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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5,8-dihydroxy-1,4- naphthoquinone 

(DHNQ) as a environmental friendly herbicide candidate. Foliar application of DHNQ showed excellent 

herbicidal effect to the 3 grasses and 5 broad-leaved weeds. Among them, Digitaria sanguinalis and 

Solanum nigrum were completely controlled by 250 μg mL-1 of DHNQ with main symptoms of desiccation 

or burndown within 24 hours. Aeschynomene indica was also sensitive to DHNQ treatment. All of the eight 

weed species were controlled by 90∼100% at a concentration of 1,000 μg mL
-1

. However, soil application 

of DHNQ to Digitaria sanguinalis did not show any herbicidal symptoms. DHNQ strongly inhibited 

KAPAS activities in vitro and the IC50 was 4.4 μM. Cellular leakage from cucumber leaf squares treated 

with DHNQ increased depending on the concentrations increased from 6.25 to 100 μM after 24 hours 

incubation with or without light. However, chlorophyll loss in cucumber leaf squares was negligible. Biotin 

supplements significantly rescued the inhibition of germination rate of Arabidopsis thaliana seeds 

previously inhibited by the DHNQ. According to above results, DHNQ is a good natural herbicide 

candidate having a new target KAPAS, which is involved in biotin biosynthesis pathway, with 

environmental friendly.

Key words: 5,8-dihydroxy-1,4-naphthoquinone; environmental safer herbicide; 7-keto-8-aminopelargonic 

acid synthetase; rescue effect; post-emergenc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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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우수한 살 력과 렴한 생산비용 때문에  세계

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던 유기합성 제 제는 

triketones계 제 제 이후 새로운 작용 을 갖는 제

제 개발성과가 없는 상황이다(Prisbylla 등 1993; 

Schultz 등 1993). 한 기존 제 제의 지속 인 사용

에 따른 항성 잡 의 출 과(Riches 등 1996) 생태계

에 미칠 수 있는 잠재 인 향 때문에 기 개발되어 사

용되고 있는 제 제  독성이 있는 제 제의 재등록

이 실 으로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

과 인도, 라질 등의 속한 경제발 에 따른 농약 수

요가 증가하고 있고,  세계 으로 바이오매스 산업

과 련하여 농산물의 생산성 증 가 매우 요한 

안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지 인 이상 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곡물가 상승 등과 같은 다양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극 이고 효율 인 방안  하

나가  독성의 유기합성 제 제이지만 친환경 농업에 

한 요구와 수요가 증함에 따라 유기합성 제 제 

개발도 실 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한 수단으로 친환경

인 미래형 제 제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데, 미래형 제

제는 농업 생산성을 해하는 잡 만을 방제하는 단

순한 개념이 아니라 환경 친화 이며 인축에 한 안

성을 겸비하는 것으로 기술 난이도가 크면서 경제성

을 갖는 친환경 신규 작용  탐색과 독특한 화학구조

를 갖는 후보물질 는 천연소재의 발굴  확보가 매

우 요하다. 이러한 미래형 제 제 개발을 해서는 

인축과 련이 없는 식물특이 인 신규 작용 이나 미

생물이 생산하는 천연 유도 항성 물질을 상으로 

기존의 모방  기술을 탈피하는 새로운 개념의 창조

인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Choi 등 2011). 

  유 체 기능 분석에 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제

제 작용  탐색이 시도되고 있는데(Wolfang 등 2004),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비타민의 한 종류인 biotin H 생

합성에 련된 7-keto-8-aminopelargonic acid synthase 

(EC 2.3.1.47, KAPAS)를 제 제 신규 작용 으로 발

굴․확보하 다(Hwang 등 2003). 이 KAPAS는 애기

장  유 자인 AtKAPAS이며, 본 유 자의 발  억제

는 식물체에서 치사 표 형질을 제공하며 biotin 처리

에 의해 표 형 회복이 유발되는 제 제 타겟 신규 작

용 이다. 신규 작용  KAPAS를 상으로 생리․생

화학  방법을 통해 제 제 작용 으로의 가능성과 식

물체 내에서의 작용기작에 해서도 보고한 바 있다

(Choi 등 2007; Hwang 등 2010).

