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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벤즈아미드 유도체, 그의 제조방법 및 식물 성장 조절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벤즈아미드 유도체, 그의 제조방법 및 그것을 함유하는 식물 성장 조절자에 관한 것이다.

쌀  또는 밀의 경우에,  농작물이 수확기 직전에 바람 또는 비에 의해 쓰러져서 수확량이 상당히 감소
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줄기가  짧고  이러한  외력에  대항하여  강하도록  조절하고자  몇가지 
화합물이  제안되었었다.  그러나,  줄기를  충분히  강하게  하도록  조절하는  시도는  원추화서에 부작용
을  미치거나,또는  이러한  치료의  효과가  기후,  성장상태  또는  처리시기  또는  계절에  의해  매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잔디  또는  울타리나무  또는  비경작지의  풀의  경우에,  깨끗이  깎거나  또는  베어낼지라도  그것은 대체
로  다시  빠르게  자란다.  그러므로  깎거나  베어내지  않아도  되는지의  효능이  시험된  몇몇  약제도 있
었다. 그러나 만족할만한 화합물은 아직 구할 수 없다.

과실수의  경우에  너무  과일이  많이  열려서  크기가  작아지지  않도록  때때록  솎음제(thinning agent)
를 사용한다. 그러나, 적용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고, 사용방법이 매우 어렵다.

한편, 꽃 또는 과일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뿌리  작물인  경우에,  꽃  꼭지가  발달되면  뿌리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꽃  꼭지의  발달을 조절하
는 화합물이 필요하다.

사탕수수의  경우에,  순치기를  막음으로써  또는  어떤  상태적  작용으로  당함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수확
량을 증가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또한, 감자 또는 양파의 경우에, 저장기간 동안 싹을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상기  경우는  단지  예에  지나지  않고,  많은  다른  분야에서도  식물의  성장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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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각  분야에서,  실제로  몇가지  화합물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화합물도  완전히 만족
스럽지 않다. 그러므로 개선된 화합물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가들은  제초제  및  각종  화합물의  식물  성장  조절활성에  관해  광범위하게  연구한  결과  어떤 
벤즈아미드  유도체가  각종  식물에  대항하는  제초활성,  가지를  짧게  하거나,  새싹이  움트는  것을 개
선시키거나,  새눈의  발달을  조절시키거나  또는  몇몇  경우에는  옆눈의  발달을  개선시키는  활성을 포
함하여  각종  흥미로운  활성을  나타냄을  발견했다.  이러한  발견에  기초하여,  더  연구한  결과,  본 발
명이 완성되었다.

본 발명은 하기 일반식(I)의 벤즈아미드 유도체를 제공한다 :

(식중,  R은  히드록실,  알콕시,  알콕시알콕시,  알콕시알콕시알콕시,  알케닐알콕시, 알케닐알콕시알콕
시,  알키닐알콕시,  알키닐알콕시알콕시,  모노알킬아미노,  디알킬아미노  또는  O-cat(cat는  무기  또는 
유기 양이온임)이다).

본  발명은  또한  유효량의  일반식(I)의  벤즈아미드  유도체  및  담체를  함유하는  식물  성장  조절자,  및 
식물 성장 조절자로서의 일반식(I)의 화합물의 용도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4-하드록시-N-(2,3-디클로로페닐)-벤즈아미드를  일반식 XCH2 COR(식중,  R은  상기 정

의와  동일하고  X는  할로겐  원자임)의  화합물과  반응시키거나, 또는 
4-(2,3-디클로로페닐-카르바모일)-페녹시아세틸클로라이드를  일반식   RH(식중,  R은  상기  정의와 동
일함)의  화합물과  반응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식(I)의  벤즈아미드  유도체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
공한다.

이제, 본 발명은 바람직한 구현예를 참고하여 상세히 기술하겠다.

표  1에서,  본  발명은  대표  화합물을  제시한다.  이  화합물은  이하에서  표  1에서  정해진  화합물 번호
로 언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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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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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벤즈아미드  유도체는  4-히드록시-N-(2,3-디클로로페닐)-벤즈아미드를  아세톤,  톨루엔 디
옥산  또는  N,N-디메틸포름아미드와  같은  유기  용매내  탄산칼륨  또는  탄산나트륨과  같은  무기염기 또
는  피리딘  또는  트리에틸아민과  같은  유기염기  존재하에서  할로아세트산의  각종  에스테르  또는 아미
드와 반응시킴으로써 양호한 수율로 쉽게 수득할 수 있다.

