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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to survey the competitive dominantand antifungaleffectof

Solanum viarum Dunal, In this study species diversity change for

belt-transectmethod inpatchofS.viarum andallelopathiceffectsofthe

aqueousextractsonS.viarum wereinvestigated.

NumberofspeciesandspeciesdiversityforclosetopatchofS.viarum

was decreased gradually 1site(7.7±2.0,1.5±0.2),2site(5.3±1.2,1.2±0.2)and

3site(4.0±1.7,0.9±0.1).Itwas generally decreased the relativegermination

ratio,the mean germination time,the relative elongation ratio,the fresh

weightandthedryweightofreceptorplantsbyconcentrationoftheaqueous

extractsfrom S.viarum.Buttheyweredifferentfrom thegrowingregions,

the kind ofreceptorplants and the treatmentofthe aqueous extracts.

Especially,itwasdifferentlyeffectedamonggrowingregionsthatinhibited

moreradiclethanshootbytheaqueousextractsconcentrationofS.viarum.

Generally,antifungalactivitywasappearedbyincreasedtheconcentrationof

theaqueousextractsfrom S.viarum butitdifferedfrom speciesofmicrobes

andtreatmentofaqueousextracts.Thetotalphenoliccompoundsonregionof

S. viarum was gradually increased in stems(fresh 0.56±0.02mg/g, dry

1.58±0.08mg/g),roots(fresh1.77±0.07mg/g,dry2.64±0.06mg/g),leaves(fresh

6.01±0.14mg/g, dry 7.04±0.29 mg/g), seeds(fresh 6.21±0.17 mg/g, dry

9.08±0.73mg/g).Totalphenolic compounds of soilin survey area was

increased gradually 1site(0.16± 0.01mg/g), 2site(0.17±0.01 mg/g) and

3site(0.22±0.02mg/g).

Thenegativecorrelationongerminationandongrowthofreceptorplants

wereshownbytotalphenoliccompoundsonregionofS.viarum.Andthe

numberofspecies and species diversity(r=-0.692,P＜0.05)wer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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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edwithincreasedtotalphenoliccompoundsofsoilinthesurveyarea.

Therefore,itsuggestedthatS.viarum mayholdadominantpositionby

phenoliccompoundsandhaveallelopathiceffectsinecosystem ofJeju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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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언

식물의 2차 사산물이 식물 상호간의 생장과정에 향을 미치는데 그 뚜렷

한 효과는 allelopathy 상이다(Muller,1974;Rice,1974;Whittaker,1970).

Allelopathy란 미생물을 포함한 모든 식물사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 인 상호작

용이고,이 말은 사실상 해로운 면과 이로운 면을 모두 가리켜 사용한 용어이다

(Molisch,1937).

재 국내에 서식하는 식물은 4,620분류군(강 등,2003)이 있으며,귀화식물은

287분류군(고 등,2003)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 제주도에는 37과

205분류군(양,2007)이 분포하고 있으며,고 등(1999)은 제주도의 농경지에 발생

하는 귀화식물이 25과 81분류군으로서 농경지에 발생하는 체 잡 의 33%에

해당한다고 보고하 다.

귀화식물의 분포지역에는 일반 으로 자생식물의 빈도수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귀화식물의 allelochemicals가 자생식물의 종자 발아와 생장을 해하기 때

문이다(Duke,1986).귀화식물 특히 개망 (Erigeronannuus),망 (Erigeron

canadensis),비름(Amaranthus mangostanus),돼지풀(Ambrosia artemisiifolia

var.elatior),토끼풀(Trifolium repens) 등은 주변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allelopathy 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u

andWaller,1987;김,1993;Rice,1984).그러나 국내 귀화식물의 연구 동향은

귀화식물의 분포 미기록 종 동정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 귀화식물의 종 특성

경쟁의 원인 규명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생태학 측면인 왕도깨비가지의 allelopathy효과를 조

사함으로써 제주 지에서의 경쟁 우세 원인 규명과 천연제 제 천연살균

제 등에 한 자원화 방안의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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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 구 사

Allelopathy작용은 야외 조사 결과로부터 비롯되었는데(Weidenhamer and

Romeo,1989)이제는 일반 인 상으로 인식되어 일종의 식물과 식물,식물과

미생물 등의 화학 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특히,최근에는 allelopathy라는 용어

를 생물학 system의 성장과 발 에 향을 주는 2차 사산물 는 생물학

물질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연구 상을 확 하여 식물학은 물

론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포함시키고 있다.한편,이들 연구의 방법론 특징은

공여체식물의 수용성 추출액(길,1993;김 등,1995;윤,1999;이 등,1990;Rice,

1984)과 휘발성 물질(김과 김,2001;KilandYun,1992;윤,1999),그리고 식물

의 잔유물(Kuoetal.,1981)이 수용체식물의 종자발아와 생장에 장해를 일으키거

나 억제하는 생물학 검정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그 수용성 추출액에 의한

최근 표 인 국내연구는 식물의 생리작용에 한연구(김 등,1995;배와 김,

2003)와 토양미생물의 항균 효과와 농작물이 잡 의 생육억제에 한 연구(이

등,1997;김 등 2000),잡 가 농작물의 종자발아 생장에 미치는 연구(이,

1999),농작물의 품종별 생육에 미치는 향을 비롯하여 산업 측면의 연구(양,

1998)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표 인 것으로는 개똥쑥(Artemisiaannua

L.)의 유래로 sesquiterpenoidlactone인 artemisinin은 식물생장 해제로서 뿐만

아니라 상업 제 제 cinmethylin으로 알려져 있다(ChenandLeather,1990).

Allelochemicals의 특성은 식물이 내는 2차 사산물로서 침출(浸出),확산(擴

散),부패(腐敗),세탈(洗脫) 는 분해(分解)를 통하여 환경에 방출되며,이 물질

은 수용성(水溶性) 는 휘발성(揮發性)이므로(PickettandBaskin,1973)식물체

에 맺힌 이슬에 녹아서 흙에 들어가거나(Mulleretal.,1964),식물 고사체로부터

휘발하거나(Datta and Sinha-Roy,1974),잎에서의 세탈,뿌리에서의 침출

(Rietveld, 1975), 낙엽의 부식질로부터 휘발된다(Tukey, 1969). 이러한

allelochemicals는 phenolic compound가 주요한 물질인데(Blum and Dalton,

1985),tannin류(RiceandPancholy,1973),aceticacid(Lynchetal.,1980),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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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성 aminoacid(Bell,1980)등도 포함되며,식물체에서 화학 으로 분리 확인

해낸 것으로 종자 발아와 유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로는 ferulicacid등

phenolic compound가 많고(Shettel and Balke, 1983), flavonoid(Rice and

Pancholy,1974)그리고 terpene류(ChouandPatrick,1976)등이 알려져 있다.

