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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뿌리혹선충에 대한 식물추출물의 살선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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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maticidal and egg haching inhibitory effects of extracts from 30 herbal plants (total 32 samples) against Meloidogyne

hapla J2 juveniles and eggs was tested using the dipping method. At 1,000 ppm, extracts of Daphne genkwa flower buds, Eugenia 

caryophyllata flowers, Quisqualis indica fruits, and Zingiber officinale rhizomes produced > 80% mortality in J2 juveniles. At 125 ppm, 

extracts of D. genkwa and Q. indica produced 91 and 99% mortality, respectively. The toxicity of 5 selected plant extracts to M. hapla

differed depending on the solvent used (i.e. hexane, methanol, hot water, or cold water). Hot water extracts of Z. officinale and Q. indica

produced nematicidal efficacies of 99 and 99%, compared to 36 and 98%, respectively, with cold water extraction. Q. indica extract was

highly active against M. hapla regardless of extraction method. The inhibitory effects of Areca catechu, D. genkwa, Desmodium caudatum, 

Pharbitis nil, Q. indica, and Z. officinale extracts on egg hatching of M. hapla was evaluated. At 1,000 ppm, D. genkwa, P. nil, and Q. indica

extracts significantly reduced hatching at 7, 14 and 21 days after treatment. Numbers of juveniles in soil treated with the methanol extract 

D. genkwa (1,000 ppm)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in untreated soil in trials in pots and in a ginseng (Phanax ginseng) fiel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Q. indica extracts could be used as an environmental friendly control agent of M. ha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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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작물 재배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뿌리혹선충의 환경친화적 방제를 위하여 30종의 약용식물(32 시료)을 선발하여 

당근뿌리혹선충 2령충과 알에 대한 살선충 효과와 난 부화억제 효과를 검정하였다. 약용식물 추출물들 중 원화(Daphne genkwa), 건강(Zingiber 

officinale), 정향(Eugenia caryophyllata), 사군자(Quisqualis indica) 등이 1,000 ppm 농도에서 당근뿌리혹선충 J2 유충에 대하여 80%이상의 살선

충 활성을 보였다. 이들 중 원화와 사군자는 125 ppm에서도 91 %와 99%의 살선충 활성을 보였다. 추출방법(메탄올 또는 헥산, 온수추출, 냉수

추출)에 따라 살선충 효과에 차이를 보였는데 건강과 사군자는 1,000 ppm 온수추출물 처리 시 각각 99%의 살선충 효과를 보였고, 냉수추출물에

서는 36%와 98%의 살선충 효과를 보였다. 사군자는 모든 추출물 처리에서 높은 살선충 활성을 보였다. 빈랑(Areca catechu)과 원화, 청주항

(Desmodium caudatum), 흑축(Pharbitis nil), 사군자, 건강 추출물을 이용하여 당근뿌리혹선충 알의 부화억제 효과를 조사한 결과 1,000 ppm 농

도에서 원화와 흑축, 사군자 처리는 처리 7, 14, 21 일째까지 낮은 부화 수를 나타내었다. Pot와 인삼 밭에서 1,000 ppm 농도의 사군자 메탄올 추

출물 처리 시 토양 중의 당근뿌리혹선충 밀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따라서 사군자 추출물은 당근뿌리혹선충의 환경친화적 방제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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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혹선충(Meloidogyne sp.)은 1885년 Berkeley가 ‘vibrios’

로 묘사한 것이 시초로(Eriksson, 2008) 1887년 Goeldi가 

Meloidogyne속을 처음으로 기재하여(Taylor and Sasser, 1978) 

2009년 현재 97종에 이르고 있다(Perry et al., 2009). 뿌리혹선

충들 중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종은 고구마뿌

리혹선충(M. incognita)과 자바뿌리혹선충(M. javanica), 땅콩

뿌리혹선충(M. arenaria), 당근뿌리혹선충(M. hapla) 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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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북위 35도와 남위 35도 이내지역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또한 북위 45도 이상의 북

유럽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Taylor and Sasser, 1978; Choi, 

2001). 

당근뿌리혹선충은 최저기온이 0 ℃ 내외의 추운지역에서도 

적응력이 강한 종으로 남위 40도 지역과 북위 45도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해발 1,500 m의 고산지역에

서도 발견된다(Taylor and Sasser, 1978). 당근뿌리혹선충은 우

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히 분포하는 종으로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발견되고 있는데(Choi and Choo, 1978), 경북 지역 약초재

배지에서는 55.6%(Park et al., 1992), 주요 더덕 재배지 116개 

포장에서는 61.9%가 당근뿌리혹선충에 감염 되어 있었다(Lim 

et al., 2005).    