한편  그것은  4-하드록시-N-(2,3-디클로로페닐)-벤즈아미드를  수용액내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
륨과  같은  무기염기의  존재하에서  할로아세트산과  반응시켜 4-(2,3-디클로로페닐카르바모일)-페녹시
아세트산(화합물  번호  1)을  수득하고,  이  화합물을  디옥산  또는  톨루엔과  같은  유기용매내에서 티오
닐클로라이드와  같은  무기  할라이드  또는  포스겐과  같은  유기  할라이드와  반응시켜  그것을  그의  산 
염화물  유도체로  전환시킨후,  이  산  염화물  유도체를  수용액내  또는  아세톤,  톨루엔  또는  디옥산과 
같은  유기용매내  탄산칼륨  또는  탄산나트륨과  같은  무기염기  또는  피리딘  또는  트리에틸아민과  같은 
유기염기의  존재하에서  각종  알콜류,  알콜시알콜류,  알콕시알콕시알콜류,  알케닐알콜류, 알케닐알콕
시알콜류,  알키닐알콜류,  알키닐알콕시알콜류,  모노알킬아민류  또는  디알킬  아민류와 반응시킴으로
써 수득할 수 있다.

[실시예 1]

(표 1에서 화합물 번호 2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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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g의  4-히드록시-N-(2,3-디클로로페닐)-벤즈아미드,  20.0g의  에틸  브로모아세테이트  및  20.7g의 
탄산칼륨을  150ml의  N,N-디메틸포름아미드에  분산시키고,  분산액을  120∼140℃에서  4시간동안 교반
한다.  반응이  완결된  후,  반응용액을  500ml의  2%  염산  수용액에  붓는다.  여과로  침전을  수집하여 수
득된  조생성물을  톨루엔에서  재결정하여  34.5g의  목적  에틸 4-(2,3-디클로로페닐-카르바모일)-페녹
시아세테이트를 수득한다. 수율 : 93.4%, 융점 : 126∼129℃

[실시예 2]

(표 1에서 화합물 번호 1의 제조)

28.2g의  4-히드록시-N-(2,3-디클로로페닐)-벤즈아미드  및  1.67g의  브로모아세테이트산을  10ml의 디
옥산에  용해시킨다.  이  용액에,  0.97g의  수산화나트륨  및  2ml의  물의  혼합물을  20℃에서  10분동안에 
걸쳐  교반  적가한다.  적가후,  반응용액을  80℃에서  2시간동안  교반한다.  반응이  완결된후, 반응용액
을  50ml의  물에  붓고,  염산으로  산성화시킨다.  그런후,  여과로  침전을  수집하여  수득된  조생성물을 
톨루엔/메탄올에서  재결정시켜  2.5g의  목적  4-(2,3-디클로로페닐-카르바모일)-페녹시아세트산을 수

득한다. 수율 : 70.6%, 융점 : 198∼199.5℃

[실시예 3]

(표 1에서 화합물 번호 5의 제조)

3.54g의  4-(2,3-디클로로페닐-카르바모일)-페녹시아세트산,  3.57g의  티오닐클로라이드  및  30ml의 디
옥산의  혼합물을  80℃에서  4시간동안  교반한다.  과량의  티오닐클로라이드  및  용해된  염산  기체, 황
산기체  및  디옥산을  회전  증발기로  유거하여 4-(2,3-디클로로페닐-카르바모일)-페녹시아세틸클로라

이드를 증류후 잔류물로 수득한다.

