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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초 적심횟수에 따른 생육 및 수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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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Objectives)

감초는 주로 터키, 시베리아남부, 중국서부, 유럽남부, 중앙아시아 등지에 분포하며 콩과에 속하

는 다년생 초본 약용식물로 주요 성분으로 감미성분인 glycyrrhizin이 함유되어 있으며 주요 한약

재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감초재배면적은 2008년 6ha에서 2010년 44ha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나, 국내 수요

량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며, 매년 3,000 ～ 4,000톤을 한약재의 원료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감초를 7월 하순에 경장의 40%를 적심하였을 때, 근 수량이 무적심 300kg/10a에 비하여 25%

증수되는 결과가 있어, 감초 적심시 적심횟수에 따른 감초의 생육, 품질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시험재료 : 만주감초

◦ 실험방법

- 적심횟수 : 무적심, 1회(7월상순), 2회(7, 8월상순), 3회(7, 8, 9월상순)

- 적심정도 : 지제부 35cm, 신규 생장량의 40%

- 재식거리 : 휴폭 100(30cm×2열) × 주간 30cm

◦ 시험구 배치 : 난괴법 3반복

실험결과 (Results)

◦ 포복경의 생육은 적심처리와 일정한 경향이 없었다.

◦ 상품근중은 3회 적심처리에서 571kg/10a로 가장 적었던 반면, 2회 적심처리에서 797kg/10a로

가장 많았고, 건근중 또한 같은 경향이었다.

◦ 2년근 감초 주근의 글리시리진의 함량은 무적심 처리에서 1.61%로 가장 낮았고, 적심처리 간에

는 2.01∼2.36%범위로 유의차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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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적심 횟수에 따른 포복경의 생육

적심회수 경 수
(개/주)

경 장
(cm)

경 태
(mm)

포복경중 (kg/10a)

생 중 건조중

무적심 3.8 82 4.7 678 226

1회 3.3 80 4.6 632 213

2회 3.6 79 5.0 723 267

3회 3.1 78 4.6 692 243

표 2. 적심 횟수별 근 생육

적심횟수 주근장
(cm)

주근경
(mm)

지근수
(개)

지근장
(cm)

지근경
(mm)

무적심 25.9 12.2 1.7 21.4 8.2

1회 25.9 12.1 1.4 19.5 7.7

2회 25.4 12.3 1.5 20.3 8.3

3회 23.2 11.9 1.4 17.9 7.6

표 3. 적심횟수별 2년근 생육량

적심횟수
생근중(kg/10a) 건근중(kg/10a)

계 주근중 지근중 계 주근중 지근중

무적심 718 487 231 344 222 122

1회 805 533 272 369 235 134

2회 820 548 272 377 242 135

3회 541 392 149 277 188 89

표 4. 적심 횟수별 2년근 감초 글리시리진(Glycyrrhizin) 함량

적심횟수
글리시리진 함량(%)

주 근 지 근

무적심 1.61 b 2.05

1회 2.36 a 2.16

2회 2.09 ab 2.15

3회 2.01 ab 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