당근뿌리혹선충은 식물체 뿌리의 내부에 기생하여 영양분을 

흡즙하는 내부기생성선충으로 식물의 생장을 감소시키거나 각

종 토양 병해와의 상호작용으로 2차적인 피해를 주며, 특히 당근

뿌리혹선충의 피해를 받은 식물체의 뿌리에는 크고 작은 혹이 

많이 발생하며 혹에서 2차적으로 잔뿌리를 발생하는 것이 특징

이다. 또 뿌리에서 흡수되는 대부분의 양양분이 혹으로 이전되

어 선충이 흡즙 함으로써 식물체 생육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수분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쉽게 시들거나 고사하는 증상

이 나타난다(Choi and La, 1982; Shurtleff and Averre, 2000).

당근뿌리혹선충은 주로 노지나 시설재배지의 많은 경제작물

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수박이나 참외, 오이, 토마토, 고추와 같

은 채소류와 더덕, 당귀, 천궁과 같은 약용식물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Choo et al., 1987; Lim et al., 2005). 뿌리혹선충에 의

한 작물의 수량 손실은 10,000마리의 선충 접종 시 고추에서 

15%, 토마토에서 14% 이상 감소하였고(Cho and Han, 1983), 

더덕 재배지에서는 뿌리 무게가 10% 적었으며(Lim et al., 

2005), 토마토와 땅콩재배지에서는 최대 80%에 이른다(Barker 

et al., 1976).

뿌리혹선충의 방제는 화학적 방제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살선충제는 독성이 강하고, 토양 중에서 잔류기간이 길며, 토양 

미생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토양 생태계의 불균형이나 지

하수 오염과 같은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Birch et al., 1993; 

Kim and Choi, 2001). 또한 채소류나 약초와 같은 생식 또는 건

강식의 소재가 되는 작물들의 경우 농약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

의 거부감이 심하며 실제 약초의 경우 농약 사용이 매우 제한적

이다(Choi and Park, 1991). 따라서 농약을 이용한 선충 방제를 

대체할 방법이 필요한데 태양열 소독이나 침수, 온탕 침지법과 

같은 물리적 방제법(Kim and Han, 1988; Park et al., 1995; Chon 

et al., 1996)을 활용할 수 있으나, 비용적인 면이나 작기 중에 사

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윤작이나 답전윤환, 토양개량, 

재배 시기의 조절과 같은 재배적 방제법 역시 인력과 시간이 많

이 드는 단점이 있다(Lim et al., 2004). 생물적 방제방법을 이용

한 선충방제는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 곤충병원성 선충을 이용

한 뿌리혹선충의 억제나(Pérez and Lewis, 2002) 세균류

(Stirling et al., 1990), 곰팡이류(de Leij et al., 1993) 등을 이용하

는 방법이 있는데, 일부는 상용화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환경적

응성이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환경 친화적이면서 현장 적용성이 높은 식물기생성 선충 방

제방법의 하나는 식물체나 식물체 추출물을 이용한 방법이다. 

식물체 추출물을 이용하여 선충 방제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살선충 활성이 있는 유용자원의 탐색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야

외에서 선충 피해 식물체를 탐색하거나 실내에서 살선충 활성

을 검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를 위하여 Kim et al. 

(1998b)은 시설 재배지 내에서 뿌리혹선충의 방제를 위해 길항

식물을 조사하여 괭이밥, 마디풀, 개기장과 바랭이, 뚝새풀, 쇠

뜨기, 밭뚝외풀에는 뿌리혹선충의 피해가 없다고 하여 이들 식

물체의 이용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고, Lim et al. (2006a)은 약초 

전시포에서 뿌리혹선충에 기생되지 않은 약초의 종류를 조사한 

바 있다. 식물체를 이용한 뿌리혹선충 방제는 Belcher and 

Hussey (1977)가 만수국(Tagetes patula) 처리로 토마토의 고구

마뿌리혹선충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Prakash and 

Rao(1997)는 Acacia auriculiformis를 비롯한 150종의 살선충 

식물체를 기술하였다. 그러나 살선충 활성을 가진 식물자원은 

무수히 존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성이 알려진 자원들

은 매우 제한적이다(Prakash and Rao, 1997). 특히 예부터 한약

자원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는 동양의 많은 식물들은 개발 가능

성이 매우 높은 자원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뿌리혹선충의 효

율적 관리와 각종 경제작물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하여 한방 

약용식물을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뿌리혹선충에 활성

을 가지는 식물체의 탐색과 효과 검정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선충의 채집과 분리