한편,  0.8g의  n-부탄올  및  2.0g의  트리에틸아민을  20ml의  디옥산에  용해시킨다.  이  용액에,  상기 4-
(2,3-디클로로페닐-카르바모일)-페녹시아세틸클로라이드를  5ml의  디옥산에  용해시켜  제조한  용액을 
실온에서  5분동안에  걸쳐  교반  적가한다.  적가후,  실온에서  5시간동안  계속해서  더  교반한다.  반응 
완결후,  반응용액을  200ml의  2%  염산  수용액에  붓는다.  침전을  여과로  수집하고,  묽은  알칼리 수용
액  및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킨다.  그런후,  침전을  톨루엔에서  재결정하여  3.3g의  n-부틸 4-(2,3-디
클로로페닐-카르바모일)-페녹시아세테이드를  수득한다.  수율  : 80.5%(4-(2,3-디클로로페닐)카르바모

일아세트산 기준) 융점 : 132∼136℃

[실시예 4]

(표 1에서 화합물 번호 18의 제조)

0.71g의  이소프로필아민  및  3.0g의  트리에틸아민을  20ml의  디옥산에  용해시킨다.  이  용액에,  5ml의 
디옥산에  실시예  3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4-(2,3-디클로로페닐-카르바모일)-페녹시아세틸클로라
이드를  용해시켜  제조한  용액을  실온에서  약  5분동안에  걸쳐  교반  적가한다.  적가후,  실온에서 5시
간동안  더  교반한다.  반응  완결후,  반응용액을  실시예  3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3.8g의  목적 
N-이소프로필-4-(2,3-디클로로페닐-카르바모일)-페녹시아세트아미드를  수득한다.  수율  : 92.5%(4-

(2,3-디클로로페닐-카르바모일)-페녹시아세트산 기준) 융점 : 159∼161.5℃

[실시예 5]

(표 1에서 화합물 번호 30의 제조)

1.02g의 4-(2,3-디클로로페닐-카르바모일)-페녹시아세트산을 5ml의 메탄올에 용해시킨다. 이 
용액에,  0.33g의  트리에틸아민을  실온에서  약  5분동안에  걸쳐  교반  적가한다.  또한,  실온에서 1시간
동안  교반을  계속한다.  그런후,  과량의  트리에틸아민  및  메탄올을  회전  증발기로  유거하여  1.2g의 
목적  4-(2,3-디클로로페닐-카르바모일)-페녹시아세트산의  트리에틸아민염을  수득한다.  수율  :  90.7% 
융점 : 153∼157℃

(분해)

본  발명의  식을  성장  조절자를  예를들면,  수화제,  유화  농축물,  액형  제제,  입제,  분제,  유효 성분
을 그의 물리 화학적 성질에 따라 각종 담체와 혼합한 유동 또는 수용액의 형태로 제조할 수 있다.

이러한  담체중에서,  액형  담체로는,  통상적인  유기용매를  사용할  수  있고,  고형  담체로는,  통상적인 
광물분말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제를  제조하는  동안에,  표면  활성제를  첨가하여  제제에 
유화성,  분산성 및  분무성을 부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료, 제
초제, 살충제 또는 살균제와 단일 제제의 형태로 또는 적용을 위해 탱크 혼합으로 혼합할 수 있다.

담체로는,  벤토나이트,  점토,  제올라이트  또는  활석을  사용할  수  있다.  유기용매로는  크실렌, 톨루
엔,  시클로헥사논 또는 글리콜과 같이 각종 화합물이 잘  용해되는 용매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분
산제,  유화제,  또는  고착제로는,  리그닌설포네이트,  나프탈렌설포네이트,  디알킬설포숙시네이트, 폴
리옥시에틸렌노닐페닐에테르,  폴리옥시에틸렌스테아릴에테르  또는  폴리옥시에틸렌도데실에테르와 같

은 음이온성 또는 비이온성 표면활성제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을  제초제로  사용할  때,  유효  성분은  목적하는  제초  효과를  수득하도록  충분한 양
을  적용한다.  유효  성분의  양은  1∼200g/are,  보통  바람직하게는  5∼50g/are의  범위이다.  그것은 유
효  성분을  0.1∼80중량%,  바람직하게는  1∼50중량%  함유하는  수화제,  유화  농축물,  분제  또는 입제
와 같은 제제로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을  제초제로  사용하면,  주로  잡초의  발아  및  성장을  조절하여  결국은  잡초를  죽게 
한다.  논에서,  본  발명의  제초제는  바르냐르드  그래스(Echinochloa  oryzicola)와  같은  일년생 잡초
뿐만  아니라,  올미(Sagittaria  pygmaea)  및  금방동산이(Cyperus  microiria)와  같은  다년생  잡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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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탁월한  제초  효과를  보인다.  벼의  이양에  대한  실질적인  식물독성도  관찰되지  않는다. 또
한  고산지  밭의  흙처리  또는  잎처리에서도,  그것은  옥수수(Zeamays),  콩(Glycinemax)  등에  대해 선
택적인 제초 효과를 보인다.

