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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mixed organic fertilizer (MOF) application on the growth, 

yield, soil chemistry change, and bio-active component of Saururus chinensis Baill in paddy cultivation under 

organic cultivation practice. Saururus chinensis Baill were cultivated with five levels of MOF application 

including 50% treatment based on the nitrogen content of the soil test fertilization recommendation. The plant 

length increased with the increased MOF application, and the fresh weight of the above-ground part was the 

highest in the 100% MOF treatment and the rhizome was the highest in the 125% MOF treatment. Among soil 

chemistry, pH was lowered, and available phosphorus increased as the MOF application rate increased. 

Phosphorus and potassium contents in the leaves increased with the MOF rate. The bio-active component 

(quercetin) in the leaves also increased proportionally with the MOF rate, In the rhizome, the content of 

quercitrin showed an opposite pattern to the above-ground part. The MOF for obtaining the highest yield of 

Saururus chinensis Baill were 100% MOF for the above-ground part and 150% MOF for the rhizome.

Keywords: Mixed organic fertilizer, Organic, Paddy, Saururus chinensis Baill

Yield of Saururus chinensis  Baill as influenced by different amounts of mixed organic fertilizer.

Treatment
Wt. of fresh leaves

(g m-2)

Wt. of dry leaves

(g m-2)

Wt. of fresh rhizome

(g m-2)

Wt. of dry rhizome

(g m-2)

MOF† 50% 2,330 c‡ 370 b 4,530 c 770 c

MOF 75% 2,580 b 400 ab 4,900 bc 833 bc

MOF 100% 2,720 a 440 a 5,200 b 890 b

MOF 125% 2,640 ab 425 ab 5,780 a 985 a

MOF 150% 2,560 b 420 ab 5,300 ab 900 ab

†MOF: Mixed Organic Fertilizer.
‡Values within columns having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5 as determined

by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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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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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삼백초 (삼백초, Saururus chinensis Baill)는 후추목 삼백초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습지에서 잘 자라며 (Kim 

et al., 2019), 꽃이 필 무렵 윗부분 잎 2 - 3개가 백색을 띠고 뿌리와 꽃도 백색을 띠므로 삼백초라 일컬어 진다 (Meng 

et al., 2016).

삼백초의 주요 정유성분은 methyl-n-nonyl-ketone이며, 잎에는 quercetin quercetrin, isoquercetrin, avicularin, 

rutin 등이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유기산, 당류 및 hydrolyzable tannin이 함유되어 있다. 이중 quercetin, quercetrin

은 플라노보노이드의 일종으로 항균 및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며 (Kim et al., 2005; Shin et al., 2008) 

줄기는 소종해독 (消腫解毒), 청열이수 (淸熱利水), 및 항암에 효과가 있으며, 뿌리는 화농성 유선염, 옹 (癰), 방뇨후

의 요도통, 성인병,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Lee et al., 2002). 삼백초 재배에 관한 연구로는 파종시기

와 재식밀도 (Nam et al., 2006b), 종근 사용방법 (Park et al., 1998), 월동피복재 효과 (Nam et al., 2005, 2006a), 삼백

초의 생육특성 (Park et al., 1999), 3요소 시비적량 구명 (Kim et al., 2002)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유기재배

나 논 재배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벼 재배면적은 779천 ha (2016)에서 711천 ha (2018)로 감소 추세이며,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995년 106.5 

kg에서 2015년 62.9 kg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상기후 등에 따라 쌀 부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국제 곡물가가 급

등할 수 있으므로, 식량사정에 따라 논과 밭으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논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Han et al., 

2017). 논을 밭으로 이용하면 입단형성, 지력 증진, 통기성 증가, 병충해 억제, 수량증대 효과 (Lim et al., 2014; Youn 

et al., 2015)가 있지만 밭 작물을 논에 재배할 때 논 토양 특성에 따른 배수조건, 토성 등과 파종시기 및 강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습해 피해가 밭 재배에 비하여 높게 발생한다. 삼백초는 수분이 충분하고 토심이 깊은 곳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논에서 재배하기에 적합한 작물이다. 또한 최근에 건강관리와 면역력에 대한 이슈로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작물과 다르게 삼백초는 재배 중 병해충이 적어 유기농업으로 재