  미래형 제 제 개발을 한 요건에서 신규 제 제 

작용  발굴과 함께 요한 것이 친환경 인 후보물

질 는 천연소재의 발굴  확보일 것이다. 제 활성

을 갖는 천연소재 탐색은 동·식물 는 미생물과 

물에서도 가능하지만 토양 미생물(Satoh 등 1993; 

Duke 등 1996)과 약용식물과 자생식물 는 정유식물 

등 다양한 종류의 식물(Rice 1984; Allan과 Fowler 

1985; Putnam 1988)로부터의 탐색이 가장 활발하다. 

토양 미생물에서 발굴된 bialaphos는 Streptomyces 

hygroscopicus가 분비하는 2차 사산물을 이용하는 것

으로 루타민 생합성 해에 의한 암모니아 축  결과

에 따른 독작용에 의해 살 력이 발휘된다(Bayer 등 

1972; Tachibana 등 1986; Duke 등 1996; Lydon과 Duke 

1999). Streptomyces 속에서 유래한 methoxyhygromycin 

(MHM)도 천연소재의 제 활성 물질로서의 가능성이 

보고되어 있다(Lee 등 2003). 

  한편, 식물에서 유래하는 천연 제 활성 물질에 

한 탐색도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데, 평지씨로부터 

추출한 C9 지방산 pelargonic acid가 비선택성 경엽처

리제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세포막 손상에 의

한 지질과산화 작용으로 식물체가 고사되는 속효성 제

제이다(Fukuda 등 2004; Lederer 등 2004; Copping

과 Duke 2007). 최근에도 식물 유래의 천연 제 활성 

물질 탐색이 활발한데, Goncalves 등(2009)에 의하면 

끈끈이주걱속(Drosera) D. lusitanicum 잎 추출물이 

hydroxyphenylpyruvate dioxygenase(HPPD)를 억제하

며, aphthoquinone의 기본골격이 치환된 형태의 물질

들은 HPPD를 이상 으로 해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Meyer 등 2007). 한, cinnamon oil이나 clove oil

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essential oils도 천연 제 제 소

재로서의 가능성에 한 검토가 활발하다(Tworkoski 

2002; Lederer 등 2004; Bainard와 Isman 2006). 국내의 

경우에도 삽주 근경(Kim 등 2002), 애기수 (Kim 등 

2003), 수수(Uddin 등 2010), 목향(Cho 등 2010), 진노

랑상사화 인경(Jang과 Kim 2010), 팔마로사 정유

(Hong 등 2011) 등 국내 자생식물이나 잡  는 정유

식물로부터의 천연 제 활성 물질 탐색이 꾸 히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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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최근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528개의 식물 유래 천

연물질을 확보하여 in vitro에서의 KAPAS 해활성을 

평가하 으며, KAPAS 해활성이 우수한 6개의 천연 

naphthoquinone계 물질을 확보하 다. 본 연구는 확보

한 천연 naphthoquinone계 물질 에서 5,8-dihydroxy- 

1,4-naphthoquinone(DHNQ)을 상으로 KAPAS에 

한 농도반응 실험을 통해 50% 해농도와 토양  

기경엽처리를 통해 작용특성을 확인하고, 해물질 

출과 엽록소 함량 감소, biotin 첨가에 의한 회복효과 

등의 생리․생화학  방법을 통해 작용기작을 알아보

고 천연물 제 제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시험 물질 

  시험 물질 DHNQ은 Sigma-Aldrich사로부터 구입하

으며, HPLC 분석을 통한 시험 물질의 순도는 90% 

이상이었다. 