본  발명의  화합물을  식물  성장  조절자로  사용할  때,  그것을  농작물의  형태,  적용  화합물의  형태와 
시기에  따라서  0.1∼100g/are,  보통  바람직하게는  1∼50g/are의  범위내의  유효성분의  양으로 적용시
킬수  있다.  유효  성분  화합물은  유효  성분을  0.1∼80중량%,  바람직하게는  1∼50중량%  함유하는 수화
제, 유화 농축물, 분제 또는 입제와 같은 제제로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을  식물  성장  조절자로  사용하면,  그것은  주로  식물의  잎으로  흡수된후,  식물체로 
이동되어  성장이  가장  활발한  부분에서  그  활성을  우수하게  나타낸다.  활성은  화합물,  농도,  식물의 
형태  또는  식물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활성은  식물  호르몬인  오옥신  또는 
지베렐린에 대항하여 길항적인 것으로 추측한다.

특이적  효과로서,  초식물의  경우에,  잎처리  한후  마디사이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이  관찰되고, 몇가
지  경우에는,  새싹이  움트는  것이  용이하다.  또한,  활엽수의  경우에,  본  발명의  식물  성장  조절자는 
새로운  눈의  형성을  억제하거나,  허약하게  성장하는  것을  막거나  또는  옆눈  또는  꽃눈의  형성을 촉
진시키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화합물은,  예를들면,  쓰러짐을  감소시키는  시약으로서,  울타리  손질의 필요성
을  감소시키는  시약으로서,  꽃나무,  풀  또는  큰  잡초를  짧게하는  시약으로서,  또는  솎음제로서 적용
범위가 넓다. 

본  발명의  화합물을  잎처리에서  식물  성장  조절자로서  사용하면,  시용량은  제초제에서  요구되는 것
보다  보통  더  적다.  그러나,  시용량은  식물의  형태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다양하다.  예를들면, 식
물의  쓰러짐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면,  쌀인  경우에는  0.5∼3g/are의  양으로,  밀의  경우에는 2
∼10g/are의  양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식물을  짧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버뮤다그래스(Bermuda 
grass)와  같은  풀의  경우에  3∼15g/are의  양으로,  나무의  경우에는  10∼40g/are의  양으로,  및 비농
경지에서의  큰  잡초의  경우에는  20∼50g/are의  양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몇가지  경우에,  상술한 범위
외의  양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쏙음제로서  또는  꽃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0.1∼1g/are의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본 발명을 제조예 및 시험예를 참고하여 더 상세히 기술하겠다.

[제조예 1]

[수화제의 제조]

40중량부의  화합물  번호  5에,  52부의  카올린  점토  및  3중량부의  화이트  카아본을  가하고,  혼합물을 

혼합하고  혼련기로  미분쇄한다.  그런후,  4부의  분말상  계면활성제  소르폴 
*
5039(Sorpol

*
 5039  : 

*
상

표,  Tohokagaku  K.  K.사  제품)  및  1중량부의  분말상  계면활성제 라피졸
*
 BB-75(Rapizol

*
 BB-75  : 

*
상

표,  Nippon  Oil  and  Fats  Co.,  Ltd.사  제품)을  혼합하여  40중량%의  화합물  번호  5를  함유하는 수화
제를 수득한다. 

[제조예 2]

[유화 농축물의 제조]

15질량부의  화합물  번호  10을  42중량부의  크실렌  및  33중량부의  시클로헥사논에  용해시키고, 10중량
부의  소르폴  800A를  여기에  가하고  교반하  용해시켜  15중량%의  화합물  번호  10을  함유하는  유화 농
축물을 수득한다. 