당근뿌리혹선충 유충

실험에 사용한 선충은 당근뿌리혹선충의 발생이 매년 발생

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부속농장 더덕포장에서 더

덕의 생육기간 중에 토양에서 분리하여 이용하였다. 선충의 채

취방법은 토양표면을 5 cm 걷어내고, 더덕을 채취하여 뿌리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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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Yields and nematicidal activities of 1,000 ppm methanol or hexane extracts derived from 30 herbal plants against Meloidogyne 
hapla J2 juveniles 24h after using the dipping method

Plant species Family name
Korean name of 

herbal material
Used part Yield(%)  Mortality (%, mean±SE)

Acorus gramineus Araceae 석창포 Root  5.6 56±12.0 d-h
**

Areca catechu Arecaceae 빈랑 Seed  3.7 64±3.7 a-g

Dryopteris crassirhizoma Aspidiaceae 관중 Rhizome 10.2 16±6.1 h-m

Carpesium abrotanoides Asteraceae 학슬 Fruit  3.4 5±1.7 j-m

Auckulandia lappa Asteraceae 목향 Root 20.2 47±13.7 e-i

Xanthium strumarium
*

Asteraceae 창이자 Fruit  9.8 13±12.0 i-m

Quisqualis indica Combretaceae 사군자 Fruit 12.1 99±0.9 a

Pharbitis nil
*

Convolvulaceae 흑축 Seed 11.4 0 m

Lepidium apetalum Cruciferae 정력자 Root  6.5 37±4.3 f-j

Albizzia julibrissin Fabaceae 합환피 Bark  1.1 11±5.6 i-m

Gentiana scabra Gentianaceae 초용담 Root  4.5 39±8.8 e-j

Machgilus thunbergii Lauraceae 후박 Bark  2.5 5±2.5 klm

Desmodium caudatum Leguminosae 청주항 Leaf & stem 17.2 81±2.7 a-e

Sophora flacescens Leguminosae 고삼 Root  5.3 35±22.1 i-m

Gleditsia japonica Leguminosae 조협자 Fruit  3.5 58±3.9 d-h

Aloe ferox Liliaceae 노회 Leaf 28.1 0 m

Azadirachta indica Meliaceae 님 Leaf  6.2 16±3.2 h-m 

Melia azedarach Meliaceae 고련피 Bark  4.1 11±3.5 i-m

Melia azedarach Meliaceae 천련피 Bark 11.8 8±7.7 i-m

Melia azedarach
*

Meliaceae 고련자 Seed  2.8 45±3.1 e-i

Eugenia caryophyllata Myrtaceae 정향 Flower 22.3 88±6.1 a-d

Polygonum aviculare Polygonaceae 편축 Branch  2.5 76±3.2 b-f

Polygonum tinctorium Polygonaceae 청대 Leaf  0.6 67±3.5 c-g

Rheum coreanum Polygonaceae 대황 Root 16.3 22±7.5 h-m

Prunus mume Rosaceae 오매 Fruit 15.1 23±10.8 f-k

Zanthoxylum piperitum Rotaceae 천초 Pericarp 12.5 0 m

Evodia rutaecarpa
*

Rotaceae 오수유 Fruit  1.7 13±5.1 i-m

Ailanthus altissima Simaroubaceae 저근백피 Bark  5.6 33±16.0 g-l

Torreya nucifera
*

Taxaceae 비자 Seed 32.2 9±28.7 g-m

Daphne genkwa Thymelaeaceae 원화 Flower bud  3.7 97±2.3 abc

Torilis japonica
*

Umbelliferae 사상자 Seed  5.3 37±12.2 f-j

Zingiber officinale Zingiberaceae 건강 Rhizome  7.0 96±3.2 abc

*Hexane extract sample. 
*Means fe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ukey’s Studentized Range Test P<0.05).

선충이 감염되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한 뒤, 삽을 이용하여 10 kg

정도의 토양을 채취하여 실험실로 가져 와서 잘게 부순 뒤 2 mm

체로 걸러 선충을 분리 하였다. 선충 분리방법은 채취한 흙을 표

준 망체(60, 325, 400 mesh)를 사용하여 체로 쳐서 굵은 돌과 식

물 뿌리 등을 골라내고, 선충만을 걸러내기 위하여 깔데기

(plastic funnel)에 Kimwipes (Kimberly, M-15, USA)를 걸치고, 

체로 친 토양을 넣은 뒤 물을 가득 부었다. 24시간 동안 정치시킨 

후 깔때기 아래쪽에 모여 있는 선충을 수집하였다. 수집 후 실체

현미경을 이용하여 1 ml/100마리 이상의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충을 반복적으로 분리하여 분리된 뿌리

혹선충은 250 ml cell culture flask에 저장하여 4℃ 냉장 보관하

였다. 3일 이내의 분리 선충들만을 실험에 활용하였다. 