귀화식물의 일반 특성으로는 첫째,생식 성숙과 개화가 빠르며 둘째,종자

의 생산성이 높고,산포범 가 넓으며,발아 조건의 폭이 넓다.셋째,새로운 생

육지에 한 응력이 높다(Newsomeand Noble,1986;Aberetal.,1991;

RejmaneandRichardson,1996).이러한 특성에 따라 귀화식물은 그들의 역을

국 으로 확산시켜 자연 생태계 종 다양성에 큰 험이 되고 있다(Kim

andLee,1996;길 등,1998).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격리된 지역 특성과 특유한 생물상을 가지고 있어 외래

식물이 제주지역으로의 유입은 다른 지역보다 커다란 생태계의 교란을 야기 시

킬 것으로 상된다(Sherly,2000;Tokarska-Guzik,2001).김(2006)은 제주도에

서 확산 지속성이 높고 생태 이나 환경 으로 악 향을 가능성이 높은

유해수종으로 도깨비가지(Solanum carolinense),가시비름(Amaranthus-spinosus

L.),서양 혼 (HypchoeyisradicataL.)등으로 분석하 다.

도깨비가지와 유사한 왕도깨비가지(Solanum viarum Dunal)는 남아메리카,아

르헨티나가 원산지로 2000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하목장 일

지에서 처음 발견되어 S.ciliatum Lam.으로 발표 되었으나 양 등(2007)에 의해

S.viarum Dunal로 학명이 변경되었으며, 재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발견되

었다.

왕도깨비가지는 tropicalsodaapple(TSA)로 불리며,1988년 미국 로리다 목

생산에 연간 ＄1,100만의 막 한 경제 손실을 주었고(MullaheyandCornell,

1994),왕도깨비가지에 한 regionaltropicalsodaappletaskforce라는 로젝

트 을 구성 할 정도로 미국남동부지역에서 속도로 확산되어 자연생태계에

한 피해와 경제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왕도깨비가지의 지역 이입은 생태

학 손실과 경제 손실 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Mullahey etal.,1993;

LangelandandBurks,1998).

왕도깨비가지는 도깨비가지(S.carolinenses)와 비슷하나 열매의 색,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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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seedcoat)에 차이를 보인다(양 등,2007).왕도깨비가지는 지하부가 숙근형

(宿根形)으로 무성번식을 하고(MullaheyandCornell,1994;Akandaetal.,1996)

년간 개체 당 약 45,000립 종자를 생산하며 약 70%정도 종자번식을 한다

(MullaheyandColvin,1993;Mullaheyetal.,1997).

제주도에서 왕도깨비가지는 조사료의 품질 하,강한 가시로 인한 근 곤란

등을 야기 시키고 뿌리, 기,가지에 의한 무성번식으로 인해 방제가 어려운 강

해잡 (오 등,2007)로 보고 있으나 재는 유입 기단계로 한정된 지에서만

군반을 형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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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재료 방법

1.왕도깨비가지 군반 내 하부식생조사

1)조사지역 시기

왕도깨비가지(S.viarum)군락내 하부식생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2006년 6

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하목장 일 에 분포

하는 왕도깨비가지 군반을 상으로 지조사를 실시하 다.

2)조사방법 처리

왕도깨비가지 군반을 선정하여 연 식생법(belt-transect)으로 왕도깨비가지가

분포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100%피도가 보이는 내부까지 방형구(1×1m)내에 분포

하는 각각의 식물 종수와 개체수를 조사하 으며 이때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Shannom-Wiener(1963)의 H'=-Σ(ni/N)ln(ni/N)공식을 이용하여 종 다양성 지수

를 산출하 다.여기서 ni는 각 종의 개체수,N는 찰된 총 개체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왕도깨비가지의 분포에 따른 토양내의 총 페놀함량 변화와 하부식생의

변화와의 계 등을 알아보기 해 SPSSPC
＋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2.왕도깨비가지 수용성 추출액에서의 발아 생장실험

1)공여체 수용체 식물

왕도깨비가지를 동하목장일 에서 채취하여 공여체식물로 정하고,수용체식물

은 왕도깨비가지 군반 근처에 분포하는 가시비름(Amaranthusspinosus),들묵새

(Festucamyuros),쥐보리(Lolium multiflorum),토끼풀(Trifolium repens),큰김

의털(Festucaarundinacea)과 재배종인 배추(Brassicacampestrissubsp.napus

var.pekinensis)로 정하 다.이들의 종자는 실험하기 년에 채집하거나 종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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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입하여 실내 암소에 보 하여 사용하 다.

2)수용성 추출액 비

수용성 추출액은 왕도깨비가지 부 (잎, 기,뿌리,열매)와 종자에 해 수

용성 추출액을 제조하 다.이때 시료의 처리에 따라 생 (生草)에 한 수용성

추출액을 생 (生全草)수용성 추출액,건 (乾草)에 한 수용성 추출액을 건

(乾全草)수용성 추출액이라고 하 고 종자에 한 수용성 추출액을 종자 수

용성 추출액이라고 하 다.수용성 추출액 제조는 각각의 시료 100g을 1,000㎖의

증류수에 넣고 24시간 동안 방치한 후,표 망체(500㎛)로 부유물을 제거한 다음

다시 여과지(AdvantecNo.2)를 사용하여 여과시켰다.이때 추출액을 100%로 하

여 1차 증류수로 75,50,25%로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 고, 조구는 24시간

에 받아둔 증류수를 사용하 다.

