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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작물 쥐오 풀(Valeriana fauriei Briquet, 길 근 )의 개화  채종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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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

  쥐오 풀(Valerian fauriei Briquet)은 마타리과(Valerianaceae)의 다년생 본으로서 한

약재(길 근)로는 쥐오 풀  기타 동속 근연식물의 뿌리  뿌리 기가 사용된다( 한

약 ).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쥐오 풀의 종류에는 깊은 산 속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쥐

오 풀이 있고, 그 변종으로 능쥐오 풀(Valerian fauriei var. dasycarpa Hara), 긴잎쥐

오 풀(Valerian fauriei var. integra Nakai)이 있으며, 울릉도  북부지방의 약간 습한 

곳에 자라는 넓은잎쥐오 풀(Valerian officinalis var. tatifolia Miq.) 등이 있다. 쥐오 풀

의 식물명은 약 의 뿌리에서 쥐오  냄새 같은 독특한 향이 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

로 한약재로 사용되는 뿌리에는 bornylvalerianate, varerianone, bornylacetate, camphene, 

αβpinene, limonene, kessane, kassanol, kanokonol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진정

작용이 강하여 히스테리, 신경과민증, 정신불안 등의 증세에 신경안정제로 사용된다.

  본 발표에서는 쥐오 풀의 채종  종자번식을 하여 필요한 개화 련 특성과 채종 

기  방법 등을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쥐오 풀의 꽃은 5～8월에 피는데, 가지 끝에 작은 꽃이 복총상(複總狀)을 이루고 있으

며, 양성화로서 수술은 4개이고, 암술은 1개이며, 암술머리는 지름 1㎝ 후의 공 모양으

로 담황백색을 띤다. 꽃부리는 담홍백색의 롱 모양으로 끝이 5갈래로 갈라져 있고, 꽃

받침은 3개로 갈라져 있다. 종자는 수과(瘦果)로서 크기는 3㎜×1㎜ 정도 되고, 연녹황색

을 띤다. 종자에는 깃털 모양의 털이 달려 있고 먼  익은 것들은 떨어져 바람에 날아가

며, 종자 1,000립 (粒重)은 2g 정도이다

  본 시험은 개화시 화기 원근 발생부   경과, 개화후 채종 방법 등을 시험하 다.

주요 실험결과 

 ○ 쥐오 풀의 개화원기는 1년근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분경에 의한 번식시 1년차 근

이 사멸되면서 2년차 5～8월에 발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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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자는 개화 만개후 일주일내에 열개되어 종자에 달려있는 깃털과 바람에 의해 비산

되므로 채종을 해서는 만개된 화기가 시드는 순간부터 유산지 투로 화기를 워 

비산을 방지하여야만 채종이 가능 함

 ○ 쥐오 풀은 개화始에 타화수정을 방지한 유산지 투 처리에서 종자 결실이 되므로 

자가수정 작물임을 알 수 있으며, 약용작물은 부분이 타화수정으로서 신품종 육성

이 매우 어려우나, 쥐오 풀은 다양한 유 자원 확보 시 교배육종에 의해 유 특성

이 고정된 신품종 육성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 됨

 ○ 쥐오 풀의 화기는 총상화서이나 종자의 결실은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가장자리 

화기로부터 순차 으로 결실되는 것으로 단되므로 일시  채종보다는 결실후 10일 

정도의 채종기간이 소요되므로 일정기간 유산지 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 함

시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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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길 근의 개화 경과

화기 생성 2년차 근에서의 화기 원기 광경 길초근 종자 (현미경사진)

 그림 2. 길 근 개화 특성, 채종  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