당근뿌리혹선충 알

뿌리혹선충의 알은 상주의 비닐하우스 오이 뿌리로부터 분

리하여 이용하였다. 오이 뿌리를 0.5-1 cm 길이로 자른 후, 0.5% 

sodium hypochloride 용액에 2-3분간 정치시킨 뒤 60 ㎛와 30 

㎛ 체에서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알을 수거하였다. 수거 한 알은 

250 ml 비이커에 모은 후, 교반기에서 교반하여 실험에 필요한 

수의 알을 계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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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선충 활성 약용식물의 선발과 추출

약용식물의 선발

살선충 활성 가능성이 있는 약용식물의 선발을 위하여 동의

보감(Kim et al., 1999)과 약용식물 전문서적(Kwon, 1977; 

Mun, 1984; Bae, 2000; Korean society for the medicinal plant 

research, 2004) 등을 토대로 살충 또는 기생충 치료제로 사용되

는 약용식물을 선발하였으며 구전 등을 통해 지역적으로 이용

되고 있는 된장풀(=청주항, Desmodium caudatum)과 같은 식물

자원을 포함하여 32종의 약용식물을 후보 식물체로 선발하였다

(Table 1). 선발된 식물체 중 청주항은 자생지인 제주도에서 10

월에 채취하여 이용하였으며 neem 나무 잎은 필리핀에 자생하

는 것을 채취하여 말린 것을 사용하였다. 나머지 약용식물들은 

서울의 경동시장 한약 건재상에서 구입하여 이용하였다. 

 

식물체 추출

식물체의 추출을 위하여 준비된 식물체들은 Lee et al. (2009)

이 사용한 방법으로 각각의 한약재를 추출하였는데 뿌리나 줄

기, 잎, 가지 부분을 한약재로 이용하는 시료들은 메탄올 추출하

였고, 지방 성분이 많은 열매나 씨앗과 같은 시료들은 헥산으로 

추출하였다(Kim et al., 2003). 

열수추출은 500 ml Erlenmeyer flask에 분쇄한 분말시료 5 g

과 2차 증류수 500 ml를 넣어 고압멸균기를 사용하여 125℃, 1.5

기압 조건에서 30분간 멸균시켜 추출하였다. 추출한 후 여과지

(Sanyo 90 mm Ø, No 2, Japan)를 이용하여 고형물을 걸러내고, 

액상물은 500 ml cell culture flask에 넣고, 4℃ 냉장 보관하였다.

냉수추출은 500 ml Erlenmeyer flask에 분쇄한 분말시료 5 g

과 2차 증류수 500 ml를 넣고, shaking incubator(Max Q4000, 

Barnstead International, USA)를 이용하여 24℃, 50 ppm 속도

로 24시간 추출한 후 여과지(Sanyo 90 mm Ø, No 2, Japan)로 고

형물을 걸러내고, 액상물은 500 ml cell culture flask에 넣고 4℃ 

냉장 보관하였다.  

실내 살선충 효과검정

메탄올과 헥산 추출물을 이용한 살선충 효과 검정

4℃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당근뿌리혹선충과 식물체 추출

물을 실온에 꺼내어 1 ∼ 2시간을 정치시킨 후 각각의 식물체 추

출물은 비이커(100 ml)에 2차 증류수 50 ml와 함께 Triton 

X-100을 0.1 ml/liter씩 넣고, 각 추출물을 500 ppm 농도로 희석

하였다. 45 ml 플라스틱 튜브를 이용하여 약용식물 추출물을 각

각 3 ml를 넣고, 토양에서 분리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당근

뿌리혹선충을 1 ml 당 100마리 밀도로 계수하여 각각 3 ml 씩을 

같이 접종하였다(최종농도 1,000 ppm). 식물체 추출물과 당근

뿌리혹선충을 혼합한 튜브는 실내 암실(24 ± 2℃)에 보관하면

서 24시간 후 튜브를 흔들어 고루 섞이게 한 다음 1 ml씩을 피펫

으로 뽑아내어 실체현미경에서 살아있는 선충의 수를 조사하였

다(Zasada et al., 2002). 선충의 생사 유무는 핀으로 선충을 건드

려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판정하였다. 실험은 한 개의 튜브

를 1반복으로 4반복 처리하였으며 대조구는 증류수에 Triton 

X-100 0.1 ml/liter만 3 ml를 넣은 것을 이용하였다. 활성이 우수

한 식물체들은 반수치사농도 및 알의 부화억제력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열수와 냉수 추출물을 이용한 살선충 효과 검정

메탄올과 헥산 추출물들에서 살선충 활성이 높았던 약용 식

물인 원화, 청주항, 정향, 사군자, 건강은 농가에서 쉬운 방법으

로 활용하거나 상업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열수와 냉수 추

출법을 이용하여 살선충 효과를 재검정하였다. 앞에서 실험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뿌리혹선충의 치사율을 1,000 ppm 농

도에서 1차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들 중 살선충 효과가 높았던 

추출물인 사군자는 온수와 열수 추출물에서 농도별로 재 검정

하였다. 건강은 열수 추출물에서 농도를 달리하여 선충 치사유

무를 조사하였는데 62.5 ppm에서 1,000 ppm 농도에서 수행하

였다. 실험은 4반복 처리하였으며 대조구는 살균수에 선충만 3 

ml를 넣은 것을 이용하였다.

