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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Objectives)

쥐오줌풀(Valerian fauriei Briquet)은 뿌리 및 뿌리줄기를 한약재(길초근)로 이용하는 약

용작물로서 뿌리에 신경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kessglycol diacetate,

kessglycol 8-monoacetate 등의 성분이 향정신성 신경안정제로 이용되고 있는데, 쥐오줌

풀의 농가 재배기술이 확립되어져 있지 않고, 관행적으로 뿌리의 분근에 의해 재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쥐오줌풀 종자번식 방법의 확립을 위하여 채종, 발아, 육묘,

이식기술 등에 대한 연구결과와 재배법을 확립하였기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함

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공시재료 : 쥐오줌풀 종자

○ 처리내용

- 채종시기 : 2011년 6월 상순~7월 상순, 채종장소 : 강원 평창 진부

- 종자저장 : 종자봉투를 지퍼백에 넣어 상온(15~20℃), 냉장(2~4℃), 냉동(-20℃)

- 파종시기 : 육묘용 트레이(200공)에 2012년 2월중순(2. 15)~3월하순(3. 29), 1주일간격

파종

- 육묘관리 : 파종후 1일 1회 관수, 파종후 제2본엽이 출현하는 1개월후부터 솎음

작업

- 본포정식 : 2012년 3월 하순(3. 27), 4월 상순(4. 6), 중순(4. 16)

실험결과 (Results)

○ 쥐오줌풀 번식은 뿌리의 뇌두부분을 갈라서 심는 분근번식의 경우, 정식후 활착이 된

당년 4~5월에 개화가 되나 채종을 위해서는 前年度에 정식하여 월동한 식물체가 당

년에 뿌리가 고사하면서 형성된 화뢰가 結實 되었을 때 망사자루를 꽃대에 씌워 채

종하면 온실재배는 6월경, 노지재배는 7월경에 채종이 가능함.

○ 채종된 종자는 당년 8~9월경 파종도 가능하며, 익년 봄파종은 3월 상순에 200공 육묘

트레이(200공 이하도 가능)에 채소육묘용 상토를 채운후 1공당 3~5립을 파종하고 종

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토를 얇게 복토한 후 15~20℃정도로 전열가온 되는 비닐

하우스에 상치하여 비닐 및 보온덮개로 터널식활죽을 피복 후, 트레이가 마르지 않도

록 1일 1회 관수를 하면 파종후 1주일 후부터 발아가 시작되어 발아 후 약 1개월 후

부터 육묘이식이 가능하나, 이 때 파종하는 종자는 상온저장 기간이 7개월 이상 되어

발아율이 50%정도로 낮으므로 3~5립의 다립 파종을 권장함.

○ 묘상 관리는 비닐하우스내의 묘상 활죽에 피복한 비닐과 보온덮개를 야간에 덮고, 주

간에 열어서 관리하며, 바깥 기온이 평균 10℃정도 되는 3월 하순~4월 상순부터는 전

열보온을 하지 않아도 됨. 파종후 7~10일경부터 제1본엽이 나오며, 솎음작업은 파종

후 1개월 정도 지나, 제2본엽이 나올 무렵부터 실시. 발아적온은 25~3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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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밭은 기비(N-P2O5-K2O=6-6-6kg/10a 및 퇴비 2톤/10a)후 경운·정지 된 토양에 휴

폭 90cm, 고랑폭 30cm 두둑 조성, 흑색비닐 피복 후, 1개월 이상 육묘된 묘를 4월

중·하순경 조간 60cm, 주간 20cm 간격으로 정식·관수 하면 입모율 95%이상 임.

시험성적

Table 1. Optimum germination and storage temperature of seeds of Valeriana fauriei Briquet.

Division
Temperature condition Seed storage condition for 2 months
15℃ 20℃ 25℃ 30℃ 15~20℃ 2~4℃ -20℃

Germination rate(%) 21.9 31.1 37.7 45.5 38.0 35.5 35.4
Day to first leaf 4 4 3 3 38.0 35.5 35.4

Table 2. Germination rate on nursery by storage temperatures of seeds of Valeriana fauriei Briquet.

Seed storage condition Room temp.(15~20℃) Refrigerate temp.(2~4℃) Freeze temp.(-20℃)
Germination rate(%) 41.2 41.1 41.0
Day to first leaf 7 7 7

Table 3. Germination rate by nursery seeding dates of seeds of Valeriana fauriei Briquet.

Division
Seeding date at nursery

Feb. 15 Feb. 22 Feb. 29 Mar. 6 Mar. 14 Mar. 21 Mar. 29
Germination rate(%) 32.3 33.3 43.7 71.7 52.3 51.0 54.0
Day to first leaf 7 9 8 7 7 7 10

Table 4. Seedling stand rate by planting times of seedlings of Valeriana fauriei Briquet.

Division
Planting time at upland

Mar. 27 Apr. 6 Apr. 16
Seedling stand rate (%) 74.5 92.0 98.5

Fig. Process on seed cultivation of Valeriana fauriei Briquet.

Flowering status on May 25 Seed harvesting process Seed drying process

Seeding & germinating status Seedling status at nursery Planting and seedling stat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