제 활성 평가

  살 력 평가를 해 polystyrene 컵에 원 용 상토를 

충진하여 바랭이(Digitaria sangquinalis) 종자를 10∼

15립씩 종하여 복토 후 온실 조건(30/20±5℃, Light 

/Dark=14/10h)에서 1일(토양처리) 는 9일(경엽처리) 

동안 생육시켰다. 최종 처리농도가 62.5, 125, 250  

500μg mL
-1

 농도가 되도록 약제 조제액(Acetone 60%, 

0.1% Tween-20)으로 희석 조제하여 폿트 당 5mL로 

처리하여 온실에서 리하여 토양처리는 7일 후, 경엽

처리는 5일 후에 달 조사(0∼100)하 다. 8종의 화본

과  엽잡 에 한 활성 평가를 해서는 원 용 

상토를 충진 한 350cm
2
 사각 라스틱 폿트에 각 종자

를 당량 종하여 복토 후 동일한 온실조건에서 

리하여 토양처리는 종 1일, 경엽처리는 12일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약제를 조제하여 폿트 당 14mL로 처

리하여 토양처리는 14일, 경엽처리는 7일 후에 달 조

사하 다. 이때, 토양처리에서는원 용 상토를 사용할 

경우에 과습에 의한 활성발 의 이상이 래될 가능성

을 배제하기 하여 원 용 복합비료가 첨가된 사질양

토를 사용하 다. 

KAPAS 해활성

  효소활성 해는 KAPAS의 반응에 향을 받아 

생성되는 NADH의 A340 장에서의 흡 도를 측정

하 다(Ploux와 Marquet 1992; Webster 등 2000). 반

응액은 각각의 plate well에 reaction buffer(10mM α- 

ketoglutarate, 25mM thiamin pyrophosphate, 10mM 

NAD
+
, 30mM MgCl2, 20mM potassium phosphate 

buffer)100μL, α-ketoglutarate dehydrogenase 15μL, 1M 

L-alanine 5μL, 5mM pyridoxal 5-phosphate 50μL, 

pimeloyl-CoA 50μL, 원하는 최종 농도가 되도록 

DHNQ 10μL씩을 혼합한 뒤 KAPAS(3μg μL
-1

) 20μL, 

D.W. 45μL를 첨가하여 최종량이 250μL이 되도록 

비하 다. 반응 온도 조건은 37℃로 유지시켰으며 흡

도 측정은 1분 간격으로 60분 동안 microplate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엽록소 햠량 측정

  온실에서 11일 동안 생육시킨 오이(백미 백다다기) 

자엽을 직경 10mm cork borer를 이용하여 엽 편을 

만들어 7mL의 1% sucrose와 1mM 1-(N-morpholino) 

ethanesul fonic acid(pH 6.5)가 담겨져 있는 직경 6cm 

polystyrene Petri dish에 15개씩 옮긴 후, 를 원하는 농

도가 되도록 아세톤으로 용해시켜 처리하 고, 무처리

구의 경우에는 동일한 양의 아세톤을 처리하 다. 최

종 처리농도는 100, 50, 25, 12.5, 6.25μM로 하여 25℃, 

120μmol m
-2

sec
-1
로 24시간 동안 을 조사한 후, 

Hiscox와 Israelstam(1979)의 방법으로 엽록소 함량을 

측정하 다.  조사 후 엽 편을 배양액과 분리하여 

여과지로 흡습시켜 시험 에 넣고 10mL의 dimethyl 

sulfoxide(DMSO)를 넣어 교반한 다음, 암조건으로 실

온에 24시간 동안 두었다가흡 분 분석기(Beckman, 

UV-52)를 이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총 엽

록소 함량을 측정하 다. 

Chlorophyll(mg/L) = (20.2×A645+8.02×A663)×dilution 

factor

해물질 출 측정

  엽록소 함량 측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엽 편을 

비하여 DHNQ를 처리하 다. 약제 처리 후 25℃ 생

육상에서 120μmol m
-2

sec
-1
의 을 24시간 조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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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계(Denki Kagaku Kenki Co., Ltd., Musashino, 

Japan)를 이용하여 해물질 출 정도를 측정하 다

(Kenyon 등 1985). 한편, 암조건에서의 해물질 출

은 상태와 동일한 조건으로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암상태로 두었다. 

