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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of Korea conducted a series of surveys of paddy weeds from 1971 to 2013
in approximately 10-year cycles and the results have been used for the efficient weed management of paddy fields. In 1971, annual
weeds such as Rotala indica, Eleocharis acicularis f. longiseta, and Monochoria vaginalis were dominant. In 1981, the population of
Echinochloa species decreased whereas broadleaf weeds such as M. vaginalis, Sagittaria pygmaea, and S. trifolia were dominant. In
1991, perennial weeds such as Eleocharis kuroguwai, S. pygmaea, and S. trifolia were dominant over annual weeds. In 2000, M.
vaginalis was the most abundant species, followed by E. kuroguwai, Echinochloa species, and S. trifolia. In 2013, herbicide-resistant
Echinochloa species and M. vaginalis were most dominant, followed by E. kuroguwai, Scirpus juncoides, and S. trifolia. It has been
predicted that the prevalence of Echinochloa species will continue to increase and that perennial weeds will be more abundant than
annual ones in the near future. The occurrence of herbicide-resistant weeds and exotic weeds will also increase due to global
warming and changes in agricultural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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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험장 공동으로 논잡초 발생 조사를 실시하였다(Park et al.,
2002). 그리고 2013년에는 국립농업과학원과 7개 도 농업
기술원, 농업계 대학 및 연구소에서 전국 규모로 논잡초 발
생조사를 하였다(Ha et al., 2014).
농경지에 발생하는 잡초군집의 군락변화에 관여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첫째, 작부체계와 재배법 등의 변화, 둘째, 토지
기반정비에 의한 입지조건의 변화, 셋째, 잡초 방제법의 변
화라고 하였다(Kim and Shin, 2007). 이 중에서 ‘가장 중
요한 요인은 제초법의 변화 즉 제초제의 사용이다’라고부
언하였다(Kim and Shin, 2007). 따라서 지난 50년간 논잡
초 발생변화 결과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논잡초관리의 기
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논에 잡초가 발생하면, 70~80년대까지는 완
벽한 잡초방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최
근에는 일정 수준의 잡초 발생을 허용하는 관리로 그 양상
이 변화하였다. 이런 잡초관리를 위해서는 논에 발생하는 잡
초 발생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는 1971년부터 10년 단위로 전국적의 논잡초
발생을 조사하여 효율적인 잡초관리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1971년, 1981년, 1991년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을 중심
으로(Oh et al., 1981; Park et al., 1995), 2000~2001년에는 농
업과학기술원과 작물시험장, 호남작물시험장, 영남작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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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논잡초 발생현황
우리나라의 논잡초 발생변화는 1971년부터 2013년까지 10
년 주기로 5회 조사한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Table 1).
즉 손제초제 위주로 잡초방제를 하던 1971년도에는 주로
마디꽃, 쇠털골, 물달개비 등 일년생잡초가 많이 조사된 반
면에, 1981년에는 뷰타클로르 성분의 제초제 도입으로 피
의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고, 물달개비와 올미, 벗풀 등의
광엽잡초가 우점하였다(Kim et al., 1992). 1991년에는 논
일발처리제 제초제 사용으로 일년생잡초 보다는 올방개,
올미, 벗풀 등과 같은 다년생잡초가 우점하였다(Kim et al.,
1992). 2000년 조사에는 설포닐우레아계 제초제 저항성잡
초 발생으로 물달개비가 가장 많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으
로 올방개, 피, 벗풀 등이었다(Park et al., 2002). 2013년 조
사에서는 제초제 저항성잡초인 피와 물달개비의 발생량 증
가로 이들이 최우점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올방개, 올챙이
고랭이, 벗풀 등의 순을 보였다(Ha et al., 2014).
이와 같이 1981년과 1992년 조사에서 일년생잡초에서 다
년생잡초로 점차 군락(群落, population)의 변화를 보이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잡초방제법의 변화, 특
히 손제초법의 감소와 아울러 일년생잡초에 효과가 큰 제

