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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abgrass (Digitaria sanguinalis L.), Dandelion (Taraxacum platycarpum H. DAHLST.), Annual

bluegrass (Poa annua L.), Gree kyllinga (Kyllinga brevifolia var.), Red clover (Trifolium pratense L.), Annual

lespedeza (Kummerowia striata (Thunb.)Schindl.), Mugwort (Artemisia capillaris Thunb.), Horseweed (Erigeron

canadensis L.), Field horsetail (Equisetum arvense L.) are major weeds in turf. In this study, 23 medicinal plant

extracts were tested for herbicidal activities against crabgrass and dandelion in the course of major weed in turf. In

pot experiment, we implemented pre-emergence application used medicinal plant extracts showed herbicidal activity

in petridish experiment. In effect, inhibition rates of germination were 61.0% at Curcuma longa extract and 62.5% at

Cnidium officinale extract in crabgrass pot experiment, and 77.8% at Ailanthus altissima extract in dandelion pot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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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잔디재배 산업은 잔디산업의 시작점이며, 국내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인위적인 생산이 시작되었다(Choi and

Yang, 2006). 이러한 잔디산업은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골

프장, 스포츠 경기장, 학교운동장, 공항, 녹지공원 등에 많

이 이용되어지고 있으며, 주로 난지형잔디인 한국잔디와

한지형잔디인 켄터키블루그라스, 벤트그라스 종류가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골

프 대중화 선언과 2002년도 한·일 월드컵 이후로 잔디

산업이 발전하였고, 근무환경 개선으로 도입된 주 5일 근

무 및 4대강 등의 국가사업 등으로 인하여 잔디를 포함한

녹지 환경의 활용성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현

재 월드컵 경기장 10곳에 주변 녹지 공원 조성이 되어있

으며, 전국 골프장 수는 2011년 기준으로 382곳이 운영되

어지고 있고 100곳이 건설 중이고, 미착공은 35곳으로 매

년 7%정도씩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88년 서울올

림픽을 대비하여 추진하였던 「푸른 서울 가꾸기」사업

과 민선 2기에 추진하였던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사업, 2002년도부터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이

기」사업 등으로 인하여 잔디로 조성된 녹지공간이 늘어

나는 추세이다. 

현재 한국잔디로 조성된 골프장, 운동장, 공원, 공항, 하천

등에서 가장 문제시되어지고 있는 잡초는 바랭이(Digitaria

sanguinalis L.), 민들레(Taraxacum platycarpum H. DAHLST.),

새포아풀(Poa annua L.), 파대가리(Kyllinga brevifolia var.), 토

끼풀(Trifolium pratense L.), 매듭풀(Kummerowia striata

(Thunb.)Schindl), 쑥(Artemisia capillaris Thunb.), 망초

(Erigeron candensis L.), 쇠뜨기(Equsetum arvense L.) 등이 있

으며, (http://www.ktri.or.kr)이중 일년생 잡초인 바랭이의 생

육기간은 5~10월, 다년생 잡초인 민들레의 생육기간은 4~6

월까지이다. 특히 바랭이는 발아온도가 25~30oC로써 전 세

계적으로 밭, 과수원, 도로변, 공터, 잔디밭 등에서 발생이

되며 종자로 번식하는 잡초이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민들레 또한 발아 온도가 20~25oC로 전국

적으로 길가나 초지대 또는 토양환경이 좋지 않은 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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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라는 식물로 이른 봄부터 초여름까지 자라나는 식물

이다. 현재 이러한 잔디밭 문제 잡초를 방제하기 위해서

는 합성화학농약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합성화학

농약의 처리로 인해 환경매체나 녹지공원 및 골프장 주위

주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으며, 수질 오염,

토양 잔류, 인축 독성, 생태계 파괴, 제초제 저항성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합성화학농약이 필수적이나

환경오염 및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화학물질의 사

용을 저감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합성화학농약

사용규제, 친환경 생물농약 등 환경 친화적인 잔디관리를

권장 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현재 국내 잔디밭에서 사

용되어지고 있는 농약들은 저독성 또는 보통독성 농약을

사용하도록 규제되어 있고 농약 사용량이 농경지 사용량

의 1/3으로 단위 면적당 사용량은 전체 평균사용량 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으나, 잔디밭 면적이 증

가함에 따라 전체 농약 사용량은 증가 할 것으로 생각된

다. 인축과 환경에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유기합성농

약의 사용을 저감하고, 이들에 대한 대체 물질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Kim etal., 2006). 특히 한약재와