배하기에 적합한 특용작물이다. 유박비료는 일반 가축분 퇴비보다 질소비료 성분이 높고, 완효적인 비료효과가 있어 

(Moon et al., 2017) 유기농가에서 선호하고 있으나 과용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적량의 시용량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삼백초 논 재배시 유기재배를 위한 적정 유박 시용량을 설정하고

자 시험을 수행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삼백초 논 재배시 혼합유기질 비료 (이하 유박) 시용이 삼백초의 생육, 수량, 양분흡수 및 토양특성에 미치는 영향

을 구명하기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의 논 포장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퇴비와 밑거름은 토양검정에 의한 농촌

진흥청 삼백초 시비기준 (N-P2O5-K2O-퇴비 = 5.7-2.9-4.7-1,500 kg 10a-1)에 따라 혼합유박비료를 질소기준으로 환

산하여 50, 75, 100, 125, 150%의 5수준으로 전량 기비로 처리하였고, P2O5와 K2O의 과부족분에 대한 별도의 처리는 

하지 않았으며 난괴법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삼백초는 종근 직경이 1 cm (±0.2) 정도의 근경을 5 cm 정도로 잘라서 사용하였으며, 재식거리를 휴

폭 1 m, 주간 20 cm으로 4월 15일에 정식하고 볏짚으로 피복하여 관리하였다. 삼백초 지상부 생육은 생육이 균일한 

지점에서 20주에 대하여 초장, 절간장, 절수, 생중 등을 조사하였고, 엽록소 값은 Chlorophyll Meter (SPAD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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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lta Cameta Co., Ltd., Oskar,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당함량은 당도계 (Atago, PAL-1, Japan)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삼백초 지하부는 단위면적당 뿌리를 수확하여 물에 세척하여 물기를 제거하고 조사하였다. 삼백초

의 수량은 수확한 잎과 뿌리를 물에 씻어 흙을 제거 후 벌크 건조기로 40°C로 건조시킨 후 자연 상태에서 1일 음건한 

다음 측량 조사하였다. 그 외 조사는 농촌진흥청 농사시험연구 조사기준 (RDA, 2003)에 준하였다.

토양 및 식물체분석 토양화학성 분석은 표토 0 - 20 cm 깊이의 토양을 Soil augar (1.5 inch, Eijkelkamp, 

Netherlands)를 이용하여 채취하였고, 음지에서 자연 건조시킨 후 2 mm 체를 통과한 토양을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국립농업과학원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NAAS, 2010)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토양의 pH와 EC는 시료와 증류수를 

1:5의 비율로 혼합하여 30분간 진탕한 후 pH는 pH meter (Radiometer M-92, Denmark)로 측정하였으며, 유기물 함

량은 Tyurin법, 유효인산은 Lancaster법으로 비색계 (Varian Carry 50, Australi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치환성 양

이온 K, Ca, Mg는 1N ammonium acetate로 침출하여 ICP (Varian Vista-Pro, Australia)로 분석하였으며, 토성은 

Micropipette법으로 입경분포를 조사하여 미국농무성 (USDA)의 분류체계에 따라서 결정하였다 (Miller and Miller, 

1987). 식물체중의 무기성분 분석을 위하여 삼백초 엽과 뿌리를 채취하여 증류수로 수세하여 70°C에서 48시간 건조 

후 분쇄하여 시료로 이용하였다. 식물체는 H2O2-H2SO4로 습식 분해하여 인산은 Vanadate법, K, Ca, Mg는 ICP 

(Varian Vista-Pro, Australia)로 분석하였으며, T-N는 열전도도검출기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TCD)의 원리

를 이용한 질소분석기 (Vario Max, Germ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혼합유박의 비료성분 분석은 농촌진흥청 비료

관리법령 및 관련규정집 (RDA, 2009)에 따라 유기물함량, 질소, 인산, 칼리 함량을 분석하였다.