초제의 연속적 사용(連用) 및 재배방법의 변천이 논잡초
군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2000년에 다시 일년생잡초의 비율이 늘어난 것은 설포닐
우레아계 제초제에 저항성을 보이는 물달개비의 발생량 증
가와 다년생잡초를 방제할 수 있는 혼합제의 제초성분의
투입량 감소에 따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2013년 최
근에는 제초제 저항성잡초의 발생이 많은 관계로 피, 물달
개비가 우점 순위 1, 2위를 차지하였고, 방제가 어려운 다
년생잡초인 올방개와 올챙이고랭이, 벗풀 순으로 발생이
많았다.
논잡초 발생 전망
우리나라의 논잡초 발생상황을 보면, 먼저 일부 일년생
잡초의 발생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다년생잡초의 발생이 증
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조기 이앙에 의한 다
년생잡초 발생기간이 연장되었고, 가을갈이(추경)와 봄갈
이(춘경)를 하면 잡초종자 또는 지하경을 동·건사 시킬
수 있어 잡초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으나(Kim and Shin,
2007) 그 비율이 적어 다년생잡초 괴경이 지속적으로 확산
되는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 Dominant weeds and their dominance degrees by survey year (Kim, 1983; Kim et al., 1992; Park et al., 2002; Ha et al., 2014).
Dominant weedy and dominance degree by year

Rank

1971

1981
z

1
2
3
4
5
6
7
8
9
10

ROTIN (40.7)
ELEAL (11.8)
MONVA (11.3)
CYPDI (7.8)
ECH spp. (7.1)
POTDI (3.5)
LINPR (3.4)
ANEKE (2.5)
ELEMA (2.2)
PERHY (1.9)

1991

MONVA (22.2)
SAGPY (17.5)
SAGTR (9.0)
POTDI (9.0)
CYPSE (8.5)
ROTIN (6.0)
ANEKE (4.4)
LINPR (3.9)
ELEKU (3.4)
LUDPR (3.0)

2000

ELEKU (19.6)
SAGPY (15.6)
SAGTR (13.2)
ECH spp. (12.2)
MONVA (11.2)
SCIJU (6.0)
CYPSE (4.6)
POTDI (3.3)
LUDPR (2.6)
ANEKE (2.5)

MONVA (12.7)
ELEKU (9.5)
ECH spp (9.5)
SAGTR (9.1)
BIDTR (5.8)
LUDPR (4.9)
ANEKE (4.4)
LINPR (4.0)
ROTIN (2.8)
ECLPR (2.7)

2013
ECH spp. (17.3)
MONVA (12.4)
ELEKU (7.8)
SCIJU (6.2)
SAGTR (6.1)
LUDPR (4.7)
BIDTR (4.5)
AESIN (4.1)
PERHY (3.5)
ANEKE (3.3)

y

ROTIN: Rotala indica (마디꽃); ELEAL: Eleocharis acicularis f. longiseta (쇠털골 ); MONVA: Monochoria vaginalis (물달개비); CYPDI: Cyperus
difformis ( 알방동사니 ); ECH spp.: Echinochloa spp. (피속류 ); POTDI: Potamogeton distinctus (가래 ); LINPR: Lindernia procumbens (밭뚝외
풀 ); ANEKE: Aneilema keisak (사마귀풀); ELEMA: Eleocharis maritimes=Scirpus planiculmis (새섬매자기) ; PERHY: Persicaria hydropiper (여
뀌 ); SAGPY: Sagittaria pygmaea (올미); SAGTR: Sagittaria trifolia (벗풀 ); CYPSE: Cyperus serotinus ( 너도방동사니); LUDPR: Ludwigia
prostrata (여뀌바늘); SCIJU: Scirpus juncoides (올챙이고랭이); BIDTR: Bidens tripartita (가막사리 ); ECLPR: Eclipta prostrata (한련초);
AESIN: Aeschynomeme indica (자귀풀 ).
z
Data in parentheses indicate the % of ratio against total.

Table 2. Changes of Echinochloa spp. dominance degree by survey years (Kim, 1983; Kim et al., 1992; Park et al., 2002; Ha et al., 2014).
Year

1971

1981

1991

2000

2013

Dominances
degree (%)

7.1

2.3

12.2

9.5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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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reas infested by herbicide-resistant weeds by year in
rice paddy fields of Korea (Park et al., 1999; Park et al., 2003;
Park et al., 2011; Lee et al., 2013).
Year
Weedz
(No. of weed
species)
Infested
area
(ha)

1998

2000

2005

2012

1

5

8

11

10,000

30,036

67,515

176,870

z

1998: Monochoria korsakowii (물옥잠); 2000: Add 4 species[Monochoria
vaginalis (물달개비), Lindernia dubia (미국외풀 ), Rotala indica (마
디꽃), Scirpus juncoides (올챙이고랭이)]; 2005: Add 3 species [Cyperus
difformis ( 알방동사니 ), Sagittaria pygmaea (올미), Scirpus planiculmis
(새섬매자기 )]; 2012: Add 3 species [Blyxa aubertii ( 올챙이자리),
Eleocharis acicularis f. longiseta (쇠털골 ), Echinochloa oryzicola ( 논피,
강피)].