[제조예 3]

[분제의 제조]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40중량%의  화합물  번호  15를  함유하는  5중량부의  수화제를 0.3
중량부의  라피졸  BB-75  및  94.7중량부의  점토와  완전히  혼합하여  2중량%의  화합물  번호  15를 함유하
는 분제를 수득한다. 

[제조예 4]

[미소-입제의 제조]

50중량부의  화합물  번호  1에,  3중량부의  화이트  카아본  및  47중량부의  카올린  점토를  혼합하고, 혼
합물을  미분쇄한다.  2중량부의  미분쇄된  혼합물을  속도  훈련기(speed  kneader)  내에서  교반하 96중
량부의  미립상의  제올라이트에  가한다.  계속해서  교반하면서,  물로  희석한  2중량부의 폴리옥시에틸
렌도데실에테르를  여기에  붓는다.  분말이  전혀  관찰되지  않을때까지  소량의  물을  사용하여  혼합물을 
제조한다.  혼합물을  버린  후,  증기내에서  건조시켜  1중량%의  화합물  번호  1를  함유하는  미소-입제를 
수득한다. 

[제조예 5]

[입제의 제조]

50중량부의  화합물  번호  3에,  3중량부의  화이트  카아본  및  47중량부의  점토를  가하고,  혼합물을 혼
련기로  미분쇄한다.  2중량부의  미분쇄된  혼합물,  40중량부의  벤토나이트,  43중량부의  점토, 5중량부

의  소듐트리폴리포스페이트  및  2중량부의  분말상 계면활성제라피졸
*
 BB-75(

*
상표,  Nippon  Oil  and 

Fats  Co.,  Ltd.)을  혼련기에  채우고,  혼합물을  완전히  혼합한다.  그런  후,  물을  여기에  가하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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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물을  완전히  혼련하고,  제립기로  제립하고  증기내에서  건조시켜  5중량%의  화합물  번호  3를 함유하
는 입제를 수득한다. 

[시험예 1]

400㎠  단지를  논흙으로  채운다.  바르냐르드  그래스,  물달개비(Monochoria  vaginalis)  및  올챙이 고
랭이(Scirpus  juncoides)의  씨를  흙표면층에  균일하게  파종하고  올미  및  금방동산이의  괴경을 심는
다.  깊이  3㎝에  물을  준다.  또한,  2-엽기의  두개의  벼묘종을  이식한다.  그런  후,  각  시험화합물의 
수화제의  묽은  용액을  각  화합물의  예정된  양으로  적가  사용한다.  사용  20일후,  잡초에  대한  제초 
효과 및 이식된 벼의 시험화합물에 대한 반응을 평가한다. 결과는 표 2에 제시된다.

하기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다.

[제초효과]

0 : 비처리와 동일

1 : 20% 억제

2 : 40% 억제

3 : 60% 억제

4 : 80% 억제

5 : 완전히 시듬

[곡물에 대한 식물 독성]

- : 식물 독성이 없음

±: 식물 독성이 약간

+ : 식물 독성이 조금

++ : 식물 독성이 보통

+++ : 식물 독성이 심함

(이 기준은 하기 평가에서도 사용된다.)

23-8

95-006895



[표 2]

주 : 
*
BAR : 바르냐르드 그래스

       MON : 물달개비

       BUL : 올챙이 고랭이

       SAG : 올미

       CYP : 금방동산이

[시험예 2 : 고산지흙 처리시험]

400㎠  단지를  고산지흙으로  채우고,  슬렌더  아마란트(Amaranthus  viridis),  흰명아주(Chenopodium 
album)  및  좀바랭이(Digitaria  sanguinalis)의  씨를  표면  흙과  혼합하고  밀(Triticum  aestivum), 옥
수수 및 콩의 종자를 3㎝ 깊이에 파종한다.

파종후,  각  시험화합물의  묽은  용액을  흙표면에  화합물의  예정된  양으로  분무한다.  처리  30일후, 잡
초에 대한 제초효과 및 곡물의 각 시험 제초제에 대한 반응을 시험예 1과 동일한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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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다. 결과는 표 3에 제시한다.