3)수용성 추출액에서의 발아실험

왕도깨비가지의 수용성 추출액 농도에 한 수용체식물의 발아 실험은 3회 반

복 실시하 고,petridish(∅ 9㎝)에 각 농도별 왕도깨비가지의 추출액을 가한

0.8% 한천배지를 깔고,그 에 수용체식물의 종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20립씩

종한 후 유식물의 생장에 따라 이를 수확하여 평균발아일수(Meangermination

time, MGT)(작물재배생리의 이론과 실험, 1997), 상 발아율(Relative

germination ratio,RGR),지상부와 지하부의 상 신장율(Relative elongation

ratio,RER)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 다.

MGT =
∑(치상후 조사일수 ×조사당일 발아수)

총 발아수

RGR =
실험구의 발아수

× 100
조구의 발아수

RER =
실험구의 평균신장(㎜)

× 100
조구의 평균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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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한 식물은 생체량을 측정한 후 70℃에서 건조 후 건 량을 측정하 고,

학 미경하에서 왕도깨비가지의 추출액 농도에 따른 수용체식물의 뿌리털의

발달을 찰하 다(길,1987).

4)수용성 추출액에서의 생장실험

라스틱화분(∅ 12㎝,volume500㎖)에 배양토(peatmoss25%,cocopeat

40%,perlite15%,vermiculite10%,zeolite10%)를 약 450㎖ 넣고 6종의 수용체

식물을 산 하여 싹이 나오면 여러번 솎아내어 5주의 식물체만 남겨두어 유식물

로 생장시킨 후 농도별 건 수용성 추출액을 24시간 마다 약 50㎖을 주하

여 30일 후 수확하 다.실험은 4회 반복 실험을 하 으며 이때 지상부(shoot)와

지하부(root)의 길이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조구에 한 지상부와 지하부의 상

신장율(RER)로 산출하 다(길,1987).

3.왕도깨비가지 수용성 추출액에서의 항균실험 총 페놀함량 분석

1)수용성 추출액의 식물병원균 생장억제 실험

식물병원균인 Alternaria brassicae,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Glomerellacingulata,Phytophthorainfestans,Phytophthoracapsici,Pythium

graminicola는 한국농업미생물자원센터(KACC)와 제주 학교 작물보호학 실험실

에서 분양 받아 실험에 사용하 다.

각 균주에 사용된 배지는 potatodextroseagar(PDA)를 사용하 으며,배양온

도는 Table1과 같다.

배지조성은 증류수 900㎖에 PDA 39g과 한천 5g을 혼합․조성하여 이를 조

구로 사용하 고 실험구는 증류수 신 각각의 수용성 추출액을 농도별로 넣고

고압멸균하여 petridish(∅ 9㎝)당 약 25㎖정도의 배지를 분주하여 사용하여 3회

반복하 다.각 균주를 1주에서 2주 동안 배양하여 동일한 사이즈를 얻기 해

corkborer(∅ 8㎜)를 이용하 으며,배지가 굳은 후 배양된 균주를 배지의 가운

데에 합 한 후 colony diameter로 균류의 생장결과를 측정하 다(Costilow,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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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TemperatureforcultivationoftheplantpathogensinPDA

media.

Teststrains Temperature(℃) KACCNO.

Alternariabrassicae 25 KACC40036

Colletotrichumgloeosporioides 25 KACC40690

Glomerellacingulata 25 KACC40299

Phytophthorainfestans 15 KACC40158

Phytophthoracapsici 25 KACC40158

Pythium graminicola 25

PDA :potatodextroseagar

2)토양 수용성 추출액에서의 총 페놀함량 분석

공여체식물의 수용성 추출액과 공여체식물이 생육하고 있는 군반 내․외의 토

양 총 페놀함량을 측정하기 하여 공여체식물이 분포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100%피도가 보이는 내부까지 방형구(1×1m)내의 토양 유기물 층을 제거한 후 10

㎝ 깊이까지의 토양을 3장소에서 반복 채취하여 건조 후 표 망체(500㎛)로 이물

질을 제거한 다음 시료 100g을 1,000㎖의 증류수에 넣어 고압멸균하여 수용성추

출액을 만들어 다시 여과지(AdvantecNo.2)를 사용하여 여과하 다.

토양 수용성 추출액의 총 페놀함량은 Prussianblue법(Graham,1992)으로

3회 반복 측정하 고,토양과 왕도깨비가지 수용성 추출액 100㎕에 증류수 3㎖,

0.01M FeCl3/0.1N HCL1㎖,0.016M K3Fe(CN)61㎖을 혼합하여 진탕한 후 실온

에서 15분간 방치 후 stabilizer(H2O:1% gum arabic:85% phosphoricacid=

3:1:1,v/v/v)5㎖를 첨가한 후 700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총 페놀함량은

gallicacid를 이용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하고 gallicacid에 한 당량으로 환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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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 과

1.왕도깨비가지 군반 내 하부식생 조사

왕도깨비가지 분포에 따른 하부식생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연 식생법

(belt-transect)을 이용하여 분기별 왕도깨비가지 하부에 출 하는 종수와 종 다

양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1번 조사구에서는 괭이밥(Oxaliscorniculata),흰털새

(Holcuslanatus),유럽 나도나물(Cerastium glomeratum)등 7.7±2.0종,2번 조

사구에서는 큰김의털(Festucaarundinacea),쥐보리(Lolium multiflorum),쥐꼬리

망 (Justiciaprocumbens)등 5.3±1.2종,3번 조사구에서는 거지덩굴(Cayratia

japonica),가시비름(Amaranthus spinosus), 뽀리뱅이(Youngia japonica) 등

4.0±1.7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종 다양성 지수는 1번 조사구 1.5±0.2,

2번 조사구 1.2±0.2,3번 조사구 0.9±0.1로 산출되었다.출 종수와 종 다양성 지

수가 3번 조사구< 2번 조사구< 1번 조사구순으로 증가하여 왕도깨비가지가 군

반을 형성함에 따라 하부식생의 출 종수 종 다양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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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Variousnumberofspeciesandspeciesdiversityindex.1site,

outside area;2 site,borderarea;3 site,inside area.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 level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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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왕도깨비가지 수용성 추출액에서의 발아 생장

1)수용성 추출액에서의 발아

왕도깨비가지의 수용성 추출액 농도에 따른 수용체식물의 발아에 해 조사한

결과, 부분 수용체식물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구에 비해 발아율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수용성 추출액의 시료처리와 부 ,수용체식물의 종류에 따

라 각각의 상 발아율과 발아소요일수에서 차이를 보 다.