알에 대한 부화억제 활성 검정

살선충 활성이 높게 나타났던 원화와 건강, 정향, 사군자, 청

주항과 소나무재선충에 살선충 활성이 높았던 빈랑(Lee et al., 

2010)을 이용하여 뿌리혹선충 알 부화억제 효과를 조사하였다. 

메탄올 또는 헥산 추출물을 500 ppm 농도로 Triton X-100 0.1 

ml/liter와 함께 살균수에 희석한 다음, 3 ml를 X-plate에 처리한 

후, 분리한 뿌리혹선충 알 100개/3 ml 씩을 각 plate에 접종하였

다. 접종 후 추출액과 알이 잘 석이도록 가는 나무막대로 저어 준 

다음 25℃ 항온기에 보관하였다. 처리 7일과 14일, 21일 후 각 

plate에 부화되어 살아있는 유충의 수를 현미경 하에서 조사하

였다. 무처리는 0.01% Triton X-100을 첨가한 살균수 3 ml만 처

리하였고, 4반복으로 수행하였다. 

Pot 실험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부속농장의 더덕 재배지에서 뿌리혹

선충이 감염된 토양을 채취한 뒤 뿌리혹선충을 분리하였다. 플

라스틱 pot(20 × 14 × 7 cm)에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더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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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1,000 ppm herbal extracts on Meloidogyne hapla 
juvenile mortality depending on extracting methods in a 45ml 
plastic tube. Nematodes were dipped in plant extract suspension 
and were assessed 24 h later in a petri dish. The same letters over 
the bars in each treatment indicate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means (Tukey's Studentized Range Test 
P<0.05).

에서 채취하여 살균한 후, 건조시킨 토양을 수분 15%로 조절하

여 500 g 넣고, 육묘 tray에서 30일간 키운 더덕(산청 더덕, 경산

종묘) 묘종을 이식하였다. 여기에 사군자와 원화, 건강 메탄올 

추출물을 1,000과 100 ppm농도로 10 mL/pot씩 접종하였다. 무

처리는 물만 접종하였고, 한 개의 pot를 한 반복으로 4반복 처리

하였으며 처리 후 pot는 실온(24 ± 2℃)에서 관리하였다. 더덕은 

생육 중에 매일 관찰하여 수분을 공급해 주었으며 처리 30일 후

에 각 처리구별로 토양 내의 뿌리혹선충 밀도를 조사하였다. 

야외실험

2007년 5월 22일 경북 영주의 밭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

험지는 전년도에 인삼 재배를 하였던 밭이었는데 1 m × 1 m의 

실험구를 선정 한 후, 각 처리구에서 토양 500 g을 채취하여 사전 

선충밀도를 조사하였다. 여기에 1년생 묘삼을 관행 재배법에 준

하여 이식하였는데 이식 후 각 시험구에 사군자 메탄올 추출물 

1,000 ppm을 구당 2 L씩 관주하였다. 무처리구는 물만 살포하

였으며 대조약제로 fosthiazate 입제를 구당 6 g씩 이식 전 토양

혼화 처리하였다.  60일 후 각 처리구 토양 내 선충밀도를 조사하

였으며 인삼 뿌리에 형성된 난낭 형성수를 조사하였다. 무처리

구의 사전 선충 밀도는 토양 300g 당 134.0마리였으며 사군자 처

리구는 113.7마리, fosthiazate 입제 처리구는 137.7마리였다. 

통계분석

실내에서 약용식물 추출물에 대한 당근뿌리혹선충 유충에 

대한 살선충 효과는 Abbott(1925)의 방법으로 보정사충율을 구

한 뒤 arcsin 변환시켜 Tukey’s Studentized Range Test로 분산 

분석하여 처리 평균간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난 부화에 미치는 

영향과 더덕 pot 실험의 결과 및 인삼 재배지 실험의 결과는 생충

율을 구하여 arcsin 변환시켜 Tukey’s test로 분산 분석하여 처리 

평균간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모든 분석의 결과는 평균 ± 표준오

차로 표기하였다. 반수치사농도(LC50) 값은 SAS program을 이

용하여 probit 분석하였다(SAS Institute, 1996).