  측정방법은 각 처리구에 따라 최 의 도도 값이 

다르므로 24시간 후의 도도 변화를 수치로 나타내

며, 처리구와 무처리구에서의 도도 차이를 DHNQ에 

의한 도도의 변화로 표시하 다.

Biotin 처리에 의한 회복 효과 

  아세톤을 이용하여 1, 0.1, 0.05, 0.025, 0mM 농도가 

되도록 DHNQ를 용해시켜 55mm 여과지(Advantech 

No. 2)를 깐 Petri dish에 1mL씩 처리하 다. 후드 내

에서 아세톤을 완 히 건조시킨 Petri dish에 biotin을 

1, 0.5, 0.25, 0mM 농도가 되도록 증류수로 희석조제하

여 각각 1mL씩을 넣고 애기장  종자를 30립씩 치상

하여 한 후 25℃, 14/10h(Light/Dark) 조건의 생육

상에서 7일 후에 발아율을 조사하 다. 

결과  고찰

경엽처리 효과

  528개의 식물 유래 천연물질을 상으로 in vitro

에서 KAPAS 해활성을 평가하여 우수한 해활

성을 보이는 6개 물질을 확보하 는데, 이 에서 

naphthoquinone 계열 DHNQ의 제 활성을 바랭이와 

8종의 잡  종을 상으로 평가하 다.

  바랭이에 한 경엽처리에서 DHNQ 125, 250, 500, 

1,000μg mL
-1

 농도에서의 살 력은 각각 60, 70, 95  

100%이었다(표 1). 살 력을 나타내는 주된 증상은 고

사(burndown)이었고, 일부 바랭이 잎에서는 지제부 부

근에 괴사(necrosis)도 찰되었다. DHNQ 처리 후 짧

은 시간 내에 외형 인 살 증상이 발 되어 약효발  

속도가 빠른 속효성의 특성을 보 지만, 250μg mL
-1

 

이하 농도에서는 처리 5일이 지나면서 재생되었다(그

림 1). DHNQ은 경엽처리 활성은 우수하 지만, 토양

처리 효과는  없었다(그림 2). 

  DHNQ의 화본과잡  3종과 엽잡  5종을 상으

로 실시한 경엽처리에서 2,000μg mL
-1

 농도에서는 살

Table 1. Effect of foliar application of DHNQ on Digitaria 

sanguinalis.

Conc. (μg mL-1) Herbicidal efficacy (%)

1,000 

500

250

125

1001)

 95

 70

 60

1)Visual injury was determined at 3 days after applicationwith 

a scale of 0 (no injury) to 100 (complete death). 

Fig. 1. Herbicidal efficacy of foliar application of DHNQ on 

Digitaria sanguinalis. Photo was taken 5 days after 

application.

Fig. 2. Herbicidal efficacy of soil application of DHNQ on 

Digitaria sanguinalis. Photo was taken 7 days after 

application.

력이 100%이었으며, 1,000μg mL
-1

 농도에서의 방제

효과는 90% 이상이었고, 500μg mL
-1
 농도에서는 70∼

100%이었다(표 2, 그림 3). 잡  종간의 감수성 차이는 

없었으며 약제처리 후 짧은 시간 내에 살  증상이 나

타나는데, 완 하게 억제되지 않은 개체에서는 약제처

리 5일이 지나면서 재생되었다. 8종의 잡 에 한



최 등：5,8-dihydroxy-1,4-naphthoquinone의 살 특성



Ⓒ 2011 Korean Society of Weed Science- 254 -

Conc.

