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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건강에 대한 경각심 확대가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나

면서 건강기능식품 소비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20년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국

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4조 6,000억을 형성하는 것으

로 조사하였다. 건강 기능성 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식품을 말하는데, 식

물 추출물을 원재료로 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건강의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건강 기능성식품 관련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된다. 

현재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 식물의 기능성 물질을 활

용하여 식품적 가공이나 제품으로 개발을 통해 이용하고자 하

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Lee 등, 2018), 소비자들의 이

목이 건강에 초점을 두면서 면역력 증진, 항암효과, 항바이러

스 효과 증대 등 건강을 위한 식물의 식품소재로서의 이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ha 등, 2014).

꿀풀과(Lamiaceae)에 속하는 배초향(Agastache)속 식물

은 다년생 초본으로 북미에 22종과 동아시아 지역인 한국 및 

중국에 1종이 서식하고 있으며(Zielinska 등, 2014), 우리나

라에서는 향신료와 약초용으로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Ahn과 Yang, 1991). 이러한 배초향(Agastache)속 식

물은 외부의 환경 스트레스, 해충 침입 및 병원균 유입 등을 방

어하는 이차대사산물(Secondary metabolite)인 페닐프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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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select the right species among Agastache in the family Lamiaceae as the 

result of growth analysis and functional substance analysis. Among 22 species of Agastache, five species (Agastache 

cana, Agastache foeniculum, Agastache rugosa ‘Spike Blue’, Agastache rugosa ‘Spike Snow’, Agastache rupestris) 

were selected by referring to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s plant hardiness zone area and Korea’s 

one based on USDAs. These plants were cultured at 24 ± 1°C and 18 ± 1°C (day and night temperatures, respectively) 

and 65 ~ 75% relative humidity in a hydroponic culture system for 4 weeks. In terms of growth analysis experiment, stem 

length, root length, leaf width, leaf area, leaf number, SPAD value, and fresh and dry weights of shoots and roots were 

measured. The results showed that A. rugosa SS and A. rugosa SB have a higher overall balance value than other species. 

When compared functional substance value (rosmarinic acid, tilianin, and acacetin) of five species, A. rugosa SS and A. 

rugosa SB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species in Agastache. It seems to be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growth 

analysis results. When considering the growth and functional substance part comprehensively, A. rugosa SS and A. 

rugosa SB are the most optimal high-value species among Agast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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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드(Phenylpropanoid)화합물 함유량이 크다고 알려져 있

다(Han, 1987; Bourgaud 등, 2001). 그리고 폴리페놀(poly-

phenol) 화합물이면서 타닌(tannin) 유형인 rosmarinic acid 

(RA)는 꿀풀과 식물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함유량을 보이고 

있는데(Hakkim 등, 2007), 이러한 RA가 식물의 병원균과 초

식동물로부터의 방어 화합물의 역할을 해줌으로써(Ellis와 

Towers, 1970) 항바이러스, 항염제, 항진성 및 항균성 등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한다(Cuvelier 등, 1996; Chen과 Ho, 

1997; Takeda 등, 2002). 또한, 플라보노이드(flavonoid)계

통 화합물인 tilianin 함유량도 많다고 보고되었는데(Han, 

1987), 이러한 식물 내 tilianin 추출 성분은 인체 내 혈관 콜레

스테롤 축적 방지, 항염 및 항암 등의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었

다(Hong 등, 2001; Nam 등, 2006). 이렇듯, 배초향은 건강 기

능성식품의 소재종으로써 이용 가치가 높으며 적정한 선발 또

는 품종 개발 및 생산 기반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라 판단된다.

식물의 생육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광, 온도, 습

도, CO2 농도, 토양의 양수분 조건 등의 재배적 요인과, 기능

성 물질 축적과 관련된 생물적(biotic) 또는 비생물적 스트레

스(abiotic stress) 조건은 배초향의 생산성과 품질에 절대적

인 영향을 미친다. 배초향(Agastache)속의 여러 품종들은 체

내 함유되어 있는 이차 대사산물(secondary metabolite)의 종

류와 함량적 측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재 식물로 활용 가치

가 높다. 국내 일부 지역에 자생하는 종과 북미와 아시아에 자

생하는 23종 등 다양한 종에 대하여 국내 기후 조건에서 재배

에 적합한 종 선발이 필요하다. 

