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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ies on the specific nutritional requirements of Mentha spp. suitable to 
the climate of each country have been studied from a long time ago aroun
d the world.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the change of the nutrient so
lution depending on the concentration of nitrogen(N), phosphorus(P) and po
tassium(K) affects the growth of Mentha spp. Therefore, the concentrations 
of nitrogen(N), phosphorus(P) and potassium(K) were fixed in this experimen
t and treated differently in the nutrient solution of calcium(Ca) and magnes
ium(Mg). 
 Peppermint(Mentha piperita L.), spearmint(Mentha spicata L.) and apple mi
nt(Mentha suaveolens Ehrh.) were treated at 0.5me L-1, 1me L-1, 2me L-1, 4
me L-1 and 6me L-1 of calcium(Ca) and magnesium(Mg) nutrient solution, re
spectively. After 7 weeks of nutrient solution treatments, the morphological 
growth and mineral content of each plant were measured. Based on the mi
neral content of each plant, the contents of calcium(Ca)/magnesium(Mg), po
tassium(K)/magnesium(Mg) and potassium(K)/calcium(Ca) ratios was confirm
ed. 
 The morphological growth conditions of peppermint(Mentha piperita L.) 
were the best in Ca 1me L-1 and Mg 0.5me L-1. Spearmint(Mentha spicata 
L.) showed the highest Ca 1me L-1, Mg 0.5me L-1 and Mg 6me L-1, 
respectively. Apple mint(Mentha suaveolens Ehrh.) were highest in Ca 1me 
L-1 and Mg 1me L-1. 
 The Ca/Mg, K/Mg and K/Ca ratios of Mentha spp. were the best when 
Ca/Mg ratio was in the range of 1.33:1-1.62:1 except for peppermint(Mentha 
piperita L.) and spearmint(Mentha spicata L.) by magnesium(Mg) treatment. 
The K/Mg and K/Ca ratios were high in the range of 5.82:1-6.73:1 and 
3.72:1-4.50:1, respectively. 
 The calcium(Ca) content of the Mentha spp. with the best morphological 