약용식물 등의 추출물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학, 식품분야

에서 항균물질로 널리 이용되어지고 있으며, 작물에 병을

유발하는 병원균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보고되어지고

있고(Kim and Lee, 2007; Chon et al., 2003; Lee et al.,

2001), 살초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용식물들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보고되어지고 있다(Kim et al., 2005; Kim et al.,

2005; Kim et al., 2008; Kim and Jang, 2009; Choi et al.,

2009; Lim et al., 2008). 이에 약용식물 추출물을 이용하

여 바랭이와 민들레에 대한 살초성분을 평가하고, 친환경

적인 잔디밭 잡초 방제를 위한 실용가능성을 평가하여 천

연물 유래 제초제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이 실

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의 조제

실험에 사용한 약용식물 23종(Table 1)은 2010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삼흥건재약업사에서 건조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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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name Scientific name  Used parts

고삼 Sophora flavescens Ait. root

소태나무 Picrasma quassioides (D. Don) Benn cortex

울금 Curcuma longa Linn tuberous root

삼지구엽초 Epimedium koreanum Nakai leaf, stem

오미자 Schizandra chinensis Baill. fruit

사철쑥 Artemisia capillaris Thunb. leaf

산사나무 Crataegus pinnatifida Bunge fruit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 & Zucc. leaf

대황 Rheum undulatum L. rhizome

감나무 Diospyros kaki Thunb. leaf

가죽나무 Ailanthus altissima Swingle root bark

모과나무 Chaenomeles sinensis Koehne 

감귤나무 Citrus unshiu Mac. peel

황련 Coptis chinensis root

호장근 Reynoutria elliptica (Koidz.) Migo root

향유 Elsholtzia ciliata (Thunb.) Hylander aboveground part

족두리풀 Asiasarum sieboldi F. Maekawa root

천궁 Cnidium officinale Makino rhizome

소목 Caesalpinia Sappan stem

황금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root

꼭두서니 Rubia akane Nakai fruit

소리쟁이 Rumex crispus L. root

강활 Ostericum praeteritum Kitagawa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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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약용식물로부터 살초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약용식물 100 g에 500 ml의 methanol

을 가하여 80oC에서 4시간 3회 추출하였으며, 이후 추출

액은 여과지(Whatsman No.2)로 거른 후 감압농축기를 이

용하여 완전히 농축한 후 4oC 냉장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

용하였다. 각각의 약용식물 추출물은 methanol에 녹인 후

적당한 농도로 희석하여 살초활성 검증 평가에 사용하였

다. 사용한 약용식물명과 추출부위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바랭이 종자

바랭이 종자는 2010년 한국잔디연구소에서 보관중인 바

랭이 종자를 분양 받아서 4oC 냉장 보관하면서 시험할 때

사용하였다.

민들레 종자

민들레 종자는 2009년 신안 골프장 묘포장에서 채집하

였으며 2주간 음건한 뒤 4oC 냉장 보관하면서 시험할 때

사용하였다.

바랭이 종자 제초활성 검증

Table 2. Control of germination used medicinal plant extracts in petridish experiment.

Korean name Scientific name

Herbicidal effect
14 DATz

D. sanguinalis T. platycarpum

G.Ax (%) C.Vy (%) G.A (%) C.V(%)

고삼 Sophora flavescens Ait.  9.0  65.4 defw 15.3  40.7 def

소태나무 Picrasma quassioides (D. Don) Benn  8.0  69.2 cde 15.3  40.7 def

울금 Curcuma longa Linn  0.0  100 a 0  100 a

삼지구엽초 Epimedium koreanum Nakai  6.0  76.9 bcd 17.3  32.5 efg

오미자 Schizandra chinensis Baill.  0.0  100 a 16.3 36.7 defg

사철쑥 Artemisia capillaris Thunb.  2.3  91.2 ab 18.3  28.6 efg

산사나무 Crataegus pinnatifida Bunge  16.0  38.5 h 24.3  5.2 hi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 & Zucc.  0.0  100 a 15.3  40.3 def