Lee 등(1994)과 Ko 등(1996)은 꿀풀과(Lamiaceae) 배초

향(Agastache)속 식물 경우, 꽃에서는 tilianin, 잎에서는 

essential oil, 뿌리에서는 RA가 생산되는 등 꽃, 잎, 열매, 목

질부 및 수피 등 모든 부분에서 이차 대사산물이 생산된다고 

하였다. 배양액의 EC를 2.0, 4.0, 6.0 dS·m-1 등으로 조절하여 

배초향을 수경재배 방식으로 4주 재배한 결과 EC 4.0에서 총 

tilianin 함량이 제일 높았으며, rosmarinic acid 함량 또한 증

가한다고 하였다(Lam 등 2019). 배초향을 다른 LED 광질 조

건에서 재배 시, 적색광만 처리했을 때 rosmarinic acid 함량

이 증가하였고, tilianin은 적색광에 청색광을 추가하였을 때 

농도가 증가되었다고 보고되었다(Kim 등, 2018). Lee 등

(2002)은 배초향 추출물과 주성분 tilianin이 고지혈증 생쥐 

모델에서 동맥경화성 병변을 뚜렷하게 개선시켜 염증반응에 

근거한 항동맥경화 활성 효과를 최초로 보고하였다. Asensi- 

Fabado 등(2013)은 꿀풀과(Lamiaceae) 식물들의 온도에 따

른 호르몬 반응 분석에서 식물들마다 고온 스트레스에 대한 

알파 토코페롤(α-tocopherol) 등의 수치 반응이 다르게 나타

남에 따라 결국 식물마다 생화학적 매커니즘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Rao(2002)은 배초향 경우 노지에서 생산할 때 

1년에 2회 수확이 가능하며, 기능성 물질 함량에서는 계절적

인 재배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함량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

였다. Genhua Niu(2006)는 Agastache속 식물 중 하나인 

Agastache cana 경우 내염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생육 환

경에 알맞은 재배지역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

한 보고와 같이 배초향의 기능성 물질의 산업적 이용 가능성

은 매우 높으며, 주년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생산할 경우, 원료 

수급을 일정하게 하여 산업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

는 배초향(Agastache)속에 포함되는 다양한 종들을 대상으

로 생장 및 기능성 물질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하면서 식물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최적 종 선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식물 재료 선정

B&T World seeds (Paguignan, 34210 Aigues-Vives, 

France)를 통해서 Agastache astromontana (agastache Pink 

Pop, Mexican Balm), Agastache aurantiaca (Orange 

Humming-bird Mint), Agastache cana (Double Bubble 

Mint, Graue Agastache, Humming Bird Mint), Agastache 

foeniculum (Anise Hyssop, Anisysop), Agastache Mexicana 

blue form (Giant Hyssop), Agastache nepetoldes (Catnip 

Giant Hyssop, Giant Yellow Bubble-Mint), Agastache 

rugosa Spike Blue (Anise Hyssop blue, Liquorice Blue), 

Agastache rugosa Spike Snow (Anise Hyssop white, 

Liquorice White), Agastache rupestris (Apache Sunset, 

Licorice Mint), Agastache scrophulariifolia (Prairie Hyssop, 

Purple Giant Hyssop), Agastache urticifolia (Horse mint, 

Nettle-Leaf Girant Hyssop) 등 총 11개 종의 배초향(Aga-

stache)속 종자를 구입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자생지 환경요건과 적합한 종을 연구 대상 

식물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미국 농무성(United States Depart-

ment of Agriculture, USDA) 식물 내한성 지도(Plant Har-

diness Zone Map)와 이를 기준으로 국내에 적용 개발한 농

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식물 내한성 지도를 참고하

였다. 미국 농무성(USDA) 식물 내한성 지도(USDA Plant 

Hardiness Zone Map)는 미국과 캐나다 지역을 대상으로 미

국 연중최저기온 평균을 5.6℃(10℉) 단위로 하여 총 10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 식물 내한성 지도(농촌진흥