삼백초 약효성분 분석 삼백초의 약효성분인 quercetin, quercitrin을 추출하기 위하여 시료 (0.5 g)에 70% 메탄

올 (5 mL)을 넣은 후 진탕추출기로 상온에서 12시간 추출하였다. 원심분리 후 상층액은 정성분석하기 위하여 

UPLC-Q-TOF MS (Waters, Milford, MA, USA) 분석하였다. 14,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충액은 

Acquity UPLC BEH C18 column (2.1 mm × 100 mm, 1.7 um; Waters, USA)에 주입하였으며 이동상은 0.1% formic 

acid를 함유하고 있는 물 (A)과 0.1% formic acid를 함유하고 있는 acetonitrile (B)로 flow rate은 0.35 mL min-1이며 

컬럼온도는 40°C이다. 컬럼을 통과하여 나온 eluents는 negative electrospray ionization (ESI)와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RM) mode를 갖고 있는 Q-TOF MS로 분석하였다. Q-TOF MS data의 scan range는 50 - 1,500 m z-1, 

scan time은 0.2 s, capillary와 sampling cone voltages는 3 kV와 20 V, desolvation flow rate은 900 L h-1, desolvation 

온도는 400°C, source 온도는 100°C이다. Leucine-enkephalin ([M-H] = 554.2615)는 lock mass을 위한 reference 

compound로 사용되었으며 10 s당 분석되었다. Quercetin과 quercitrin 분석을 위한 precursor ion와 product ion은 각

각 m z-1 447.09와 m z-1 301이며 m z-1 301.03와 m z-1 151이며 MS/MS spectra은 collision energy ramp (10 to 30 

eV), m z-1 50 - 1,500 조건하에서 얻었다. m z-1, retention time, ion intensity를 포함하는 mass spectrometry data 프

로세싱은 UNIFI software version 1.9.2.045 (waters)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표준물질로 quercetin, quercitrin을 

사용하였다.

통계처리 각 분석항목에 따른 실험결과는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고, 처리간의 유의성

을 검정하기 위하여 SAS 프로그램 (SAS, ver 9.1, SAS Institute, USA, 1998)을 이용하여 던칸의 다중검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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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유기질 비료 및 토양 특성 시험에 사용한 유기질 비료는 혼합유박으로 피마자 60%, 채종유박 20%, 미강 

15%, 골분 5% 입상형태의 비료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비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각 성분별 함량은 유기물 70%, 

질소 4.1%, 인 2.2%, 가리 1.3%를 나타내었으며, OM/N 율은 17.1% 이었다 (Table 1).

Table 1. Chemical components of mixed expeller cake fertilizer.

OM

(%)

T-N

(g kg-1)

P2O5

(g kg-1)

K2O

(g kg-1)

CaO

(g kg-1)

MgO

(g kg-1)

OM/N

(%)

70.0 41.1 22.1 12.5 7.6 3.1 17.1

시험 전 토양의 화학적 특성은 농촌진흥청의 작물별 비료사용처방 기준 (NAAS, 2017)에서 제시하는 삼백초 

(Saururus chinensis Baill)의 적당한 토양에 비하여 pH, 토양유기물 함량, 치환성양이온 K+은 낮았고, 유효인산, 치환

성양이온 Ca2+ 및 Mg2+는 적정한 범위에 있었다 (Table 2).

Table 2. Chemical properties of soil in the experimental field.

pH

(1:5)

EC

(dS m-1)

OM

(g kg-1)

Avail. P2O5

(mg kg-1)

Exch. cation (cmolc kg-1)

K Ca Mg

5.9 0.2 15 156 0.60 5.2 0.7

지상부 생육특성 삼백초 수확 전에 지상부의 초장, 줄기직경, 분지수 등을 조사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유박 100% 처리에서 초장은 83.5 cm으로 가장 컸으며, 줄기 직경은 9.2 mm으로 가장 두꺼웠다. 엽장은 유박 시용량

이 많을수록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엽폭은 유박 50% 처리를 제외하고는 유박 시용량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아 Kim et al. (2002)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분지수는 유박 증시에서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Kim (1996)이 황

금 재배시 분지수는 증비에서 2.3 - 3.5개가 많았다고 한 결과와 비슷한 경향이었다. 엽색도는 38.8 - 40.7로 나타났지

만, 유박 시용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Growth parameters of Saururus chinensis  Baill above ground parts as influenced by different amounts of 

mixed organic fertilizer.