시료의 상태에 따른 동일 농도별 수용체식물의 발아는 생 (生全草)수용성

추출액,건 (乾全草)수용성 추출액,종자 수용성 추출액 순으로 발아율이 감

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 수용성 추출액에 한 큰김의털(F.

arundinacea)의 상 발아율( 조구 100%)은 25% 처리구에서 79.6%,50% 처리구

에서 79.6%,75% 처리구에서 85.2%,100% 처리구에서 88.9%로 발아가 억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건 수용성 추출액에 한 25% 처리구에서 88.4%,50%

처리구에서 55.8%로 발아가 억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75%이상 처리구에서

는 발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리고 종자 수용성 추출액에 한 모든 처리구에

서는 발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반면,배추(B.campestrissubsp.napusvar.

pekinensis)인 경우 생 수용성 추출액에 한 상 발아율을 보면 25% 처리

구에서 51.0%,50% 처리구에서 28.6%,75% 처리구에서 12.2%로 발아가 억제되

는 것으로 조사되었고,100% 처리구에서는 발아가 되지 않았으며,건

와 종자 수용성 추출액에 해서는 모든 처리구에 해서 발아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Fig.2).

생 의 수용성 추출액에 한 가시비름(A.spinosus)의 조구 평균발아일

수는 1일(31시간),25% 처리구는 2일(54시간)이며,들묵새(F.myuros)는 조구

7일(156시간),25% 처리구는 7일(177시간),쥐보리(L.multiflorum)는 조구 3일

(80시간),25%처리구 4일(106시간),토끼풀(T.repens)은 조구 2일(38시간),

25% 처리구 3일(63시간),큰김의털은 조구 5일(130시간),25% 처리구 7일(155

시간),배추는 조구 3일(68시간),25% 처리구 3일(70시간)로 평균발아일수가 증

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건 수용성 추출액의 가시비름의 조구 평균발아

일수는 1일(34시간),25% 처리구는 5일(119시간),들묵새 조구 6일(14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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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처리구 9일(225시간),쥐보리 조구 4일(103시간),25% 처리구 8일(189시

간),토끼풀 조구 2일(44시간),25% 처리구 3일(68시간),큰김의털 조구 7일

(166시간),25% 처리구 9일(205시간)로 평균발아일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되

었고,배추와 종자 수용성 추출액의 25% 처리구 이상에서는 발아를 하지 않았다

(Tab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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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Relativegerminationratioofreceptorplantsgrowninpetri

disheswith variousconcentrationsofS.viarum extracts.

,Fresh aqueous extract; ,Dry aqueous extract; ,

Seedaqueousextract.Thedifferentlettersaresignificantly

differentat5% levelDMRT.

Abbreviations : A, Amaranthus spinosus; B, Festuca myuros; C, Lolium

multiflorum;D,Trifolium repens;E,Festuca arundinacea;F,

Brassicacampestrissubsp.napusvar.peki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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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Mean germination time(day(hour))ofreceptorplants in

petridishes with differentconcentrations ofS.viarum

extracts.

Concentration(%)

Species Control 25% 50% 75% 100%

Fresh

aqueous

extract

A 1(31)
d

2(54)
c

2(57)
c

3(78)
b

4(103)
a

B 7(156)
d

7(177)
c

7(182)
c

9(218)
b
10(240)

a

C 3(80)
b

4(106)
a

0(0)
c

0(0)
c

0(0)
c

D 2(38)
b

3(63)
a

2(58)
a

2(59)
a

3(70)
a

E 5(130)
d

7(155)
c

7(172)
bc

8(191)
ab

9(204)
a

F 3(68)a 3(70)a 4(85)a 3(76)a 0(0)b

Dry

aqueous

extract

A 1(34)
b

5(119)
a

0(0)
c

0(0)
c

0(0)
c

B 6(143)
b

9(225)
a

0(0)
c

0(0)
c

0(0)
c

C 4(103)
b

8(189)
a

9(205)
a

0(0)
c

0(0)
c

D 2(44)
b

3(68)
a

0(0)
c

0(0)
c

0(0)
c

E 7(166)
c

9(205)
b
11(264)

a
0(0)

d
0(0)

d

F 3(67)a 0(0)b 0(0)b 0(0)b 0(0)b

Seed

aqueous

extract

A 2(36)
a

0(0)
b

0(0)
b

0(0)
b

0(0)
b

B 6(137)
a

0(0)
b

0(0)
b

0(0)
b

0(0)
b

C 98(4)
a

0(0)
b

0(0)
b

0(0)
b

0(0)
b

D 34(1)
a

0(0)
b

0(0)
b

0(0)
b

0(0)
b

E 6(150)
a

0(0)
b

0(0)
b

0(0)
b

0(0)
b

F 5(112)a 0(0)b 0(0)b 0(0)b 0(0)b

Thedifferentlettersaresignificantlydifferentat5% levelDMRT.

Abbreviations : A, Amaranthus spinosus; B, Festuca myuros; C, Lolium

multiflorum;D,Trifolium repens;E,Festucaarundinacea;F,

Brassicacampestrissubsp.napusvar.peki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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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용성 추출액에서의 유식물 생장

왕도깨비가지의 수용성 추출액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각각의 수용체 유식물의

생장은 조구에 비해 지상부와 지하부,생체량과 건 량이 억제되는 경향을 보

이고 수용성 추출액 시료의 처리상태에 따라 수용체식물의 종류와 부 별에 따

라 억제 정도가 차이를 보 다.

생 의 수용성 추출액에 한 지상부의 생장은 부분 수용체식물이 25%,

50% 처리구에서 증가되는 경향을 보 고,특히 토끼풀(T.repens)인 경우 조

구에 비해 체의 처리구에서 생장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하여 건

와 종자의 수용성추출액에서는 부분 수용체식물이 각 처리구에 해 지상

부 생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3).