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12)는 기상청 기상 자료인 최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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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981~2010년) 최저온도 값을 분석하여 미국 식물 내한성 

지도와 같이 10개의 지역으로 나누었다. 이 식물 내한성 지역

(Plant Hardiness Zone)을 구분하는 온도범위는 다음과 같으

며,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은 식물 내한성 지역(Plant Hardi-

ness Zone)의 6a ~ 9b(-23.3 ~ -1.2℃)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B&T World seeds에서 구매한 배초향(Agastache)속 11개 

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식물 내한성 지역(Plant Hardiness 

Zone)에 적용한 결과, 최종적으로 5개 종인 Agastache cana, 

Agastache foeniculum, Agastache rugosa ‘Spike Blue’ 

(SB), Agastache rugosa ‘Spike Snow’(SS), Agastache 

rupestris를 실험 연구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2. 재배 환경

배초향(Agastache)속 5개 종자를 240공 파종용 암면배지

(Kiemplug standard tray, Grodan, Denmark)에 80개씩 파

종하여 25±2℃에서 5일간 발아시켰다. 이후 발아된 식물체

는 형광등(T514EX-D, Byulpyo Co. Ltd., Korea)을 이용하

여 광강도 180±15 μmol·m-2·s-1, 주간 온도 24±1℃, 야간 온

도 18±1℃, 상대습도 65 ~ 75%의 조건에서 6주간 육묘하였

다. 육묘 후, 미량 원소(mM: 45 B, 9 Mn, 0.4 Zn, 0.2 Cu, 0.1 

Mo, 16 Fe)가 함유된 오츠카 하우스 A(Otsuka House A, 

OAT Agri Co., Ltd. Tokyo, Japan: NO3-N 17.4 me·L-1, 

NH4-N 1.2 me·L-1, P 5.1 me·L-1, K 8.6 me·L-1, Ca 8.2 

me·L-1, Mg 3.6 me·L-1) 배양액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온실

(단동)에서 nutrient film technique (NFT) 방식의 수경재배 

시스템에 각 품종 당 20주씩 정식하였다.

재배베드는 poly vinyl chloride (PVC) 재질을 이용하여 

1,100mm (wide), 1,000mm (length) 및 100mm (height)로 

제작하여 각 골조 프레임에 수평으로 설치하였다. 온실은 복

합환경제어기(Magma, Green Control System Ltd., Korea)

를 설치하여 주간 난방설정온도 20℃ 환기설정온도는 25℃

를 유지하였으며, 야간 난방설정온도 15℃, 상대습도가 95% 

이상일 경우 스크린 천창을 3% 오픈하였다. 난방은 온풍난방

기(DL20-6K, Daelim Energy, Korea)를 이용하였다. 양액

제어실의 양액탱크 내 수중펌프(UP100, Hyupshin Design 

Co. Ltd., Korea)를 설치하여 재배베드로 15분 On/Off 주기

로 양액을 공급하였으며, 배수는 독립된 배수구를 통해 다시 

양액탱크로 순환하도록 설치하였다. 휴대용 온습도 센서

(testo-174H, TESTO Co. Ltd., Germany)를 이용하여 재배

베드의 온도와 상대습도를 모니터링 하였다.

3. 생육 조사

정식 4주 후 배초향(Agastache)속 5종을 각각 수확하였으

며, 줄자를 이용하여 초장, 엽장, 엽폭 그리고 엽록소 비파괴 

분석을 위한 SPAD(SPAD-502, Minolta, Japan)값을 측정하

였다. 또한, 지하부 생체중 측정을 위해 실험용 티슈(Kimtech 

Science, Yuhan-Kimberly, Korea)로 뿌리 부분의 수분을 제

거 후 전자저울(CAL MW-2N, CAS Co. Ltd., Korea)로 종

별 뿌리 생체중 값과 지상부 생체중 값을 측정하였으며, 건물

중 분석에서는 종별로 분리한 지상부 및 지하부를 시료분석용 

봉투에 넣은 후 7일간 건조(70℃)한 후 동일한 전자저울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4. 기능성 함량 분석

수확한 배초향 5종을 시료분석용 봉투에 넣은 후 동결건조

기(TFD5503, Ilshin BioBase, Korea)를 이용하여 3일간 건

조(-70℃)시켰다. 건조된 식물체들은 믹서기(SMX 800SP, 

Shinil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분쇄 및 분말화 하였다. 