대황 Rheum undulatum L.  8.0  69.2 cde 17.3  32.5 efg

감나무 Diospyros kaki Thunb.  12.7  51.2 fg 18.3  28.6 efg

가죽나무 Ailanthus altissima Swingle  5.7  78.1 bcd 9.7  62.3 c

모과나무 Chaenomeles sinensis Koehne  13.0  50.0 fg 17.7  31.2 efg

감귤나무 Citrus unshiu Mac.  9.7  62.7 def 21.0  18.2 gh

황련 Coptis chinensis  0.0  100 a 11.7  54.6 cd

호장근 Reynoutria elliptica (Koidz.) Migo  10.0  61.5 def 16.7  35.1 efg

향유 Elsholtzia ciliata (Thunb.) Hylander  12.3  52.7 efg 10.3  59.7 c

족두리풀 Asiasarum sieboldi F. Maekawa  0.0  100 a 5.0  80.5 b

천궁 Cnidium officinale Makino  0.0  100 a 15.7  39.0 def

소목 Caesalpinia Sappan  0.3  98.9 a 13.7  46.8 cde

황금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3.3  87.3 ab 15.3  70.3 def

꼭두서니 Rubia akane Nakai  2.0  92.3 ab 15.7  39.0 def

소리쟁이 Rumex crispus L.  26.3  -1.2 h 18.3  28.6 efg

강활 Ostericum praeteritum Kitagawa  4.3  83.5 abc 20.3  20.1 fgh

대조약제 Napropamide  2.7  89.6 ab 3.7  85.7 ab

무처리 Control  26.0  h 25.7  i

z DAT : Day After Treatment. 
x G.A : germination.
y C.V : control value. 
w Mea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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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5.5 cm 페트리디쉬에 여과지(Whatman No.2)를 깔

고 소량의 methanol에 약용식물 추출물을 녹인 후 각 페

트리디쉬 안의 여과지에 100배액의 농도로 균일하게 가하

고 후드에서 methanol을 완전히 증발시킨 다음 여과지에

1 ml의 증류수를 첨가하였다. 그 후 0.5% sodium hypochlorite

용액으로 30min 살균한 후 멸균수로 세정한 바랭이종자를

각각의 페트리디쉬에 30립씩 3반복 파종하였다. 종자가 파

종된 페트리디쉬는 30oC 온도 및 광조건의 생장상에 14

일간 두어서 시험구당 발아된 종자들을 조사하였고, 포트

실험은 발아전 처리와 경엽 처리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발아전 처리에서는 1차 페트리디쉬 검정에서 효과가 나

타난 약용식물 추출물인 울금, 오미자, 인진쑥, 솔잎, 황련,

세신, 천궁, 소목, 천초를 이용하여 내경 10 cm, 깊이 10 cm

의 플라스틱 포트에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각 추출물은

methanol에 녹여 증류수에 희석한 다음 계면활성제(Tween

20)를 1% 첨가하여 500 ml/m2 기준으로 핸드스프레이로

처리하고 대조약제(Napropamide)와 무처리의 발아율을 비

교하여 평가하였고 반복은 3반복으로 실시하였다.

경엽 처리 실험은 내경 10 cm, 깊이 10 cm의 플라스틱

포트에서 실시하였으며, 각 추출물은 methanol에 녹인 약

용식물 추출물 23종 전체를 100배의 농도에 맞추어 증류

수에 희석한 다음 계면활성제(Tween 20)를 1% 첨가하여

500 ml/m2 기준으로 핸드스프레이로 처리하고, 대조약제

(Flazasulfuron)를 처리하여 약제처리 20일 뒤에 포트 지상

부 생육상태를 무처리와 비교하여 “-”(정상)~ “+++++”(완

전고사)로 조사하였고 반복은 3반복으로 실시하였다.

민들레 종자 제초활성 검증

직경 5.5 cm 페트리디쉬에 여과지(Whatman No.2)를 깔

고 소량의 methanol에 약용식물 추출물을 녹인 후 각 페

트리디쉬 안의 여과지에 100배액의 농도로 균일하게 가하

고 후드에서 methanol을 완전히 증발시킨 다음 filter paper

에 1 ml의 증류수를 첨가하였다. 그 후 0.5% sodium

hypochlorite 용액으로 30분 살균한 후 멸균수로 세정한 민

들레종자를 페트리디쉬당 30립씩 3반복 파종하였다. 종자

가 파종된 페트리디쉬는 25oC 온도 및 광조건의 생장상에

두었으며, 14일 후 시험구당 발아된 종자들을 조사하였고,

포트 실험은 발아전 처리와 경엽 처리로 나누어 실험하였

다. 민들레의 경우 암발아 종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로 광조건에서 더 균일하게 발아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Ahn and Choi, 2000).

발아전 처리에서는 1차 페트리디쉬 검정에서 효과가 나

타난 약용식물 추출물인 울금, 저근백피, 황련, 향유, 세신

을 이용하여 내경 10 cm, 깊이 10 cm의 플라스틱 포트에

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각 추출물은 methanol에 녹여 증

류수에 희석한 다음 계면활성제(Tween 20)를 1% 첨가하

여 500ml/m2 기준으로 핸드스프레이로 처리하고 대조약제

(Napropamide)와 무처리의 발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였고,

반복은 3반복으로 하였다. 