[표 3]

주 : 
*
WHE : 밀(Triticum aestivum)

       COR : 옥수수(Zea mays)

       SOY : 콩(Glycine max)

       SLE : 슬렌더 아마란트(Amaranthus viridis)

       LAM : 흰명아주(Chenopodium album)

       LAR : 좀바랭이(Digitaria sanguinalis)

[시험예 3]

[각종 식물에 대한 잎 처리시험(식물 성장 조절자)]

쌀(Oryza  sativa),  보리(Hordeum  vulgare),  프렌치  빈(Phaseolus  vulgaris  L.)  및  양상치를  60㎠의 
다공성 단지에 각각 키우고, 식물의 크기에 따라 솎음한다. 성장 정도를 2∼3 엽기 정도로 
조정하고,  각  시험화합물의  묽은  용액을  분무총을  사용하여  10ℓ/a의  양으로  식물의  잎부분에 적용
시킨다.  처리 30일  후에,  성장 억제를 평가한다.  결과는 표  4에  제시한다.  하기 기준에 따라서 평가
한다.

[높이에 있어서의 성장 억제]

0 : 비처리와 동일

1 : 비처리와 비교하여 약 20%의 성장 억제

2 : 비처리와 비교하여 약 40%의 성장 억제

3 : 비처리와 비교하여 약 60%의 성장 억제

4 : 비처리와 비교하여 약 80%의 성장 억제

5 : 처리후 성장에 있어서 어떠한 진전도 관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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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효과]

G :녹음이 짙어짐

T : 새싹이 틈

M : 기형의 잎

B : 잎이 시듬

[표 4]

주 : 
*
RI : 쌀

BA : 보리

FR : 프렌치 빈

LE : 양상치

[시험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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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에 대한 잎처리 시험]

각 시험화합물의 희석 용액을 200㎠의 다공성 단지에서 키운 묘목밭의 진달래(Rhododendron 
indicum)어린나무(높이 : 25∼35㎝)에 적용시켜 전체 묘목밭의 어린나무가 적당히 
젖게(25ℓ/a)한다.  7일후,  그것을  깎아주고,  2개월  후,  시험예  3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결과
는 표 5에 제시한다.

[표 5]

진달래에 대한 잎처리 시험

[시험예 5]

[밀에 대한 잎처리 시험]

11월초에  일렬로  파종한  밀(Norin  번호  61)밭을  5m×2m의  단위  구획으로  나눈다.  예정된  농도로 희
석된  각  화합물을  순치기  14일전,  즉  4월말에  손분무기를  사용하여  10ℓ/a에  해당하는  양으로  단위 
구획의 전체표면에 분무한다. 분제 및 미소-입제를 손으로 적용시킨다.

6월  중순에,  줄기  길이,  원추화서  길이  및  원추화서의  수  및  단위  면적당  낟알무게를  평균  성장을 
보이는  50줄기에  대해  조사한다.  쓰러짐  정도는  비처리구획에서  중간이고,  쓰러짐  감소  효과가 두드
러지게 관찰되는 구획은 ○으로 표시한다. 결과는 표 5에 제시한다.

수치값은 비처리 면적에 상대적인 백분률 값이고, 괄호안의 값은 실제 측정값이다.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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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에 대한 잎 처리시험

[시험예 6]

[버뮤다 그래스에서의 잎처리 시험]

버뮤다  그래스(T-328품종)을  1m×1m의  구획으로  나눈다.  풀을  베어낸지  5일후,  각  화합물의  묽은 용
액을  손분무기를  사용하여  각  구획에  10ℓ/a에  해당하는  양으로  균일하게  적용시킨다.  적용  10일  및 
20일후, 시험예 3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평가한다.

잎색의 변화는 하기 기준으로 평가한다 :

[잎색]

갈색화됨 : 약간 B-1

                조금 B-2

                대체로 B-3

녹음이 짙어짐 : 약간 G-1

                        조금 G-2

                        대체로 G-3

결과는 표 7에 제시한다.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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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뮤다 그래스에 대한 잎처리 시험에서의 성장 억제

[시험예 7]

[벼에 대한 일처리 시험]

벼묘종(Koshihikart)이  이식기에  의해  이식된  논을  6열×3m의  단위  구획으로  나눈다.  예정된  농도로 
물에  희석된  각  조절자를  순치기  7일전에  분무기를  사용하여  10ℓ/a에  해당하는  양으로  균일하게 분
무한다(고착제를  수화제  및  수용액에  가한다.).  수확  후,  줄기  길이,  원추화서  길이  및  원추화서 무
게를 20체에 대해 측정한다. 결과는 표 8에 제시한다.

