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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황해쑥(Artemisia argyi Lev. et Sav.)은 다년생 초본 식물로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대한약전(2009)에서는 황해쑥(A. argyi Lev.), 쑥(A. princeps Pump), 산쑥(A.

montana L.) 3종을 애엽(艾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방에서는 황해쑥을 지혈, 지통, 간

염, 간경화 등의 질병치료에 이용되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황해쑥의 주요 성분인

eupatilin에 의해 항궤양, 항암, 항산화, 항알러지 작용 등을 과학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애엽의 생리활성 물질로는 isocoumarin, coumarin, diterpenlactone, hellandrene, couprol,

cadinene, cineol, artemisinin 등 외에 eupatilin, jaceosidin, apigenin, piogenin, eupafolin

등 다수의 flavonoids을 함유하고 있다. 하지만 황해쑥은 몇몇 생리활성이 규명되어 졌으

며, 일부 작물학적 평가가 실시되어 졌지만, 농가 소득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황해쑥을 신소득 작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적정 수확시기와

이에 따른 항산화 효과를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실험재료

- 자원수집 : 2008년에 서해안 일대에서 수집하여 인삼특작부 자원보존포에 보존․증식

하였다.

- 공시재료 : 황해쑥(Artemisia argyi Lev. et Sav.)

- 재배지역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시험포

- 수확시기 : 7월 15일, 8월 15일, 9월 15일, 10월 15일

◦ 실험방법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에서 보유한 황해쑥은 2012년 3월 초에 파종하여 온실에서 육묘

관리 하였다. 시험포의 정식은 5월 초순에 하였으며, 수확시기는 7월 15일, 8월 15일, 9월

15일, 10월 15일로 1달 간격으로 수확하였다. 또한 개화기 전후로 수집하여 총 페놀함량,

DPPH 소거능 등 항산화활성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1. 황해쑥의 수확시기에 따른 수확량을 월별 비교해 본 결과 7월 이후 개체의 수량이 급

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9월까지 수량이 증가하다가 10월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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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화 전과 개화 후 DPPH 소거능은 IC50을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모든 부위에서 개화

전보다 개화 후 IC50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3. 개화기에 따른 부위별 총 페놀의 함량은 개화 전 잎에서 최대함량을 나타내었고, 개화

후에는 잎에서 총 페놀함량이 감소하였다. 또한 뿌리와 줄기에서는 개화 전 보다 개화

후 페놀 함량이 2배 정도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시험성적

Table 1. Agronomic characteristics of according to harvest time of A. argyi

Harvest

day

Plant

length

(cm)

Root Fresh

weight

(g/plant)

Dry stem

weigh

(g/plant)

Dry leaf

weight

(g/plant)

Dry Root

Weight

(g)

Dry yield

(㎏/10a)

Dry yield

(㎏/10a)

length

(㎝)

diameter

(㎜)
root matter

15. July 102.7 15.3 7.2 61.7 17.00 12.33 3.7 111 741b

15. Aug. 133.4 23.0 8.9 99.9 35.11 23.11 9.4 282 1,317
a

15. Sep. 137.6 20.7 9.2 87.2 33.00 22.33 11.1 333 1,449a

15. Oct. 132.7 21.3 9.5 81.2 28.33 18.00 11.2 336 1,269a

Table 2. Antioxidant activity of according to flowering of A. argyi

　
Before flowering(Aug.) After flowering(Oct.)

Root Steam Leaf Root Steam Leaf

Total phenol

contents(g%)
0.28 0.27 0.66 0.49 0.55 0.51

IC50(㎎/㎖) 0.50 0.87 0.61 0.30 0.58 0.39

Fig. 1. Growth and amount of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harvest time of A. argyi.

Fig. 2. Scavenging activity on DPPH radical and total phenol contents of according to

flowering of A. argy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