(μg mL-1)

Herbicidal efficacy (%)
1)

SORBI2) ECHCG DIGSA SOLNI AESIN ABUTH XANSI CAGEH

2,000

1,000

500

250

100

100

 70

 50

100

 90

 90

 6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5

 95

100

100

 70

 40

100

100

 90

 70

100

100

100

 40

1)Herbicidal activity was determined 7 days after treatment by visual injury.
2)SORBI：Sorghum bicolor, ECHCG：Echinochloa crus-galli, DIGSA：Digitaria sanguinalis, SOLNI：Solanum nigrum, 

AESIN：Aeschynomene indica, ABUTH：Abutilon avicennae, XANSI：Xanthium strumarium, CAGEH：Calystegia japonica.

Table 2. Effect of postemergence treatment of DHNQ on several weeds in a greenhouse condition.

Fig. 3. Herbicidal efficacy of postemergence treatment of 

DHNQ on several weeds in a greenhouse condition. 

Photos were taken 7 days after application.

DHNQ의 토양처리에서는 살 력이  없었다(자료 

미제시). 

  통상 천연물 유래의 제 활성 물질은 주로 형

이며 살 력을 나타내는 주된 증상은 약제처리 기

에 기나 잎에 burndown 증상을 보이고, 약효지속성

이 아주 짧거나 없기 때문에 완 하게 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생되는 특징을 보인다(Copping과 Duke 

2007). 한, 작물 선택성과 잡  종간에서의 뚜렷한 

살 력 차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천연물 

제 제인 bialaphos의 경우에 작물에 한 선택성이 

없거나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주로 비경작지나 작물 

수확 후에 사용한다(Lydon과 Duke 1999). 천연에서 

유래하는 제 활성 물질은 토양처리 효과는 극히 미

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도 처리량이 아주 높아야 가능하기 때

문에(Quarles 1999) 실용성은 없는 것으로 단된다. 

DHNQ는 경엽처리 활성은 강하지만(표 1, 표 2), 토양

처리에서의 살 력은  없는 살 특성을 보이기 때

문에(그림 2) 비선택성의 경엽처리용 제 제로의 가능

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하 다. 

KAPAS 해활성

  DHNQ에 한 in vitro에서의 KAPAS 농도반응 평

가에서 고도의 상 계를 나타내며 농도의존 인 반

응을 보 으며, 50% 해농도는 4.4μM이었다(그림 4). 

식물에서의 biotin은 carboxylase와 transcarboxylase 반

응에서 필수 cofactor이며(Webster 등 2000), KAPAS

는 일부 미생물과 식물에서 biotin 생합성의 첫 번째 

경로에 여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이 경로를 해시

키는 물질은 살균제나 제 제로서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 다(Ploux와 Marquat 1992). 한, KAPA 

유사체들은 식물체를 고사시키는 활성을 가질 수 있

기 때문에 제 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 으며

(Ashkenazi 등 2005), 한, Hwang 등(2010)은 in vitro

에서의 KAPAS 해활성을 나타내는 triphenyltin 

acetate을 온실조건에서 처리하 을 때 애기장 (A. 

thaliana)와 10여 종의 잡  종에 하여 우수한 살

력을 나타낸다고 하 다. Abell(1996)과 Pillmoor 등

(1995)은 신규 작용 으로서의 구비 조건으로 선발된 

물질이 상 작용 을 해한다면 60-80%의 살 력

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하 으며, KAPAS를 효과 으

로 해하는(IC50=19.85μM) triphenyltin acetate를 온

실조건에서 경엽처리했을 때 강력한 살 력을 보인

다고 하 다(Hwang 등 2010). 따라서 KAPAS에 한 

강력한 해활성과 온실조건에서의 살 력과의 상

계로부터 DHNQ는 천연물 제 제로서의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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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DHNQ on ellular leakage from cucumber leaf squares of (A) with and (B) without light condition. Vertical 

bars are standard deviations of the means.

시사하고 있다고 단하 다.

Fig. 4. KAPAS inhibition treated with DHNQ on in vitro 

assay. Vertical bars are standard deviations of the 

means. In some cases the vertical bar is obscured by 

the datum symbol.