수용체 식물의 지하부인 경우 지상부보다 왕도깨비가지 수용성 추출액에 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지상부보다 지하부의 생장이 한 감소를 보 다.생

의 수용성 추출액에 한 지하부의 상 신장율( 조구 100%)은 큰김의털(F.

arundinacea)인 경우 25% 처리구에서 22.2%,쥐보리(L.multiflorum)17.5%,들

묵새(F.myuros)10.1%,가시비름(A.spinosus)25.1%,토끼풀 33.0%,배추(B.

campestrissubsp.napusvar.pekinensis)32.3%이며,100% 처리구에서는 큰김

의털 13.4%,들묵새 3.2%,가시비름 5.9%,토끼풀 13.1%로 조사되었다(Fig.4).

생 추출액의 한천배지에서 생장한 유식물인 배추의 생체량은 조구

466.7mg,25% 처리구에서 312.0mg,50% 처리구에서 157.3mg,75% 처리구에서

429.2mg,100% 처리구에서는 발아를 하지 않아 측정하지 못하 으며,75% 처리

구까지 순차 으로 감소하여 농도가 높아질수록 생체량의 감소를 보 다.반면

가시비름은 조구 36.7mg,25% 처리구에서 48.0mg,50% 처리구에서 38.3mg으

로 생체량이 증가하다가 75% 처리구에서 32.0mg,100% 처리구에서 7.7mg로 감

소하여 역치농도의 곡선을 나타냈으며,건 량은 생체량과 유사한 경향을 보 다

(Tab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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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EffectofS.viarumsextractsonshootgrowthofreceptor

plantsgrowninvariousconcentrations. ,Freshaqueous

extract; ,Dryaqueousextract; ,Seedaqueousextract.

Thedifferentlettersaresignificantlydifferentat5% level

DMRT.

Abbreviations : A, Amaranthus spinosus; B, Festuca myuros; C, Lolium

multiflorum;D,Trifolium repens;E,Festuca arundinacea;F,

Brassicacampestrissubsp.napusvar.peki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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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EffectofS.viarum extractsonradiclegrowthofreceptor

plantsgrown in variousconcentrations. ,Freshaqueous

extract; ,Dryaqueousextract; ,Seedaqueousextract.

Thedifferentlettersaresignificantlydifferentat5% level

DMRT.

Abbreviations : A, Amaranthus spinosus; B, Festuca myuros; C, Lolium

multiflorum;D,Trifolium repens;E,Festuca arundinacea;F,

Brassicacampestrissubsp.napusvar.peki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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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Weight(mg) of receptor plants in petridishes with

differentconcentrationsofS.viarum extracts.

Concentration(%)

Species Control 25% 50% 75% 100%

Fresh

aqueous

extract

A
F.
*

36.7
b

48.0
a

38.3
ab

32.0
b

7.7
c

D. 2.5ab 2.8a 2.6a 1.9ab 1.1b

B
F. 70.7

a
51.7

ab
38.3

b
43.3

b
46.0

b

D. 7.4
a

4.6
b

3.5
b

4.2
b

4.9
b

C
F. 281.7

a
117.5

b
0
c

0
c

0
c

D. 39.2
a

15.2
b

0
c

0
c

0
c

D
F. 101.0

a
83.7

ab
71.3

ab
75.0

ab
56.7

b

D. 4.9
a

4.6
a

3.5
a

5.3
a

4.4
a

E
F. 359.7

a
270.3

a
281.7

a
326.0

a
311.3

a

D. 35.6a 28.4a 29.4a 34.3a 34.7a

F
F. 466.7

a
312.0

b
157.3

c
37.5

cd
0
d

D. 29.0
a

16.6
b

11.5
b

3.4
c

0
c

Dry

aqueous

extract

A
F. 44.3

a
15.7

b
0
c

0
c

0
c

D. 4.3
a

2.7
a

0
b

0
b

0
b

B
F. 66.0

a
28.7

b
0
c

0
c

0
c

D. 10.2
a

6.6
b

0
c

0
c

0
c

C
F. 361.7

a
325.3

b
36.3

c
0
d

0
d

D. 45.3
a

21.7
b

9.2
c

0
d

0
d

D
F. 119.0

a
19.0

b
0
c

0
c

0
c

D. 7.7a 4.8b 0c 0c 0c

E
F. 258.0

a
205.7

b
90.7

c
0
d

0
d

D. 38.9
a

35.8
a

21.7
b

0
c

0
c

F
F. 416.0

a
0
b

0
b

0
b

0
b

D. 13.9
a

0
b

0
b

0
b

0
b

Seed

aqueous

extract

A
F. 40.7

a
0
b

0
b

0
b

0
b

D. 2.7
a

0
b

0
b

0
b

0
b

B
F. 64.7

a
0
b

0
b

0
b

0
b

D. 7.7
a

0
b

0
b

0
b

0
b

C
F. 429.3

a
0
b

0
b

0
b

0
b

D. 37.2a 0b 0b 0b 0b

D
F. 101.3

a
0
b

0
b

0
b

0
b

D. 4.2
a

0
b

0
b

0
b

0
b

E
F. 353.7

a
0
b

0
b

0
b

0
b

D. 33.9
a

0
b

0
b

0
b

0
b

F
F. 486.0

a
0
b

0
b

0
b

0
b

D. 23.8
a

0
b

0
b

0
b

0
b

*F.,Freshweight;D.,Dryweight.

Thedifferentlettersaresignificantlydifferentat5% levelDMRT.

Abbreviations : A, Amaranthus spinosus; B, Festuca myuros; C, Lolium

multiflorum;D,Trifolium repens;E,Festucaarundinacea;F,

Brassicacampestrissubsp.napusvar.peki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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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용성 추출액에서의 뿌리털 발달

식물체에서의 뿌리털은 토양내의 양분,무기염류,수분 등을 흡수하는 기

으로 식물체의 생장과 매우 한 계를 가지고 있다(이,2000).수용성 추출액

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유식물의 뿌리털 길이와 단 면 당 뿌리털의 수가 억제

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고,수용성 추출액 시료의 처리와 수용체식물의 종에 따

라 억제의 정도가 다르게 찰되었다(Fig.5,Fig.6,Fig.7,Fig.8,Fig.9,Fig.

10).