각 배초향 분말(0.1g)을 MeOH (2ml의 80%)에 넣은 후 1시

간 동안 초음파처리(sonication)를 하고 10분 동안 원심분리

(1,300 rpm)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상등액을 0.45mm PTFE 

syringe filter로 필터링하고 HPLC용 vial에 담았다. 기능성 

함량 분석은 NS-4000 HPLC system (Futecs Co., Daejeon, 

Korea)을 이용하였고, 컬럼(column)은 ProntoSIL 120-5 

C18 ace-EPS column (1500, 5 mm; ProntoSIL, Bollinger, 

Germany)을 사용하였으며, 컬럼 온도는 30℃를 유지하였고, 

유량은 1.0mL·min-1 및 검출파장은 340nm로 설정하여 분석

하였다. 시료는 자동주입기로 20mL씩 주입하였으며, 이동상 

용매로는 0.2% 아세트산을 포함하는 초순수 solvent A와 

100% MeOH를 solvent B로 사용하였으며, RA, tilianin과 

acacetin 분리에 70% solvent와 30% solvent B가 되도록 용

액을 증가시켰다. 표준물질 RA(SIGMA-ALDRICH, Korea), 

tilianin (Ensol Biosciences Inc., Korea)을 이용하여 cali-

bration curve를 작성하여 정량화(mg·g-1 DW)하였다.

5. 통계 분석

본 실험은 완전임의 배치법(completely randomized de-

signs)으로 수행되었으며, 생육 및 기능성 물질 분석은 각 처

리구별 3회 반복 수행하였다. 측정 데이터의 통계 분석은 SPSS 

20(SPSS 2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ANOVA(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처리간 평균 

비교를 위하여 Tukey의 다중검정법(P≤0.05)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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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생육 분석

정식 4주 후, 배초향의 초장은 A. rugosa의 SB와 SS가 각각 

35.29cm, 32.26cm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A. foeniculum

과 비교했을 때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Fig. 1A). A. 

foeniculum의 초장은 가장 큰 값을 보인 A. rugosa의 SB 혹은 

SS와 비교하여 3.6배, 3.2배 적은 값을 보였으며, A. rupestris

와 비교했을 때 2.2배 적은 값을 나타내었다. 근장의 경우 A. 

rugosa의 SB와 SS가 각각 34.78cm, 34.39cm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A. cana가 10.62cm로 A. rugosa의 SB, SS

와 비교했을 때 각각 2.2배 차이가 났다. 엽장은 A. rugosa의 

SB와 SS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A. 

foeniculum과 A. rupestris가 낮은 값을 나타냈다(Fig. 1B). 

엽폭의 경우 엽장과 동일하게 A. rugosa의 SB 및 SS가 유의

적으로 높았던 반면에 A. rupestris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

내었다. A. foeniculum의 경우 엽장과 엽폭이 각각 28.9 cm, 

28.5 cm로 다른 4개 품종에 비해 엽장과 엽폭의 길이가 적은 

경향을 보였다. 엽수는 Agastache 5개 품종의 엽장이 1cm 이

상인 것을 골라서 측정하였는데(Fig. 1C), A. rupestris가 A. 

Fig. 1. Stem length and root length (A), leaf area and leaf number (B), leaf length and leaf width (C), SPAD (D), shoot fresh weight and shoot dry 

weight (E), root fresh weight and root dry weight (F) of five Agastache species grown under a hydroponic culture system for 4 weeks. F: Agastache 

foeniculum, R: Agastache rupestris C: Agastache cana, SS: Agastache rugosa ‘Spike snow.’, and SB: Agastache rugosa ‘Spike blue’. The data 

represent the means and the vertical bars indicate standard errors (n = 7). Different letters at the top of bars indicate significances in different 

species of Agastache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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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eniculum, A. cana, A. rugosa의 SS, SB와 비교했을 때 유