경엽 처리 실험은 내경 10 cm, 깊이 10 cm의 플라스틱

포트에서 실시하였으며, 각 추출물은 methanol에 녹인 약

용식물 추출물 23종 전체를 100배의 농도에 맞추어 증류

수에 희석한 다음 계면활성제(Tween 20)를 1% 첨가하여

500 ml/m2 기준으로 핸드스프레이로 처리하고, 대조약제

(Flazasulfuron)를 처리하여 약제 처리 20일 뒤에 포트 지상

부 생육상태를 무처리와 비교하여 “-”(정상)~ “+++++”(완

전고사)로 조사 하였고, 반복은 3반복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바랭이와 민들레에 대한 살초활성 탐색

본 실험은 잔디밭 문제 잡초인 바랭이와 민들레에 약용

식물 추출물 23종을 대조약제 및 무처리와 비교하여 살초

활성을 검증하였다. 페트리디쉬 실험에서는 약제 처리 후

생장상에서 바랭이는 30oC, 민들레는 25oC의 온도에 24시

간 광조건 하에 생장시켰고, 약제 처리 후 14일 뒤에 발

아율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바랭이에서는 울금, 오미

자, 인진쑥, 솔잎, 황련, 세신, 천궁, 소목, 천초에서 높은

발아 억제가 나타났으며, 민들레에서는 울금, 저근백피, 황

련, 향유, 세신 등에서 높은 발아 억제가 나타났다(Table 2).

Table 3. Pre-emergence application used medicinal plant
extracts in D. sanguinalis pot experiment.

Korean 
name

Scientific name

Herbicidal effect
14 DATz

G.Ax(%) C.Vy (%)

울금 Curcuma longa Linn 10.0  61.0 bw

오미자 Schizandra chinensis Baill. 15.3  40.3 cd

사철쑥 Artemisia capillaris Thunb. 21.7  15.6 ef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 & Zucc. 14.0  45.5 bc

황련 Coptis chinensis 15.7  39.0 cd

족두리풀 Asiasarum sieboldi F. Maekawa 20.3  20.8 de

천궁 Cnidium officinale Makino 17.3  62.5 cde

소목 Caesalpinia Sappan 16.3  36.7 cd

꼭두서니 Rubia akane Nakai 13.0  49.4 bc

대조약제 Napropamide 0.7  97.4 a

무처리 Control 26.7  f

z DAT : Day After Treatment. 
x G.A : germination.
y C.V : control value.
w Mea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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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초활성이 나타난 약용식물 추출물을 이용하여 포트에 발

아전 실험을 실시하였다. 포트를 이용한 발아전 실험에서

는 바랭이에 살초활성을 나타낸 약용식물 추출물들을 이용

하여 약제 처리 후 14일 뒤에 발아율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울금과 천궁에서 무처리와 비교한 방제가가 각각

61.0% 및 62.5%로 나타났다(Table 3 and Fig. 1). 민들레

포트 실험도 살초활성을 나타낸 약용식물 추출물을 이용

하였으며, 약제 처리 후 14일 뒤에 발아율을 조사하였다.

가죽나무 추출물에서 무처리와 비교한 방제가가 77.8%로

나타났다(Table 4 and Fig. 2).

경엽 처리 살초활성 실험은 23종의 약용식물을 이용하

여 약제 처리 후 20일경에 각 식물별 생육 상태를 달관

조사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바랭이 파종 포트에서는

가죽나무에서 강한 생육억제 효과(++++)가 나타났고, 울

금, 삼지구엽초, 산사나무, 황금에서 약한 생육억제효과(++)

가 나타났다(Table 5 and Fig. 3). 민들레 파종 포트에서도

가죽나무에서 강한 생육억제 효과가 나타났고, 울금, 삼지

구엽초, 황금에서 약한 생육억제 효과가 나타났다(Table 5

and Fig. 4). 