논잡초 발생상황에서 두 번째 특이한 점은 Table 2와 같
이 피의 지속적인 우점을 들 수 있다. 1971년에는 피의 우
점도가 7.1%이었으나, 뷰타클로르 성분의 제초제가 살포된
1981년에는 2.3%로 감소되다가 1991년에는 12.2%로 늘어
났다(Kim et al., 1992). 2000년 조사에서도 전체적으로 일
년생잡초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피는 줄어들지 않고 오
히려 더 증가하여 우점하는 양상을 보이다가(Park et al.,
2002), 2013년 조사에서는 17.3%로 전국적으로 최우점하였
다(Ha et al., 2014). 2013년에 피 우점도가 높은 것은 제초
제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논 면적이 늘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충남과 전남북에서 ACCase저해 제초
제에 저항성을 보이는 피가 발생(Im, 2009; Lim et al., 2010)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잡초 군락변화의 세 번째 특징은 설포닐우레아계(이하
SU계) 제초제 저항성잡초의 발생 증가이다. 1998년에 물옥
잠이 충남 서산 간척지에서 처음으로 SU계 제초제 저항성
잡초로 확인(Park et al., 1999)된 이후 2000년에는 물달개
비(Kwon et al., 2000), 미국외풀(Kuk et al., 2002), 마디꽃
(Kuk et al., 2002), 올챙이고랭이(Park et al., 2006)가 추가
되어 5종으로 30,036 ha에서 발생되었다(Park et al., 2011).
2005년에는 알방동사니(Im et al., 2003), 올미(Im et al.,
2005), 새섬매자기(Park et al., 2009) 3종이 추가되었고 발
생면적도 67,515 ha로 확대되었다(Park et al., 2011). 2012
년에는 올챙이자리(Kwon and Kuk, 2007), 쇠털골(Kwon et
al., 2009), 논피(강피)(Im, 2009; Lim et al., 2010) 3종이 추
가되어 총 11종의 SU계 제초제 저항성 논잡초가 176,870
ha로 발생초종 및 발생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Lee et al., 2013). 그리고 Park et al. (2013)이 보고
한 벗풀을 추가하면 2015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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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제초제 저항성잡초는 12종이다(Table 3). 그리고 저항성
잡초로 추정되는(Lee et al., 2013) 밭뚝외풀, 여뀌바늘, 갯
드렁새도 SU계 제초제 저항성잡초로 확인되면, 발생초종
뿐만 아니라 발생면적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논잡초 발생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의 발생
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고, 다년생잡초가 일년생잡초보다
발생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 제초제 저항성잡
초의 종류와 발생면적도 증가될 것이며, 기후변화와 작물
재배 등의 변화로 외래잡초 등이 발생이 확대될 것이다. 제
초제 저항성잡초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벼 재배형태 및 제
초제 사용이 유사한 일본에서는 이미 논잡초 24종(2015년
8월 20일 현재)이 제초제에 저항성잡초라고 보고(www.wssj.jp/
~hr)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더 많은 제초제 저항성 논잡
초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요

약

농촌진흥청에서는 1971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주기로
논잡초 발생 분포조사를 실시하여 논잡초의 효율적인 관
리에 이용되고 있다. 1971년에는 주로 마디꽃, 쇠털골, 물
달개비 등 일년생잡초가 많이 발생된 반면에, 1981년에는
피의 발생이 줄어들고, 물달개비와 올미, 벗풀 등의 광엽잡
초가 우점하였다. 1991년에는 일년생잡초 보다는 올방개,
올미, 벗풀 등과 같은 다년생잡초가 많았다. 2000년에는 물
달개비가 가장 많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으로 올방개, 피,
벗풀 등이었다. 2013년에는 제초제 저항성잡초인 피와 물
달개비가 최우점하였으며, 올방개, 올챙이고랭이, 벗풀 등
의 순이었다. 향후 논잡초 발생은 피의 발생량이 계속 증
가할 것이고, 다년생잡초가 일년생잡초보다 발생비율이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러한 추세는 기후변화와 재배
방식 등의 농업패턴 변화로 제초제 저항성 잡초와 외래잡
초의 발생이 증가될 것이다.
주요어: 논잡초, 다년생잡초, 제초제 저항성잡초,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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