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가장 낮은 값을 보인 A. 

foeniculum와 비교했을 때 9.3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엽면적

은 엽장과 엽폭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A. rugosa의 SB와 SS가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A. foeniculum가 가장 낮

은 값을 나타내었고, A. rupestris, A. cana, A. rugosa의 SS 및 

SB와 비교했을 때 2.9배, 6.6배, 15배 및 20배 적은 수치를 보

였다. Agastache 5가지 품종을 동일한 환경에서 재배시 엽수

와 엽면적이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휴대용 엽록소 측정

기로 측정된 엽내의 엽록소 함량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SPAD값은 A. rugosa의 SS 종과 A. rupestris 종에서 각각 

56.7, 50.3으로 26.9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A. foeniculum

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높았다(Fig. 1D). 그러나 A. 

rupestris의 SPAD 수치는 A. rugosa의 SS 및 SB와 비교했을 

때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지상부 생체중의 경우 A. rugosa의 

SB와 SS가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가장 낮은 

값을 보인 A. foeniculum와 비교하여 14배와 12배 많은 결과

를 보였다(Fig. 1E). 그리고 지상부 건물중에서는 A. rugosa

의 SB 품종이 A. foeniculum, A. cana와 비교했을 때 각각 11

배, 1.7배 더 많았다. 또한 A. rupestris는 A. cana, A. rugosa

의 SS와 비교했을 때 지상부 건물중은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뿌리의 생체중과 건물중 모두 A. rugosa의 SS와 SB

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A. foeniculum, A. rupestris, 

A. cana를 비교했을 때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Fig. 1F).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광

합성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광합성은 엽면적, 엽수, CO2, 광도 등 여러 가지 요인

에 의해 결정이 된다(Jones 등, 1991). 배초향의 경우 엽면적

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A. rugosa의 SS와 SB가 지상부 

생육이 좋았으며 이는 엽의 부착밀도가 낮은 종들이 지상부의 

생육이 뛰어나고 광합성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데에 엽면적이 

큰 식물이 유리하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Lee 등, 2010). 두

과 식물인 콩의 경우 잎의 무게, 두께, 엽육세포, 엽록소의 함

량은 광합성량과 정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Sung 등, 

1990), 단위엽면적은 생산량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사례가 있

었다고 보고되었다(Fehr 등, 1981). 따라서 배초향 5가지 품

종의 생육조사를 실시한 결과 A. rugosa의 SS와 SB가 엽이 

가장 발달되어 광합성율이 높아 생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 기능성 분석

실험에 이용된 5개 품종의 phenyl propanoide 계통 rosma-

rinic acid (RA), tilianin, acacetin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Agastache속 5개 품종에 대한 단위 중량당 RA 함량에서는 A. 

foeniculum 및 A. cana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수

치를 보인 A. rupestris 종과 비교했을 때 각각 37배와 36배 더 

많았다(Fig. 2A). 반면에 식물체 한 주당 함량 분석에서는 A. 

cana, A. rugosa의 SS, SB 순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A. 

rupestris 품종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Fig. 2B). A. 

rupestris를 A. foeniculum, A. rugosa ‘Spike Blue’와 비교했

을 때는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A. cana 및 A. 

rugosa ‘Spike Snow’와 비교했을 때 유의적으로 낮았다. 단

위 중량당 tilianin 함량은 A. ruprestris와 A. rugosa의 SB는 

다른 품종과 비교를 했을 때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2C).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A. foeniculum는 A. cana

와 A. rugosa ‘Spike Snow’ 품종과 비교했을 때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각 3.5배와 3.0배 적은 값을 나타냈다. 단위 중량당 

acacetin의 함량은 A. foeniculum 품종이 유의적으로 높았으

며, A. ruprestris, A. rugosa의 SS, SB 3개의 품종 사이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식물체 한 주당 tilianin의 함량

은 A. rugosa ‘Spike Snow’ 품종이 A, foeniculum, A, 

ruprestris, A. cana와 비교했을 때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

타내었으며 A. rugosa ‘Spike Blue’ 품종과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Fig. 2D). 식물체당 acacetin 함량 분석에서는 A. 