수치값은  비처리  구획에  대해  상대적인  백분율  값을  나타내고,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또한 관
찰된  쓰러짐  효과를  0∼4의  5-단계로  평가하여  나타낸다.  또한,  대표적인  구획에서,  마디간의 길이
를 측정한다. 결과는 표 9에 제시한다.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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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에서의 잎 처리 시험

[표 9]

벼에서의 마디간의 길이

[시험예 8]

[나무에 대한 잎처리 시험]

예정된  농도의  화합물  번호  10의  유화  농축물  용액을  가지  친후  새로운  가지가  몇cm정도로  자란때에 

분무총을  사용하여 200cm
2 
및 400cm

2
의  단지에서  자란  각종  나무에  15ℓ/a의  양으로  적용시킨다. 분

무시, 단지를 40cm×50cm의 상자에 넣고, 혼합물을 상자에 균일하게 분무한다.

3개월후, 새로운 가지의 성장을 시험예 3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결과는 표 10에 제시한다.

분무시기에 각 나무의 높이는 하기와 같다.

진달래 :                                                                        25-30cm

희양목(Buxus microphylle) :                                        20-25cm

차이니즈 호토른(Photinia glabra) :                                35-40cm

아벨리아(Abelia Serrata) :                                           40-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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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나무(Euonymus japonicus) :                                  50-60cm

엔키안투스 페를라투스(Enkianthus perulatus) :             30-35cm

포메그라네이트(Punica granatum) :                              30-40cm

주니페루스 키넨시스(Juniperus chinensis) :                  50-60cm

[표 10]

나무의 새로운 가지의 성장 억제

[시험예 9]

[무우에 대한 잎처리 시험]

무우의  꽃  꼭지  발달의  억제를  조사하기  위해,  봄에  파종하고  꽃  줄기  발달  직전까지  자란  조기 성
숙한  무우(Raphanus  sativus)의  밭을  각  분획의  6체의  식물을  포함하도록  구획으로  나눈다.  예정된 
농도의  수화제  및  수용액,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시용농도가  500ppm이  되도록  가하고,  혼합물을 분무
기를 사용하여 각 구획에 10ℓ/a에 해당하는 양을 적용시키고, 미소-입제를 손으로 적용시킨다.

한달후,  각  식물에  대해  시험예  3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결과는  표  11에  제시한다(수치값은 
6체의 평균값이고, 소숫점 두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표 11]

무우의 꽃꼭지 발달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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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예 10]

[비농경지 분무시험]

큰  잡초의  성장  억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울창하게  자란  미스칸투스(Miscanthus  sinensis)  및 골든
로드(Solidago  altissima)의  밭을  2.5×4m의  분무  구획으로  나눈다.  화합물  번호  1의  수화제의  묽은 
용액(0.1%  고착제  함유)  및  화합물  번호  10의  유화  농축물을  물단지를  사용하여  30ℓ/a에  해당하는 
양으로 균일하게 구획에 적용시킨다.

구획내의 미스칸투스 및 골든로드의 평균높이  및 최대높이를 처리시 및 처리 3개월후에 측정한다.

결과는 표 12에 제시한다.

[표 12]

비경작지에서의 잡초 성장 억제

[시험예 11]

[사과에 대한 솎음 시험]

25년생  사과나무(Fuji)의  가지  중에서,  비슷한  가지를  선택하고,  만개한지  20일후,  예정된  농도의 
각  화합물  용액을  분무기를  사용하여  가지에서  분무용액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양으로  전체 가지
에 분무한다. 2개월후, 과일이 열린 정도 및 과일의 직경을 조사한다. 결과는 표 13에 제시한다.

[표 13]

사과에 대한 솎음 시험

[시험예 12]

[사탕수수에 대한 잎처리 시험]

막  익기  시작한  사탕수수  밭을  각  구획이  5체의  식물을  포함하도록  구획으로  나누고,  예정된  농도의 
유효 성분을 갖는 30ml의 용액을 손분무기를 사용하여 각 줄기의 꼭대기 잎의 및 부분에 
적용시킨다.