왕도깨비가지의 수용성 추출액에 한 가시비름(A.spinosus)의 유식물 뿌리

털을 보면 생 수용성 추출액의 25% 처리구에서부터 매우 심하게 억제되며,

건 수용성 추출액의 25% 처리구는 생 수용성 추출액의 100% 처리구에

서 보이는 사진과 유사한 경향을 보 으며,종자 수용성 추출액은 25% 처리구

이상에서 발아를 하지 않아 찰할 수 없었다(Fig.5).반면 큰김의털(F.

arundinacea)의 생 수용성 추출액의 25% 처리구가 조구보다 뿌리털의 길

이와 단 면 당 뿌리털의 수가 증가되었고,50% 처리구 이상에서부터 차 뿌

리털이 억제되는 경향을 나타냈다.건 수용성 추출액의 25% 처리구는 생

수용성 추출액의 100% 처리구에서 보이는 사진보다 더욱 심하게 억제되는

모습을 보 으며,종자 수용성 추출액은 25% 처리구 이상에서 발아를 하지 않아

찰 할 수 없었다(Fi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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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DevelopmentofA.spinosus roothairs with differentconcentration

viarum extracts.Scalebar=200㎛.Ⅰ,Freshaqueousextract;Ⅱ,Dry

extract;Ⅲ,Seedaqueous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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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DevelopmentofF.myurosroothairswithdifferentconcentrationsofS.

extracts.Scalebar=200㎛.Ⅰ,Freshaqueousextract;Ⅱ,Dryaqueous

Ⅲ,Seedaqueous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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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DevelopmentofL.multiflorum roothairswithdifferentconcentration

viarum extracts.Scalebar=200㎛.Ⅰ,Freshaqueousextract;Ⅱ,Dry

extract;Ⅲ,Seedaqueous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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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DevelopmentofT.repensroothairswithdifferentconcentrationsofS.

extracts.Scalebar=200㎛.Ⅰ,Freshaqueousextract;Ⅱ,Dryaqueous

Ⅲ,Seedaqueous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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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DevelopmentofF.arundinacearoothairswithdifferentconcentration

viarum extracts.Scalebar=200㎛.Ⅰ,Freshaqueousextract;Ⅱ,Dry

extract;Ⅲ,Seedaqueous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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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DevelopmentofB.campestrissubsp.napusvar.pekinensisroothai

differentconcentrationsofS.viarum extracts.Scalebar=200㎛.Ⅰ

aqueousextract;Ⅱ,Dryaqueousextract;Ⅲ,Seedaqueous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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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용성 추출액에서의 생장실험

왕도깨비가지의 수용성 추출액에서의 생장실험 결과 수용체식물의 종에 따라

억제의 차이를 보 다.상 신장율( 조구 100%)의 지상부 생장은 부분 수용

체식물이 억제되는 경향을 보 다.특히,들묵새(F.myuros)인 경우 25% 처리구

에서 87.4%,50% 처리구에서 101.9%로 증가하다가 75% 처리구에서 74.8%,

100% 처리구에서 62.4%로 생장이 차 억제되는 역치농도를 나타냈다.이에 반

하여 배추(B.campestrissubsp.napusvar.pekinensis)인 경우 체 처리구에서

조구보다 생장이 증가하 으며 75% 처리구인 경우 139.4%로 최고성장을 보

다(Fig.11).

수용체 식물의 지하부인 경우 지상부보다 왕도깨비가지 수용성 추출액에 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지상부보다 지하부의 생장이 한 감소를 보 다.수용성

추출액에 한 상 신장율의 지하부 생장은 가시비름(A.spinosus)인 경우

100% 처리구에서 44.4%,들묵새 25.3%,쥐보리(L.multiflorum)48.7%,토끼풀

(T.repens)59.3%,큰김의털(F.arundinacea)52.0%,배추 71.8%로 조사되었다

(Fi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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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Relativeelongationratioofreceptorplantsgrowninpots

withvariousconcentrationsofS.viarum extract. ,Cont.;

,25%; ,50%; ,75%; ,100%.Thedifferentletters

aresignificantlydifferentat5% levelDMRT.

Abbreviations : A, Amaranthus spinosus; B, Festuca myuros; C, Lolium

multiflorum;D,Trifolium repens;E,Festucaarundinacea;F,

Brassicacampestrissubsp.napusvar.peki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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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왕도깨비가지 수용성 추출액에서의 항균 효과 총 페놀함량

1)수용성 추출액에서의 식물병원균 생장억제

Allelopathy 상을 일으키는 물질로는 식물의 생장을 진․억제하는

allelochemicals와 항균성 물질(phytocide)있다(Kim andLee,1996).왕도깨비가지

의 allelopathy 상 규명의 일환으로 왕도깨비가지의 수용성 추출액에 한 항균

실험을 한 결과 수용성 추출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비례 으로 미생물의

생장이 억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수용성 추출액의 시료 처리상태와 미생물의 종

류에 따라 억제정도 차이를 보 다(Fig.12).

Alternaria brassicae인 경우 생 수용성 추출액에 해 조구(100%),

25% 처리구(95.3%),50% 처리구(60.4%),75% 처리구(49.4%),100% 처리구

(36.1%)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장이 감소하 고 시료 처리상태에 따른 100%

처리구의 생장을 보면 건 (47.5%),생 (36.1%),종자(23.0%)순으로 감소하

다.반면 Phytophthorainfestans인 경우도 각각의 수용성 추출액 농도 증가에

따라 순차 생장 감소를 보이나 시료 처리상태에 따른 100% 처리구에서는 종

자(57.0%),생 (17.4%),건 (11.4%)순으로 나타나 시료 처리상태에 따른

서로 다른 생장을 보 다.실험미생물 왕도깨비가지의 수용성 추출액에 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종은 Pythium graminicola로 건 수용성 추출액

에 해 100% 처리구에서 미생물이 9.4% 생장되었으며 종자 수용성 추출액에

한 100% 처리구에서는 10.4%가 생장된 것으로 조사되었다(Fi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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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ColonydiameteroffungitaxagrowninPDA medium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S.viarum extracts. ,Fresh

aqueousextract; ,Dryaqueousextract; ,Seedaqueous

extract.Thedifferentlettersaresignificantlydifferentat5

% levelDMRT.

Abbreviations :A,Alternaria brassicae;B,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C,

Glomerella cingulata;D,Phytophthora infestans;E,Phytophthora

capsici;F,Pythium graminicola.