rugosa의 SS, SB, A. foeniculum, A. ruprestris 순서로 수치

가 높았으나 5가지 품종 전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물의 성분 합성에는 유전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데 5

가지 품종에 따른 기능성 성분의 분석 결과 단위 무게당 RA 

함량은 생육결과가 제일 좋았던 A. rugosa의 SS와 SB가 가장 

적었던 반면에 지상부의 발달이 유의적으로 낮았던 A. 

foeniculum과 A. cana가 높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식물체당 

함량으로 보았을 때는 지상부의 생육이 좋았던 A. rugosa의 

SS와 SB가 가장 함량이 많았다. 그리고 tillianin과 acacetin 

함량 또한 RA와 마찬가지로 식물체당 함유량으로 보았을 때 

지상부가 발달할수록 성분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성분의 차이에는 유전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데(Hay

와 Waterman, 1993), A. rugosa와 A. foeniculum 간의 

carotenoid 함량이 부위별로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고되었으

며(Chae 등, 2013), 기능성 물질 뿐만이 아니라 정유 성분에

서도 Agastache종 마다 함량이 달랐고, A. rugosa 품종에 비

해 A. foeniculum cultivar에서 함유량이 더 많았다는 연구결

과도 보고되었다(Lim 등, 2013). 같은 Agastache속이라고 해

도 품종의 유전자에 따라 성분의 함유량이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Agastache속 5가지 종에 대한 생육 및 기능성 성분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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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A. rugosa ‘Spike Blue’, A. 

rugosa ‘Spike snow’가 생육이 좋았으며 식물체당 성분 함유

량도 높았으므로 A. rugosa 계통이 같은 환경 아래에서 재배

시 효율적이고 높은 가치를 가지는 작물로 사료된다. 

적 요

본 연구는 Agastache 속 여러 종에서 국내 자생지 환경요건

에 적합하면서 생육 및 기능성 물질 함량면에서 가장 최적의 

종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첫째, 11종의 배초향(Agastache)속 

종자를 구입하여 미국 농무성(USDA) 식물 내한성 지도

(plant hardiness zone map) 및 국내 식물 내한성 지도를 참고

하여 11종에서 생육 및 기능성 분석을 할 5종을 선정하였다. 

둘째, 배초향(Agastache) 속 5개 품종인 A. cana, A. 

foeniculum, A. rugosa ‘Spike Blue’, A. rugosa ‘Spike 

Snow’, A. rupestris에 대해 초장, 엽장, 엽폭, 엽면적, 엽수, 

SPAD, 지상부 생체중 및 건물중, 지하부 생체중 및 건물중 등

의 생육 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육 분석 결과, A. rugosa SB 및 

A. rugosa SS 종에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높은 수치를 나타

냄을 알 수 있어, 생육 부문에서는 A. rugosa 계통의 품종이 다

른 품종에 비해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rosmarinic 

acid, tilianin, acacetin 성분에 대해 단위 중량당 함량 및 식물

체 1중당 함량 등의 기능성물질 함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능

성 물질 분석 결과, A. rugosa 계통 종에서 기능성 물질 및 항

산화물질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생육 결과값과 

정비례적인 연계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배초향

(Agastache)속 종에 대한 생육과 기능성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rugosa SS 및 A. rugosa SB 등 A. rugosa 계통이 

가장 최적의 고부가가치 작물로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추가 주제어 : 로즈마릭산, 배초향속, 식물 생장, 아카세틴, 

틸리아닌

사  사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MAFRA)의 재원으로 농림식

품기술기획평가원(IPET)의 농생명기술개발사업(317005-04- 

4)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Fig. 2. Rosmarinic acid concentration (A), rosmarinic acid contents (B), tilianin and acacetin concentration (C), tilianin and acacetin contents (D) of 

five Agastache species grown under a hydroponic culture system for 4 weeks. F: Agastache foeniculum, R: Agastache rupestris, C: Agastache 

cana, SS: Agastache rugosa ‘Spike snow.’, and SB: Agastache rugosa ‘Spike blue’. The data represent the means and the vertical bars indicate 

standard errors (n = 7). Different letters at the top of bars indicate significances in different species of Agastache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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