2개월  후,  즉  수확할때,  비처리  구획에서는  몇몇의  순치기가  관찰되었지만,  각  처리  구획에서는 순
치기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사탕수수를  수확하고  즙을  깐후,  짜낸  액의  당함량을  편광  당함량 측
정기로 측정한다. 결과는 표 14에 제시한다.

[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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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의 당함량 측정결과

[시험예 13]

[콩에 대한 잎처리 시험]

온실에서,  콩(Enrei)을 200cm
2
단지(1체/단지)에서  키운다.  3엽기  초기에,  예정된  농도로  희석되고, 

500ppm의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첨가된  각  화합물을  10ℓ/a에  해당하는  양으로  적용시킨다.  시험을 
구획당  3체에  대해  수행한다.  2개월후,  형성된  꼬투리의  수를  조사한다.  결과는  표  15에 제시한다
(수치값은 3체의 평균이고, 소숫점 2자리 이하에서 반올림한다).

[표 15]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기 일반식(I)의 벤즈아미드 유도 :

(식중,  R은  히드록실,  알콕시,  알콕시알콕시,  알콕시알콕시알콕시,  알케닐알콕시, 알케닐알콕시알콕
시,  알키닐알콕시,  알키닐알콕시알콕시,  모노알킬아미노,  디알킬아미노  또는  O-cat(cat는  무기  또는 
유기 양이온임)이다.)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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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하기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벤즈아미드 유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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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유효량이 하기 일반식(I)의 벤즈아미드 유도체 및 담체를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 성장 
조절제.

(식중,  R은  히드록실,  알콕시,  알콕시알콕시,  알콕시알콕시알콕시,  알케닐알콕시, 알케닐알콕시알콕
시,  알키닐알콕시,  알키닐알콕시알콕시,  모노알킬아미노,  디알킬아미노  또는  O-cat(cat는  무기  또는 
유기 양이온임)이다.)

청구항 4 

식물 성장 조절제로서 사용되는 하기 일반식(I)의 벤즈아미드 유도체.

(식중,  R은  히드록실,  알콕시,  알콕시알콕시,  알콕시알콕시알콕시,  알케닐알콕시, 알케닐알콕시알콕
시,  알키닐알콕시,  알키닐알콕시알콕시,  모노알킬아미노,  디알킬아미노  또는  O-cat(cat는  무기  또는 
유기 양이온임)이다.)

청구항 5 

4-히드록시-N-(2,3-디클로로페닐)-벤즈아미드를  일반식 XCH2 COR(식중,  R은  하기에  정의한  바와  같고 

X는  할로겐원자이다.)의  화합물과  반응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하기  일반식(I)의  벤즈아미드  유도체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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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  R은  히드록실,  알콕시,  알콕시알콕시,  알콕시알콕시알콕시,  알케닐알콕시, 알케닐알콕시알콕
시,  알키닐알콕시,  알키닐알콕시알콕시,  모노알킬아미노,  디알킬아미노  또는  O-cat(cat는  무기  또는 
유기 양이온임)이다.)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4-히드록시-N-(2,3-디클로로페닐)-벤즈아미드를  유기용매내  무기  또는  유기염기 존
재하에서 일반식 XCH2COR의 화합물과 반응시키는 제조방법.

청구항 7 

4-(2,3-디클로로페닐카르바모일)-페녹시아세틸클로라이드를  일반식  RH(식중,  R은  하기에  정의한 바
와 같다)의 화합물과 반응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하기 일반식(I)의 벤즈아미드 유도체의 제조방법.

(식중,  R은  히드록실,  알콕시,  알콕시알콕시,  알콕시알콕시알콕시,  알케닐알콕시, 알케닐알콕시알콕
시,  알키닐알콕시,  알키닐알콕시알콕시,  모노알킬아미노,  디알킬아미노  또는  O-cat(cat는  무기  또는 
유기 양이온임)이다.)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4-(2,3-디클로로페닐카르바모일)-페녹시아세틸클로라이드를  수용액  또는 유기용매
내 무기 또는 유기 염기 존재하에서 일반식 RH의 화합물과 반응시키는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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