은 고삼, 울금, 대황, 황련,

족두리풀로 나타났다. 특히 고삼 추출물은 실험 대상인 잔

디 병원균 6종에 대해 모두 항진균 활성이 나타났고, 울

금 추출물 10 mg/10 ml(1000배), 5 mg/10 ml(2000배), 2 mg/

10 ml(5000배) 첨가 배지에서 S. homoeocarpa 에 대해

Table 3. Suppression of mycelial growth of six turfgrass diseases on the medium supplemented with the medicinal plant extracts
(continued) .

소태나무 Picrasma quassioides (D. Don) Ben

1000 - 49.0 - 63.7 72.3 -

2000 - 24.4 - 30.3 56.7 -

5000 - 23.9 - 0.0 39.9 -

울금 Curcuma longa Linn

1000 79.5 82.4 100.0 - 100.0 100.0

2000 66.7 71.2 10.00 - 83.3 65.5

5000 48.2 48.1 10.00 - 70.5 49.1

족두리풀(세신) Asiasarum sieboldi F. Maekawa

1000 53.3 - 80.9 97.8 37.9 45.3

2000 27.3 - 64.4 53.0 11.3 32.9

5000 29.2 - 29.2 16.1 0.0 15.8

천궁 Cnidium officinale Makino

1000 30.4 - 58.1 3.7 - -

2000 15.1 - 33.9 0.0 - -

5000 0.0 - 3.2 0.0 - -

호장근 Reynoutria elliptica (Koidz.) Migo

1000 - - - - 22.5 62.4

2000 - - - - 22.0 62.4

5000 - - - - 21.7 53.8

황련 Coptis chinensis Franch

1000 - - 75.0 100.0 - -

2000 - - 55.4 93.1 - -

5000 - - 8.3 86.4 - -
z R1= Rhizoctonia solani AG1-1; R2 = Rhizoctonia solani AG2-2; Sh = Sclerotinia homoeocarpa; Ps = Pythium spp.; Rc = Rhizoctonia cerealis

and Cg = Colletotrichum graminicola.



잔디 병해 방제를 위한 항균성 약용식물의 탐색 181

100% 균사 생육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Pythium

spp. 균사 억제효과가 100%인 것은 고삼, 대황, 황련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항균활성, 생물학적 방제, 친환경, 한약재, 잔디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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