결 과

메탄올과 핵산 추출물의 수율

실험에 이용한 식물체 22목 32종의 메탄올과 핵산 추출물의 

수율은 Table 1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실험에 이용한 32종의 식물체 시료들의 평균수율은 9.4%를 

보였으며 헥산추출 시료들의 수율은 1.7 ∼ 32.2%였고, 메탄올 

추출 시료들의 수율은 0.6 ∼ 28.1%였다. 가장 높은 수율을 보인 

식물체는 비자(Torreya nucifera)로 32.2%의 수율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수율을 보인 것은 청대(Polygonum tinctorium)로 

0.6%의 수율을 보였는데 20%이상의 수율을 보이는 시료들은 

목향(Inula helenium), 노회(Aloe arborescens), 정향 등 이었다. 

실내 살선충 효과검정

메탄올과 헥산 추출물을 이용한 살선충 효과 검정

메탄올이나 헥산 추출법으로 추출한 30종의 식물체들의 당

근뿌리혹선충에 대한 살선충 효과를 실내에서 실험한 결과는 

Table 1과 같았다. 

1,000 ppm 농도로 처리한 결과 식물체의 종류에 따라 당근뿌

리혹선충의 치사율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원화와 사군자, 건

강 처리 시 90% 이상의 높은 살선충 활성효과를 보였다(df=33, 

62, F=12.04, P<0.0001). 반면 흑축(Pharbitis nil)과 노회, 천초

(Zanthoxylum piperitum)는 살선충 활성이 전혀 없었으며 멀구

슬나무(Melia azedarach) 열매 추출물은 44.8%의 치사율을 보

였으나 수피 추출물인 고편피와 천련피는 각각 11.2%와 7.6%

의 치사율을 보여 식물체의 이용 부위나 산지에 따라 살선충 활

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온수와 냉수 추출물의 살선충 효과 실험

메탄올 추출과 헥산 추출 약용식물 추출물들 중 1,000 ppm에

서 높은 살선충 활성효과를 나타냈던 5종의 약용식물을 대상으

로 온수와 냉수 추출방법으로 당근뿌리혹선충의 살선충 효과를 

실내 실험한 결과 추출방법별에 따라 각 한약재들의 뿌리혹선

충에 대한 살선충 활성은 차이를 보였다(df=14, 45, F=32.1, 

P<0.001)(Fig. 1). 원화와 건강은 추출방법에 따라 살선충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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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dian lethal concentration values (ppm) of different extracting methods of herbal plants against Meloidogyne hapla
determined by the aquatic suspension dipping method in a petri dish

Herbal extract
Methanol or hexane Hot water Cold water

n LC50 (±SE) χ
2 

n LC50 (±SE) χ
2

n LC50 (±SE) χ
2

D. genkwa 276 291.6(3.7) 7.8 - - - 212 -
*

17.4

D. caudatum 204 493.4(1.2) 24.4 - - - - - -

E. caryophyllata 204 519.2(1.6) 21.4 - - - - - -

Q. indica 276 209.2(1.5) 7.2 253 157.1(1.3) 6.6 253 214.0(1.2) 6.8

Z. officinale 158 160.0(1.1) 11.0 212 283.4(2.3) 8.7 - - -

*Could not calculated LC value.

Table 3. Inhibitory effect of 1,000 ppm herbal extracts on hatching of Meloidogyne hapla eggs in petri dish 

Treatment
Mean (±SE) number of egg hatching at each days after treatment

7 14 21

A. catechu 0.8±0.3 b
*

20.5±3.6 b 32.3±4.8 b

D. genkwa 0.0±0.0 b   1.8±1.0 c   1.0±0.0 c

D. caudatum 0.0±0.0 b   16.3±7.6 bc 31.8±6.0 b

P. nil 0.8±0.6 b   1.5±0.8 c   0.3±0.3 c

Q. indica 0.0±0.0 b   3.0±0.8 c    0.8±0.6 c

Z. officinale 0.8±0.6 b     6.3±3.3 bc  15.5±5.7 b

Control 16.8±2.1 a 38.5±3.6 a  81.5±7.0 a

*Means fe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ukey's Studentized Range Test P<0.05).

Fig. 2. Effects of 100 and 1,000 ppm Quisqualis indica methanol 
extracts on root-knot nematode, Meloidogyne hapla, 30days 
after treatment in Lycopersicon esculentum planted pots. The 
same lowercase letters above the bars indicate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means (Tukey's Studentized Range 
Test P<0.05).

에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원화는 냉수추출물이 온수추출물에 

비하여 10배 정도 높은 살선충 활성을 보였으며 반대로 건강은 

온수추출물이 냉수추출물에 비하여 2.5배정도 살선충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90% 이상의 살선충 활성을 가지는 사군자와 건강, 원화를 대

상으로 추출방법별에 따른 농도별 살선충 활성 검정을 수행하

여 LC50값을 구한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온수 추출물들 중에

서는 사군자와 건강의 LC50값이 각각 157.1 ppm과 283.4 ppm

이었고, 냉수 추출물들 중에서는 사군자의 LC50값이 214.0 ppm

이었다. 