Treatment
Plant height

(cm)

Stem diameter

(mm)

Leaf length

(mm)

Leaf width

(mm)

No. of branches 

(ea plant-1)

SPAD

(value)

MOF† 50% 72.1 b‡ 7.5 c 13.6 b 9.2 b 1.9 b 39.9 a

MOF 75% 77.0 ab 8.4 b 14.0 ab 9.5 a 2.2 ab 40.2 a

MOF 100% 83.5 a 9.2 a 14.8 a 9.7 a 2.6 a 40.6 a

MOF 125% 84.1 a 9.2 a 14.9 a 9.6 a 2.6 a 40.6 a

MOF 150% 83.4 a 8.9 ab 14.3 ab 9.6 a 2.5 a 40.3 a

†MOF: Mixed Organic Fertilizer.
‡Values within columns having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5 as determined by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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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부 생육특성 Table 4는 삼백초 지하부의 생육 상황을 나타내었다. 근경수는 유박 시용량 150% 처리에서 

7.8개로 가장 많았으며, 근경 굵기는 유박 시용량 125% 처리까지는 시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근경길이는 57 - 64 cm 수준이었으며 유박 시용량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4. Growth parameters of Saururus chinensis  Baill rhizome as influenced by different amounts of mixed organic 

fertilizer.

Treatment
No. of rhizome

(ea plant-1)

Rhizome diameter

(cm)

Rhizome length

(cm)

MOF† 50% 6.5 c‡ 1.2 b 57 a

MOF 75% 6.9 bc 1.4 ab 60 a

MOF 100% 7.2 b 1.7 a 62 a

MOF 125% 7.7 a 1.7 a 62 a

MOF 150% 7.8 a 1.5 ab 64 a

†MOF: Mixed Organic Fertilizer.
‡Values within columns having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5 as determined by DMRT.

지상부 및 지하부 종근 수량 삼백초의 지상부 수량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지상부 수량은 유박 100% 처리

에서 가장 높았으며, 지하부의 수량은 유박 125% 처리에서 가장 높은 수량을 보여 지하부와 지상부의 최고 수량을 나

타내는 유박 시용량은 다르게 나타났다. Lee et al. (1987)은 겨자무의 3요소 시험에서 뿌리의 건물비율이 인산과 칼리

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향이 없었으며, 질소에 있어서는 증시할수록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

고, Park et al. (1997)도 황금의 건근 비율이 무비구 > 소비구 > 증비구 순으로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유박 125% 처리에서 가장 높은 건근 수량을 보여 이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작물의 시비량을 산출하기 위

해서는 최고 수량보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시비관리가 필요한데, 경제적 수준의 적정시비량은 경제적 이윤을 고

려하여 최고 수량의 95%를 낼 수 있는 시비량이다 (Kwak et al., 2001). 유박 시용량에 따른 삼백초의 지상부와 지하

부 수량을 고려해 볼 때 논 재배시 유박 100% 처리량 정도의 유박비료 시용 기준으로 활용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5. Yield of Saururus chinensis  Baill as influenced by different amounts of mixed organic fertilizer.

Treatment
Wt. of fresh leaves

(g m-2)

Wt. of dry leaves

(g m-2)

Wt. of fresh rhizome

(g m-2)

Wt. of dry rhizome

(g m-2)

MOF† 50% 2,330 c‡ 370 b 4,530 c 770 c

MOF 75% 2,580 b 400 ab 4,900 bc 833 bc

MOF 100% 2,720 a 440 a 5,200 b 890 b

MOF 125% 2,640 ab 425 ab 5,780 a 985 a

MOF 150% 2,560 b 420 ab 5,300 ab 900 ab

†MOF: Mixed Organic Fertilizer.
‡Values within columns having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5 as determined by DMRT.