- 30 -

2)수용성 추출액 토양의 총 페놀함량

식물체 내의 페놀 화합물들은 일반 으로 acid계통이며 shikimicacid경로를

통해 생성되어 외부로 배출되는 수용성물질이며(Duke,1986)이것이 다른 식물에

작용하게 되므로 왕도깨비가지의 부 별 추출액과 수 내․외 토양의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하 다.

부 별 수용성 추출액의 총 페놀함량을 분석한 결과 기의 生草는

0.56±0.02mg/g,뿌리의 生草는 1.77±0.07mg/g,잎의 生草는 6.01±0.14mg/g,종자

의 生草는 6.21±0.17mg/g로 분석되었고, 기의 乾草는 1.58±0.08mg/g,뿌리의

乾草는 2.64± 0.06mg/g,잎의 乾草는 7.04±0.29mg/g,종자의 乾草는 9.08±

0.73mg/g으로 분석되었다.生草보다는 乾草에서 총 페놀함량이 높았으며, 기

<뿌리<잎<종자 순으로 총 페놀함량이 증가 하 고,종자에 들어있는 총 페놀함

량은 기 生草의 11.1배,乾草의 5.8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Fig.13).이에

따른 왕도깨비가지 분포에 따른 토양 내 총 페놀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수 외

부지역인 1번 조사구인 경우 0.16±0.01mg/g,수 내․외부의 경지역인 2번 조

사구는 0.17±0.01mg/g,수 내부지역인 3번 조사구는 0.22±0.02mg/g로 왕도깨비

가지 군반에 근 할수록 토양 내 총 페놀함량이 증가하 다(Fig.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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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3.Totalphenolic compounds ofaqueous

extractsanalyzedfrom differentorgans

of S. viarum. , Fresh aqueous

extract; ,Dry aqueousextract.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at5% levelDMRT.

Fig.14.Totalphenoliccompounds

site soilin S.viarum.

area;2site,borderarea

area. The different

significantly different a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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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고 찰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식물은 서식지를 공유함에 있어 환경요인인 수

분,양분,빛 등을 제한하여 향을 주고 식물 종 특유의 화학물질을 생산하여

주 에 방출하여 서식지 환경변화를 일으켜 다른 생물체에게 직간 인 유익․

유해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ice,1984).따라서 왕도깨비가지가 서식

하는 지역의 하부식생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왕도깨비가지 군반에 근 할수록

하부식생에 출 하는 종수,종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는 왕도

깨비가지가 이입이 됨에 따라 화학물질(allelochemicals)을 방출하여 서식지 주변

환경인자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식물의 종구성과 종 다양성은 시간 ,

공간 변화 경향에 미치는 요인을 선별하기 어렵다(ReyandScheiner,1993).

따라서 분기별 왕도깨비가지의 하부식생 변화 조사는 종에 따라 출 시기가 다

르고 가축의 섭식에 따른 인 간섭 때문에 종수와 종 다양성의 편차 값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왕도깨비가지의 수용성 추출액의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조구에 비해 발아율

이 감소하고 발아 소요일수 역시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수용체식물의 종

류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수용성 추출액의 시료처리 상태에 따라서도 생 ,건

,열매 순으로 수용체식물의 발아율에 억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실,잎,가는 가지,뿌리에서 얻은 수용성 추출액이나 세탈액은 종자 발아를 억

제한다(NoggleandFritz,1983)는 보고와 같이 본 실험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수용성 추출액의 농도 증가에 따른 수용체 유식물의 생장은 지하부가 지상부

보다 수용성 추출액에 민감한 반응을 보 으며,이 결과는 Rice(1984)와 김(1993)

이 식물 추출액의 농도에 따라 종자 발아와 유식물의 억제정도가 달라진다고 한

것과 같이 본 실험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 다.수용성 추출액 농도의 변화에

따른 수용체식물의 생체량과 건 량의 변화는 수용체식물의 길이와 부피 생장에

한 통합된 지표로 수용성 추출액의 농도 증가에 따른 수용체식물의 생체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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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량의 감소는 왕도깨비가지의 수용성추출액이 수용체식물의 지상․지하부의

길이 생장 뿐 아니라 유식물의 기와 유근의 굵기,조직 구성물의 함량 등에

향을 주어 수용체식물의 기생장이 억제 되는 것으로 단된다.

유식물의 뿌리털은 농도 증가에 따라 뿌리털의 길이,단 면 당 뿌리털 수가

하게 감소하여 불균형 ․비정상 인 생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근의

생장에서는 조구에 비하여 각각의 추출액의 낮은 농도에서부터 지상부 보다는

지하부에 한 억제 상이 나타났는데(이 등,1997;Chonetal.,2000)이것은

뿌리로부터 흡수된 allelochemicals가 뿌리에 축 되어 세포분열이 지연되면서 생

장이 억제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김 등,1995).

수용성 추출액에 의한 생장실험 결과 왕도깨비가지 군반 근처에 분포하는 5종

에 해서 억제하는 경향을 보 으며,재배종인 배추의 경우 지상부의 생장은 증

가하 으나 지하부의 생장이 75% 처리구에서부터 하되어 지상부보다 지하부

에서 추출액에 한 민감한 반응을 보 다.일반 으로 수용체식물의 뿌리는 지

상부의 생장보다 수용성 추출액에 해 더 민감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InderjitandDakshin,1992;FranciscoandJuan,1991,), 농도의 수용성 추출

액에서 수용체 식물의 발아나 생장이 진되며 고농도에서는 억제가 된다는 보

고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Jayakumaretal.,1998;길,1999).돼지풀아재비

(Parthenium hysterophorusL.)의 수용성추출액은 수용체식물의 뿌리생장을 억

제하고(MersieandSingh,1987),수용성추출액 농도의 변화는 뿌리의 생장에

향을 다고 하 다(PardatesandDingal,1988;Hazebroeketal.,1989;Heisey,

1990). 한 식물은 allelochemicals라는 특정 화합물을 생성하여 다른 식물의 종

자 발아와 생장 그리고 합성 등의 생육에 향을 미치는 생화학 작용을 가

진다(Macias et al.,2004;Kato-Noguchiand Ino,2005)고 보고하 으며,

allelochemicals는 신선한 풀과 부패되는 기에 만들어지고(Eltunetal.,1985),

잎, 기,뿌리에서 생성되는데 이를 흙과 섞어서 bioassay한 결과 발아,엽면

과 건량을 감소시키며(FadayomiandOyebade,1985),식물의 엽조와 지하경에

발아 억제물질이 들어 있어서 타 식물의 생량과 건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고(Weston and Putnam,1985),ferulic acid는 시간이 지나면 vanillic과

protocatechuicacid로 변한다(Blum andDalton,1985)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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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lopathy효과는 phenolicacids,terpenoids,flavonoids,polyphenol등 다양