 

알에 대한 부화억제 활성 검정

실험에 이용한 모든 한약재 추출물은 당근뿌리혹선충 난 부

화를 저해하였다(Table 3). 

처리 7일째에는 사군자와 정향, 청주항 처리구에서는 부화 

한 알이 없었으며(df=9, 18, F=44.2, P<0.0001) 14일째에는 완

화, 정향, 사군자 처리구의 난 부화수가 가장 적었고(df=9, 18, 

F=11.8, P<0.0001), 21일째에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df=9, 

18, F=50.0, P<0.0001).  

Pot 실험

실내 검정에서 살선충 활성 효과가 높았던 사군자와 원화, 건

강의 메탄올 추출물을 더덕을 식재 한 pot에 처리한 결과는 Fig. 

2와 같았다. 사군자 1,000 ppm 처리구의 선충 밀도가 가장 낮았

다 (df=8, 12, F=5.12, P<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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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icacy of Quisqualis indica methanol extracts on root-knot
nematode, Meloidogyne hapla, in ginseng (Panax  ginseng) field. The 
same lowercase letters above the bars indicate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means (Tukey's Studentized Range 
Test P<0.05).

야외실험

사군자 메탄올 추출물 처리는 인삼 재배지에서 당근뿌리혹

선충의 밀도를 처리 30일 후와 60일 후 무처리에 비하여 유의하

게 감소시켰다(Fig. 3) (df=7, 10, F=81.63, P<0.0001).

고 찰

식물체 추출물이나 식물유래 물질들은 인축을 비롯한 포유

동물에 대해 낮은 독성을 가지며 저항성 출현에 대한 위험성이 

낮아 선충을 비롯한 다양한 해충 방제를 위한 대체 방제제로 이

용되고 있다(Prakash and Rao, 1996).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

는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해 친환경농자재가 환경친화적 농업

을 위한 사용자재로 등장하면서 2010년 2월 현재 작물 병해충 

관리자재들 중 38.5%인 102종이 식물체 유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Ha et al., 2010).  

식물체를 이용한 뿌리혹선충 살선충 활성 물질 탐색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수행된 바 있는데 Kim et al. 

(1998a)은 만수국 추출물과 잔디, 산검양옻나무, 붉나무, 양파 

추출액을 처리하여 뿌리혹선충의 생물적 방제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으며, Lim et al. (2004)은 497종의 채집 자생식물들 중 무

작위로 43종을 선택하여 고구마뿌리혹선충에 대한 살선충 활성

을 조사한 바 있다. Yang et al. (1996)은 인삼포에서 뿌리혹선충 

방제를 위하여 식물체 추출물의 살선충 활성을 검정한 바 있으

며, Lim et al. (2006a)은 더덕 재배지에서 당근뿌리혹선충의 증

식억제 식물을 탐색하고, 이들 약용식물을 이용하여 더덕 재배

지에서 선충 증식 억제 효과를 연구한 바 있다(Lim et al., 

2006b). 본 연구는 한약재들 중 구충제로 이용되거나 살충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들을 중심으로 당근뿌리혹선충 유

충과 알에 대한 살선충 활성을 검정하였는데 유충에 대해서는 

사군자와 청주항, 정향, 원화, 건강의 살선충 활성이 높았으며 난 

부화 억제는 원화와 사군자, 흑축이 높았다. 

사군자는 사람에 기생하는 선충에 대하여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중국을 비롯하여 필리핀, 인도차이나, 인

도 등지의 아시아 국가에서 구충제로 이용되고 있다(Joshi, 

2000; Murthy et al., 2011). 사군자 열매의 정유에는 linoleic 

acid, oleic acid, palmitic acid, stearic acid 등이 함유되어 있고, 

ellagitannin인 quisqualin A와 quisqualin B 등이 함유되어 있는

데(Lin et al., 1997) 특히 quisqualic acid는 회충(Ascaris suum) 

구충제로 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shizaki et al., 1973). 