해물질 출에 미치는 향 

  DHNQ를 처리했을 때 엽 편으로부터의 해물질 

출은 ․암 조건에 계없이 농도 의존 으로 증

가되었다. 조건에서 DHNQ 처리 24시간 후에 6,25, 

12,5, 25, 50  100μM 농도에서의 해물질 출 정

도는 각각 57, 80, 124, 142  191μmhos/cm이었다(그

림 5A). 암 조건에서도 동일한 농도에서의 해물질 

출은 각각 56, 74, 87, 146  208μmhs/cm로(그림 

5B) 조건과 암조건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

나 무처리구에서 출된 해물질 총량은 약 683μ

mhos/cm이었는데 DHNQ 100μM 농도에서의  조건

과 암 조건에서 출된 해물질 총량은 각각 191  

208μmhos/cm로 출된 해물질 총량은 상 으로 

었다. 

엽록소 함량 감소에 미치는 향 

  DHNQ은 ․암 조건에 계없이 엽록소 함량 감

소는 거의 없었다(그림 6). DHNQ를 처리했을 때 엽록

소 함량 감소는  조건에서는 50과 100μM 농도에서 

각각 3.5  7%이었고, 암 조건에서는 처리한  농도

범 에서 엽록소 함량 감소는  없었다. 이상의 결

과에 의하면 DHNQ는 ․암 조건에 계없이 엽록

소 함량의 감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살 력 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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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DHNQ on chlorophyll contents from cucumber 

leaf squares of with light condition. Vertical bars are 

standard deviations of the means.

의 유․무와는 련이 없을 것으로 단되며,  

조건에 계없이 해물질 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KAPAS 해 이후 biotin의 생합성이 억제되고 궁극

으로 세포막 손상에 의해 식물체가 고사될 것으로 

단하 다. 경엽처리용 제 제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

는 식물 유래의 C9 지방산 pelargonic acid(Fukuda 등 

2004)의 살 력은 세포막 손상에 의한 지질 과산화작

용이라고 하 다(Fukuda 등 2004; Lederer 등 2004; 

Copping와 Duke 2007). 그러나 DHNQ에 한 in vitro

에서의 KAPAS 해활성에서 50% 해농도는 4.4μM

로 우수하 지만(그림 4), 출된 해물질의 총량은 

상 으로 낮았다(그림 5). 일반 으로 in vitro assay

에서의 효소 해활성 정도는 식물 죽음과의 상 계

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제 제 작용  해와 잡

 고사와의 상 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Hwang 등 

2010) 제 제 작용  상 효소의 완 한 억제가 식물 

고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는 불명하다고 하 다

(Abell 1996). 따라서 DHNQ는 상 작용 에 해서

는 강력한 해활성을 보 지만, 식물체 내로의 제한

된 흡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 요인에 의해 살 력

이 감소되는 것으로 단하 다. 향후 식물체 내로의 

확산성이나 침투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형개발을 통

하여 살 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필요로 한다

고 하겠다. 