한 물질의 복합 인 작용을 하고 동일 식물체도 식물체의 부 와 성장시기,서식

지 환경에 따라 조성과 함량의 차이가 있어 타식물체에게 서로 다른 향을 주

며(Kim,1997;LodhiandRice,1971;Duke,1986),식물성분 하나 는 둘 이

상의 수산기로 치환된 방향족 환을 가지고 있는 phenoliccompound는 진균,세

포 는 virus등 병균의 침입에 한 방어작용으로서 항균효과를 나타내는 물질

이 많은데(Snooketal.,1991;Miles,1991),이는 2차 사산물 phytoncide

phytoalexin물질이 유도되어 진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粊田承二,1978;

Barz,1990).따라서 왕도깨비가지의 수용성 추출액 농도 증가에 따른 미생물의

생장 한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억제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순차 인 미생물

생장 감소를 보이고 시료처리상태에 따라서도 억제의 정도 차를 보 으며,부

별 왕도깨비가지의 총 페놀함량은 기,뿌리,잎,종자 순으로 증가 하 으며 종

자에 들어있는 총 페놀함량은 기의 11.1배(生),5.8배(乾)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왕도깨비가지의 시료 처리상태에 따른 총 페놀함량과 유식물의 발아,유식

물의 생장이 반비례함을 보 다.한편,왕도깨비가지의 수 외부지역의 토양 총

페놀함량은 0.16±0.01mg/g,수 내․외부의 경지역은 0.17±0.01mg/g,수 내

부지역은 0.22±0.02mg/g로 왕도깨비가지 군반에 근 할수록 토양 내 총 페놀

함량이 증가하 고,왕도깨비가지 군반 주변의 토양 내 총 페놀함량은 왕도깨비

가지 수 하의 토양이 주변의 토양보다 약 0.4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왕도

깨비가지가 서식하는 지역의 하부식생의 변화 한 부의 상 (r=-0.692,P＜0.05)

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러므로 자연 상태에서 빗물에 의해 세탈 된 수

용성 페놀 화합물은 왕도깨비가지의 수 내 토양의 다른 물질과 결합하거나 비

활성화 상태로 존재함으로써(Rice,1984)토양내의 총 페놀함량은 수용성 추출액

보다 낮아지게 되고 수 외 토양은 이보다 더욱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식물체

들이 자연상태에서 화학물질의 방출기작을 보면 세탈(leaching),휘발(volatiliza-

tion),삼출(exudation),낙엽과 낙지의 축 과 분해 등으로 방출하며(Tukey,

1969),Lodhi(1976)은 Missouri주의 산림토양에서 상당 양의 caffeicacid,ferulic

acid,ρ-coumaricacid,hydroxybenzoicacid가 분포하며 토양 내에서 안정화된

상태로 지속 으로 잔존하여 식물과 토양미생물에 향을 미치며 토양환경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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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킨다고 하 다.

그러므로 귀화식물인 왕도깨비가지는 자생식물 사료작물과의 경쟁함에 있

어 allelopathy효과를 나타내는 페놀 화합물을 빗물,안개에 의한 세탈과 낙엽,

낙지,열매의 분해 등을 통해 방출하여 수 내 토양의 다른 물질과 결합하거나

비활성화 상태로 존재함으로써 하부식생에 한 발아 생장,미생물 생장 등에

향을 주어 제주도내 생태계에서 경쟁 우 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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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

본 연구는 왕도깨비가지(Solanum viarum Dunal)군반 형성에 따른 하부식생

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연 식생법(belt-transect)을 이용한 종 다양성

변화와 제 제와 항균제에 한 자원화방안의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왕도깨비

가지의 수용성 추출액에 한 알 로패시 효과를 조사하 다.

왕도깨비가지 군반에 근 할수록 1번 조사구(7.7±2.0종,1.5±0.2),2번 조사구

(5.3±1.2종,1.2±0.2),3번 조사구(4.0±1.7종,0.9±0.1)순으로 출 종수,종 다양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왕도깨비가지의 수용성 추출액에 한 수용체식물의 상

발아율,평균발아일수,상 신장율,생 량,건 량은 추출액 농도가 증가할수

록 반 으로 감소되었고 수용체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 다.수용

성 추출액 동일 농도에서는 시료의 처리상태에 따라 생 ,건 ,종자의 수

용성 추출액 순으로 감소되었고 수용체식물의 지하부가 지상부보다 억제의 경향

이 높았다.따라서 뿌리털의 발생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하게 뿌리털의 길

이와 단 면 당 뿌리털 수가 감소되었다.건 수용성 추출액에 한 생장실

험결과 추출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생장이 억제되었으며 종류에 따라 다소 차

이를 보 다.미생물 생장 한 추출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억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왕도깨비가지 시료의 처리상태와 미생물 종류에 따라 억제의 정도 차를

보 다.부 별 왕도깨비가지의 총 페놀함량은 기(生 0.56±0.02mg/g,乾 1.58

±0.08mg/g),뿌리(生 1.77±0.07mg/g,乾 2.64±0.06mg/g),잎(生 6.01±0.14mg/g,

乾 7.04±0.29mg/g),종자(生 6.21±0.17mg/g,乾 9.08±0.73mg/g)순으로 증가하고

유식물의 발아율,유식물의 생장이 반비례함을 보 다.조사지역의 토양 내 총

페놀 함량은 1번 조사구(0.16±0.01mg/g),2번 조사구(0.17±0.01mg/g),3번 조사구

(0.22±0.02mg/g)순으로 증가되었고 토양 내 총 페놀 함량과 조사지역의 종 다

양도는 부의 상 (r=-0.692,P＜0.05)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왕도깨비가지는 자생식물과의 경쟁함에 있어 알 로패

시 효과를 나타내는 페놀 화합물을 수 내 토양으로 방출하여 하부식생에 한

발아 생장 등에 향을 주기 때문에 경쟁 우 를 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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