식물체 무기성분 함량 Table 6은 수확한 삼백초 엽을 건조 후 분쇄하여 무기성분을 조사한 결과이다. 삼백초 

엽중의 N 함량은 유박 시용량 125% 처리까지는 유박 시용량이 많을수록 증가하였으며 유박 시용량 150% 처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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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함량이 감소하여 과량을 시비할 경우 전량 흡수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흡수 이용 되고, 나머지는 토양에 남거나 휘

산, 용탈, 탈질 등에 의해 손실된다는 보고 (Park, 2000)처럼 본 시험에서도 과량의 유박 시용이 식물체로의 흡수로 이

행되지는 않았다. P2O5와 K는 유박 150% 처리에서 가장 높았으며, 질소와 달리 유박 150% 처리에서도 높아져 어느 

정도의 유박을 처리하면 흡수가 감소될지는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CaO와 MgO는 유박 100% 

처리 미만에서는 유박 시용량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이상의 유박 시용량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6. Selected nutrient contents in leaves of Saururus chinensis  Baill as influenced by different amounts of mixed 

organic fertilizer.

Treatment
N

(%)

P2O5

(%)

K2O

(%)

CaO

(%)

MgO

(%)

MOF† 50% 1.43 b‡ 0.61 b 2.63 b 1.33 b 0.73 b

MOF 75% 1.42 b 0.61 b 2.65 b 1.36 ab 0.73 b

MOF 100% 1.48 ab 0.67 a 2.70 a 1.36 ab 0.79 a

MOF 125% 1.53 a 0.64 a 2.72 a 1.37 ab 0.82 a

MOF 150% 1.50 a 0.68 a 2.75 a 1.40 a 0.82 a

†MOF: Mixed Organic Fertilizer.
‡Values within columns having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5 as determined by DMRT.

삼백초 뿌리를 건조 후 분쇄하여 무기성분을 조사한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삼백초 뿌리의 N, K2O 함량은 

유박 시용량이 많을수록 증가하였으며 P2O5는 유박 시용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N과 K2O 와는 반대

의 양상을 보였다. CaO는 0.53 - 0.55% 및 MgO는 0.41 - 0.43% 수준으로 처리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7. Selected nutrient contents in Rhizome of Saururus chinensis  Baill as influenced by different amounts of mixed 

organic fertilizer.

Treatment
N

(%)

P2O5

(%)

K2O

(%)

CaO

(%)

MgO

(%)

MOF† 50% 0.31 b‡ 0.44 a 1.67 b 0.53 a 0.41 a

MOF 75% 0.33 ab 0.42 a 1.68 ab 0.54 a 0.41 a

MOF 100% 0.35 ab 0.39 ab 1.72 ab 0.55 a 0.43 a

MOF 125% 0.38 a 0.36 ab 1.83 a 0.53 a 0.42 a

MOF 150% 0.40 a 0.34 b 1.78 ab 0.54 a 0.42 a

†MOF: Mixed Organic Fertilizer.
‡Values within columns having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5 as determined by DMRT.

토양화학성 변화 유박 시용에 따른 토양화학성 변화를 검토하고자 삼백초 시험 후 토양화학성을 조사한 결과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pH는 작물의 양분 흡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소들의 이용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pH의 

영향은 매우 광범위 하다 (Marschner, 1995; Walter et al., 2000). 유박을 시용한 후 유박 시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토

양 pH 낮아졌고 특히 유박 150% 처리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유박 50% 처리와 75% 처리는 감소폭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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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en and Theobald (1995)는 유박 시용에 의해 무기화에 의해 생성된 암모니아태 질소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아

질산 및 질산태 질소로 전환됨에 따라 수소이온의 방출 및 유기산의 생성으로 pH가 낮아 졌다고 보고하였다. 토양 전

기전도도 (EC)는 유박 시용량 증가에 의해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 Cho (2005)의 결과와 같은 경향이었다. 이러한 결과

로 보아 질소무기화가 진행함에 따라 토양 pH가 낮아 졌으며 EC는 다소 증가하였다. 토양 유기물 함량과 인산 함량은 

유박 시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Cho (2005)는 과량의 유박시용은 인산축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하

였다. 인산이 축적되면 활성철, 알루미늄, Na+, K+, Mg2+, Ca2+, Fe, Zn, Mn 등과 결합하여 난용성염을 형성하여 작물

의 생육과 수량이 감소되고 염기흡수가 억제되어 생리장해가 발생 된다 (Dolfing et al., 1999; Pant and Warman, 

2000). Ahn et al. (2015)은 삼백초 시비량 시험에서 시험 후 인산함량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험 후 인산함량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유박중에 함유된 인산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치환성 양이온 K+, 

Ca2+는 증가하였으나 Mg2+는 처리간에 차이가 없었다.