약용식물 추출물 경엽처리 시험에서는 약효의 반응이 바

랭이와 민들레의 파종구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

는 살초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약용식물에 함유된 살초성

분이 두 식물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3종의 약용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바랭이 발아전 처리에서는 울금과 천궁에서, 민들레 발아

전 처리에서는 가죽나무에서 발아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경엽 처리에서는 가죽나무에서 두 실험 초종에 강한 생육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본 실험을 바탕으로 가죽나무, 울금 등의 약용식물에 함

유된 살초활성 성분을 분리, 정제하여 활성을 평가하고자

하며, 이후 포장 실험을 실시하여 잔디재배지에 있어 친

Fig. 1. D. sanguinalis pre-emergence application 14day after treatment. A: R. akane, B: C. officinale, C: A. sieboldi, D: C.
chinensis, E: C. Sappan, F: P. densiflora, G: A. capillaris, H: S. chinensis, I: C. longa, J: Flazasulfuron, K: Control.

Table 4. Pre-emergence application used medicinal plant
extracts in T. platycarpum pot experiment.

Korean 
name

Scientific name

Herbicidal effect
14 DATz

G.Ax(%) C.Vy (%)

울금 Curcuma longa Linn 14.0 41.7 bcw

가죽나무 Ailanthus altissima Swingle 5.3 77.8 a

황련 Coptis chinensis 18.3 23.6 d

향유
Elsholtzia ciliata (Thunb.) 
Hylander

12.3 48.6 b

족두리풀
Asiasarum sieboldi F. 
Maekawa

16.3 31.9 cb

대조약제 Napropamide 5.0 79.2 a

무처리 Control 24.0  e

z DAT : Day After Treatment. 
x G.A : germination.
y C.V : control value. 
w Mea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Fig. 2. T. platycarpum pre-emergence application 14day after
treatment. A: C. longa, B: A. altissima, C: C. chinensis, D: E.
ciliata, E: A. sieboldi, F: Flazasulfuron, 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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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Visual inspection of spraying to foliage used medicinal plant extracts.

Korean name Scientific name

Herbicidal effectz

20 DATx 

D. sanguinalis T. platycarpum

고삼 Sophora flavescens Ait. + +

소태나무 Picrasma quassioides (D. Don) Benn + +

울금 Curcuma longa Linn ++ ++

삼지구엽초 Epimedium koreanum Nakai ++ ++

오미자 Schizandra chinensis Baill. + +

사철쑥 Artemisia capillaris Thunb. + +

산사나무 Crataegus pinnatifida Bunge ++ +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 & Zucc. + -

대황 Rheum undulatum L. + +

감나무 Diospyros kaki Thunb. + +

가죽나무 Ailanthus altissima Swingle ++++ ++++

모과나무 Chaenomeles sinensis Koehne - +

감귤나무 Citrus unshiu Mac. + +

황련 Coptis chinensis + +

호장근 Reynoutria elliptica (Koidz.) Migo + +

향유 Elsholtzia ciliata (Thunb.) Hylander + +

족두리풀 Asiasarum sieboldi F. Maekawa + +

천궁 Cnidium officinale Makino + +

소목 Caesalpinia Sappan + +

황금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 ++

꼭두서니 Rubia akane Nakai + +

소리쟁이 Rumex crispus L. - -

강활 Ostericum praeteritum Kitagawa - -

대조약제 Flazasulfuron +++++ +++++

무처리 Control - -

z Herbicidal efficacy as visual injury based on the scale(-=no injury, +++++=complete death)
x DAT : Day After Treatment. 

Fig. 3. D. sanguinalis spraying to foliage 20day after treatment . A: A. capillaris, B: S. chinensis, C: E. koreanum, D: C. longa, E:
P. quassioides, F: S. flavescens, G: Flazasulfuron, H: Control, I: C. sinensis, J: A. altissima, K: D. kaki, L: R. undulatum, M: P.
densiflora, N: C. pinnatifida, O: C. officinale, P: A. sieboldi, Q: C. chinensis, R: R. elliptica, S: C. chinensis, T: C. unshiu,, U: O.
praeteritum, V: R. crispus, W: R. akane, X: S. baicalensis, Y: C. Sap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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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에 대한 실용성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잔디밭 문제 잡초인 바랭이(Digitaria

sanguinalis L.)와 민들레(Taraxacum platycarpum H.

DAHLST.)에 대한 약용식물 추출물 23종의 살초활성을 조

사하였다. 페트리디쉬 검정에서 효과가 나타난 약용식물

추출물을 선발하여 포트에서 발아전 처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바랭이에서는 울금(61%)과 천궁(62.5%) 추출물에서

발아억제 효과가 나타났으며, 민들레에서는 가죽나무(77.8%)

추출물에서 발아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경엽처리에서는 두

초종 모두 가죽나무 추출물에서 살초효과가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주요어: 살초 활성, 약용식물, 친환경, 잔디밭 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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