Biotin 처리에 의한 발아 회복효과

  DHNQ를 처리하 을 때 억제되었던 애기장  종자

의 발아율은 biotin 공 에 의해 발아율이 크게 증가되

었다(표 3). 0.1mM 농도로 DHNQ를 처리했을 때 23.3%

이었던 종자발아율은 0.25, 0.5  1mM의 농도의 

biotin을 공 하면 각각 43.3, 66.3  70.0%로 증가되

었다. 한, 30.0%이었던 juglone 0.05mM에서의 발아

율이 biotin 공 하면 각각 50.0, 66.7, 73.3%로 뚜렷하

게 증가되었다. 이때, DHNQ 1mM 농도에서는 biotin 

공 에 의해서도 발아율은 회복되지 않았다. KAPAS

가 결핍된 식물체에 biotin, dethiobiotin(DTB), 7,8- 

diaminopelargonic acid(DAPA)과 같은 biotin 생합성 

과정의 intermediates를 처리하면 식물 생육의 뚜렷한 

회복 상이 있다고 하 다(Meinke 1985; Patton 등 

1998; Alban 등 2000). 본 실험을 통해서 DHNQ는 강

력한 KAPAS 해활성이 있음을 확인하 는 바(그림 

4), KAPAS 해 결과 궁극 으로 biotin 생합성이 이

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추측하 다. DHNQ 처리에 의

해 억제되었던 종자 발아율이 biotin 공 에 의해 뚜렷

하게 증가되었기 때문에(표 3), DHNQ는 신규 제 제 

작용  KAPAS 해 화합물로 단하 다. Hwang 등

(2010)에 의하면 in vitro assay를 통해 KAPAS 해활

성을 확인한 triphenyltin acetate을 biotin을 처리하여 

애기장  종자의 발아율과 식물체에 처리하여 회복여

부를 평가하 을 때 모두 뚜렷한 회복효과가 있다고 

하 다. 본 실험에서 확인한 DHNQ의 KAPAS 해활

Table 3. Reversal effect of Arabidopsis thaliana seed germi- 

nation with biotin supplement.

DHNQ

(mM)

Biotin(mM)

0 0.25 0.5 1

 0

 0.025

 0.05

 0.1

 1

100
1)

 40.0

 30.0

 23.3

  0

96.7

53.3

50.0

43.3

0

100

 63.3

 66.7

 63.3

  0

96.7

80.0

73.3

70.0

0

1)Germination rate of A. thaliana seed at 7 days after appli- 

cation.



한잡 지 31(3)호. 2011년



Ⓒ 2011 Korean Society of Weed Science- 257 -

성과 biotin 공 에 의한 종자 발아율 회복 상에 한 

뚜렷한 상 계 분석을 해 애기장  식물체를 상

으로 수행할 정이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naphthoquinone계 DHNQ는 

biotin 생합성에 여하는 신규 제 제 작용  KAPAS

를 효과 으로 해하는 친환경 인 천연물 제 제

로서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향후 식물체 내

로의 흡수 는 침투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형개발

을 통해 살 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요  약

  본 실험은 식물에서 유래한 천연 naphthoquinone계 

5,8-dihydroxy-1,4-naphthoquinone(DHNQ)의 온실조건

에서의 제 활성 정도를 평가하고 효소활성 해를 

포함한 생리․생화학 인 규명을 통해 살 특성을 알

아보고자 수행하 다. 온실조건에서 바랭이(Digitaria 

sanquinalis)에 한 경엽처리에서 DHNQ 125, 250, 

500  1,000μg mL
-1

 농도에서의 활성정도는 각각 

60, 70, 95  100%이었다. 돌피를 포함한 화본과 잡

 3종과 까마 을 포함한 5종의 엽 잡 에 한 살

활성 평가에서 2,000  1,000μg mL
-1 

농도에서는 

완 방제되었고, 500μg mL
-1 

수 에서는 70∼100%

이었다. 주요 증상은 화염상(burndown)이었고, 약제

처리 24시간 이내에 활성이 나타나 속효성이지만 완

하게 방제되지 않은 개체에서는 처리 5일 이후에 재

생되었다. DHNQ를 처리했을 때 KAPAS를 농도의존

으로 해하 으며, 50% 해농도는 4.4μM이었다. 

엽 편으로부터의 해물질 출은 ․암 조건에 

계없이 농도 의존 으로 증가되었으나 출된 총량은 

상 으로 었다. DHNQ은 ․암 조건에 계없

이 엽록소 함량 감소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 

DHNQ에 의해 억제되었던 애기장  종자 발아율은 

biotin을 공 해 으로서 크게 증가되었다. 이상의 실

험에 결과에 의하면 천연 naphthoquinone계 DHNQ

는 식물체 내로의 흡수 는 침투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제형개발을 통해 살 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

안이 강구된다면 신규 제 제 작용 으로 발굴한 

KAPAS를 효과 으로 해하는 친환경 인 천연물 

유래 제 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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