Table 8. Changes of soil chemical properties at harvesting stage of Saururus chinensis  Baill as influenced by different 

amounts of mixed organic fertilizer.

Treatment
pH

(1:5)

EC

(dS m-1)

OM

(g kg-1)

Avail. P2O5

(mg kg-1)

Exch. cation (cmolc kg-1)

K Ca Mg

MOF† 50% 5.7 a‡ 0.22 c 21 b 165 b 0.57 b 4.5 b 0.7 a

MOF 75% 5.7 a 0.32 b 21 b 176 ab 0.60 b 5.0 ab 0.6 a

MOF 100% 5.5 ab 0.45 ab 26 ab 182 ab 0.65 ab 5.3 ab 0.7 a

MOF 125% 5.4 ab 0.54 ab 28 ab 193 ab 0.75 ab 5.4 a 0.7 a

MOF 150% 5.3 b 0.60 a 30 a 224 a 0.84 a 5.4 a 0.7 a

†MOF: Mixed Organic Fertilizer.
‡Values within columns having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5 as determined by DMRT.

잎 및 뿌리 중의 유효성분 함량 삼백초의 주요 약효성분인 flavonoid 화합물인 quercetin, quercitrin 성분량

이 유박 시용량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 조사하였다 (Table 9). 잎에서의 quercetin은 유박 125% 처리 까지는 유박 시용

량이 많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뿌리에서는 유박 시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Lee 

et al. (2001)은 퇴비 시용량이 증가하면 생육이 좋아지고, quercetin, quercitrin, tannin 함량이 증가하다가 일정량 이상

Table 9. Concentrations of quercetin and quercitrin in leaves and rhizome of Saururus chinensis  Baill as influenced by 

different amounts of mixed organic fertilizer.

Treatment
Quercetin (ug g-1) Quercitrin (ug g-1)

Leaves Rhizome Leaves Rhizome

MOF† 50%   9,227 c‡ 0.645 a 3,018 ab 1.97 b

MOF 75%   9,663 bc 0.577 ab 2,991 b 2.36 ab

MOF 100% 13,265 ab 0.510 b 3,209 ab 2.20 ab

MOF 125% 13,807 a 0.356 bc 3,217 a 2.10 ab

MOF 150% 11,448 b 0.350 c 3,182 ab 2.62 a

†MOF: Mixed Organic Fertilizer.
‡Values within columns having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5 as determined by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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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Ahn et al. (2015)은 삼백초의 유효성분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N 100 - 150% 처리에 

퇴비를 혼합처리하면 효과가 높을 것이라 보고하였다. 삼백초의 quercitrin 함량은 잎과 뿌리에서 일정한 경향을 나타

내지 않았으며 잎에서는 유박 100% 처리, 뿌리에서는 유박 150% 처리에서 가장 높았다.

Conclusions

본 시험은 삼백초 유기재배를 위한 논 재배시 유박 시용이 삼백초의 생육, 수량, 토양화학성 변화 및 삼백초의 유효

성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유박 시용량을 토양검정시비량의 질소함량을 기준으로 50% 처리 

등 5수준을 두어 삼백초를 재배하였다. 삼백초 지상부 생체중은 유박 100% 처리에서 가장 높았으며 지하부 생체 수

량은 유박 125% 처리에서 가장 높았다. 토양화학성 중 pH는 유박 시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낮아졌으며 유효인산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삼백초 식물체 엽중 무기성분 함량은 P2O5 및 K2O는 유박 시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삼백초 엽에서의 유효성분 quercetin은 유박 시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뿌리

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quercitrin은 엽과 뿌리에서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삼백초 논 재배시 지

상부 수량은 유박 시용량 100% 처리, 지하부 수량은 유박 시용량 125% 처리에서 각각 가장 높은 수량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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