약리학적으로는 사군자 잎 메탄올 추출물은 열을 낮추는 효능

이 있고(Singh et al., 2010), 꽃 추출물은 항산화 효과와 

acetylcholinesterase 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etwitayaklung et al., 2007). 청주항은 제주지역에서 구더기 

방지용으로 활용해 온 식물로 swertisin과 canavanine을 함유하

고 있다(Bae, 2000). 정향은 β-caryophyllene과 eugenol, α

-humulen, eugenyl acetate, α-copaen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

(Öztürk and Özbek, 2005) O-157 대장균에 대한 항세균 작용과 

머릿니(Pediculus capitis)의 알과 성충에 대한 살충 효과 및 살

비 효과 등이 보고되어 있고(Burt and Reinders, 2003; Kim et al., 

2003; Yang et al., 2003), 메탄올 추출물과 정유가 소나무재선

충(Bursaphelenchus xylophilus)에 대한 살선충 활성이 있는것

으로 알려져 있다(Kong et al., 2006; Elbadri et al., 2008a). 원화

는 동일한 속에 속하는 서향(Daphan odora)에서 살선충 물질인 

odoracin과 odoratrin이 알려져 있고(Prakash and Rao, 1997), 

10,000 ppm 농도에서는 고구마뿌리혹선충의 난 부화 억제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lbadri et al., 2008b). 건강은 생강

을 말려 한약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강에는 gingerol, 

zingiberone, zingiberol, shogaol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Bae, 

2000), 개의 심장사상충(Dirofilaria immitis)에 대해 억제 효과

가 있으며(Datta and Sukul, 1987)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살선충 

효과와 고구마뿌리혹선충의 난 부화 억제가 알려져 있다

(Elbadri et al., 2008a, 2008b).   

실험에 이용한 약용식물의 추출 부위에 따라 살선충 활성에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식물체의 부위별에 따라 구성 물질들의 

성분의 의한 차이로(Singh et al., 2010), neem(Azadrachta 

indica)의 경우도 잎에 비하여 열매 추출물이 고구마뿌리혹선충

에 대한 살선충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Elbadri et al., 2008b). 한

편 추출방법에 따라서도 선충에 대한 살선충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사군자와 같이 헥산 추출이나 열수 또는 냉수 추출

물간에 살선충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었으나 건강의 경우 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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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에서 살선충 활성이 감소하였고, 원화의 경우 온수 추출

물의 살선충 활성이 감소하였다. Narasimhan et al. (2005)이나 

Batabyal et al.(2007)도 추출방법이나 추출용매의 종류에 따라 

생리적 활성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는데 Kamaraj et al.(2008)

은 Ocimum canum의 경우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유충에 대하여 메탄올 추출물이 활성이 더 높으나 동속의 식물

인 O. sanctum은 아세톤 추출물의 활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메탄올이나 헥산 추출에서 살선충 효과가 높

았던 한약재들을 대상으로 열수 추출과 냉수 추출법을 이용하

여 살선충 활성을 검정하였는데 열수 추출이나 냉수 추출은 상

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들고, 쉽게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

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성분의 손실로 인하여 대상으로 하는 

생리활성 검정 결과를 바르게 평가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러

나 단기에 많은 종류의 물질들을 대상으로 생리활성을 검정하

기에 용이하며 물질 수준에서 효과를 검정하여 방제제로 활용

하기에 앞서 농가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군자와 원화 처리는 뿌리혹선충의 난 부화 억제효과가 다

른 한약재보다 높았는데 두 한약재 추출물은 고구마뿌리혹선충

의 부화 억제 효과도 높게 나타나(Elbadri et al., 2008a) 뿌리혹

선충류에 광범위하게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

들 두 한약재는 산란억제 효과와 살선충 활성이 높아 작물의 생

육기에 선충의 증식이 활발한 시기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Pot 실험과 야외 실험의 결과 사군자 추출물 처리 시 뿌리혹선

충의 밀도를 억제 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야외 실험에서

는 비록 대조약제로 사용한 fosthiazate에 비하여 60일째 선충 밀

도가 높았으나 30일째까지 유사한 선충 밀도를 보여 경작지에

서 식물체 추출물의 지속성이나 처리방법에 대한 부가적인 연

구가 수행된다면 실용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삼과 같이 당년에 생산을 못하는 작물들 특히 약용작물의 경

우 이러한 식물체 추출물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단

기 생장을 하는 상치나 쑥갓과 같은 엽채류의 선충 방제의 경우

도 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정향을 비롯한 빈

랑, 사군자, 여로, 멀구슬, 생강, 백부 등의 한약재 혼합 추출물 제

품 처리 시 더덕 재배지에서 뿌리혹선충의 밀도 감소와 더덕의 

수량 증가가 있었다는 연구 사례(Jung and Han, 2004)가 있었는

데 이와 같이 특정 한 가지 한약재 추출물 뿐 만 아니라 살선충 효

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한약재의 조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뿌리혹선충 에 대한 살선충 활

성이 높았던 한약재들에 대해서는 살선충 활성 물질의 규명 연

구가 수행된다면 뿌리혹선충을 포함한 식물기생성선충은 물론 

인축에 유해한 선충들의 구충제 개발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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