- v -

growth state was 6640-11027μg g-1 and the content of magnesium(Mg) was 
within the range of 3717-8560μg g-1.
 As a result, the most suitable calcium(Ca) and magnesium(Mg) concentrati
ons for morphological growth of Mentha spp. were Ca 1me L-1, Mg 0.5me L
-1 and Mg 1me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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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푸른 풀을 의미하는 라틴어 '허바(herba)'에 어원을 두고 있는 허브는 잎이나 줄
기가 식용 및 약용으로 쓰이거나 향과 향미로 이용되는 식물이다(농식품백과사전, 
2018).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해나가는데 쓰였던 
식물과 그렇지 않은 식물로 분류를 한다(Bremness, 1997)면 허브는 전자에 속한
다. Bremness(1997)는 허브라 불리는 식물을 형태학적으로 분류하기보단 문화적
인 범주에서 인식해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Owen(2002)은 사용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허브를 식품과 의약품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강심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여러해살이풀인 디지탈리스(Digitalis 
purpurea)부터 발열완화에 효과적인 살리실산(salicylic acid)을 공급하는 교목인 
흰버들(Salix alba)까지 다양한 식물들을 허브라 분류할 수 있다(Craig, 1999).
 인류의 역사에 허브의 등장은 BC 5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메르 
문명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백리향(Thymus quinquecostatus)을 사용하였으며 
메소포타미아(BC 3000)의 농민들은 마늘(Allium sativum)을 재배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Bellamy and Pfister, 1992). 고대 이집트(BC 1,555)의 파피루스에는 고
수(Coridandrum sativum), 회양목(Buxus microphylla), 주니퍼(Juniperus 
spp.), 커민(Cuminum cyminum), 마늘(Allium sativum) 및 백리향(Thymus 
quinquecostatus)의 사용이 언급되어 있으며(Block, 1986) 의학사에서 가장 중요
한 인물 중 한 명이며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BC 
460-377)는 마늘(Allium sativum), 계피(Cinnamomum verum) 및 로즈메리
(Osmarinum officinalis) 등 을 활용하여 300개의 치료법을 개발했다(Bellamy 
and Pfister, 1992). AD 1 세기경, 그리스의 의사이자 식물학자이며 약리학자였던 
페다니우스 디오스코리데스(Pedanius Dioscorides, AD 40–90)는 600가지 허브를 
포함하는 최초의 식물 전문서적 ‘약제학(De Materia medica)’을 출판하여 건강을 
위해 식물을 선택, 저장 및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했다(Tapsell et al., 2006). 
 현대에 이르러 다양한 허브들이 생물학적 활동을 하는 식물성 화학 물질을 함유
하고 있어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정립되었다. 인도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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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wolfia serpentina)에서 추출된 레서핀(reserpine)은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에페드린(ephedrine)을 함유한 마황(Ephedra)은 천식 치료에 유용하다
(Bruneton, 1995). 주목나무(Taxus brevifolia)의 수피와 잎에서 추출한 파크리탁
셀(paclitaxel)은 항악성 종양제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Cragg et al., 
1993). 
 9세기경 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였던 카롤루스 1세 마그누스(Carolus Magnus, 
747-814)가 “허브는 의사의 친구이자 찬사 받을 음식”(“a herb is a friend of 
physicians and the praise of cooks”)이라 언급한 사실은 허브가 의학적인 효
능 뿐 아니라 식재료로서도 훌륭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Tapsell et al., 2006). 요
리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주요 허브에는 바질(Ocimum basilicum), 오레가노
(Origanum vulgare), 마조람(Origanum majorana), 파슬리(Petroselinum 
crispum), 민트(Mentha spp.), 로즈메리(Rosmarinus officinalis), 타임(Thymus 
vulgaris), 세이지(Salvia spp.), 고수(Coridandrum sativum) 그리고 딜
(Anethum graveolens) 등 이 있다. 허브와 향신료가 들어있는 샐러드드레싱은 
샐러드의 항산화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어 마조람(Origanum majorana)의 경우 
항산화능력(antioxidant capacity)을 20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Ninfali 
et al., 2005). 따라서 허브는 인체에 섭취되는 양분 및 생리활성물질의 생체이용
율(bioavailability)을 높이는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역할도 한다(Tapsell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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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ntha spp.의 특성 및 효용성

 Mentha spp.는 바질(Ocimum basilicum), 라벤더(Lavandula angustifolia) 및 
로즈메리(Rosmarinus officinalis)등을 포함한 꿀풀과(Lamiaceae)에 속하는 다년
생 식물로서 남극 및 남아메리카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Lawrence, 2007).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허브 중 하나로 BC 1000년 고대 이집
트,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Qing, 2002). Mentha 
spp.는 프랑스의 식물학자인 Antoine Laurent de Jussieu(1748-1836)에 의해 명
명된 이래(Brahmi et al., 2017)로 3000개 이상의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나 대부분
이 동의어(Lawrence, 2007)이며 현대에 이르러 형태학, 염색체 번호 및 주요 에센
셜 오일 성분의 계통 발생 분석에 기초하여 18종과 11종의 잡종으로 정리되어 분
류된다(Brahmi et al., 2017). Mentha spp.는 자성자웅이체성(gynodioecy, 雌性
雌雄異體性)으로 교잡이 용이한 결과 다양한 배수체 잡종을 가져 분류 및 식별이 
상당히 어렵다(Lawrence, 2007). 상업적으로 중요한 Mentha spp. 중 하나인 페
퍼민트(Mentha piperita L.)는 스피어민트(Mentha spicata L.)와 오데코롱 민트
(Mentha aquatica L.)가 자연교잡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피어민트는(Mentha 
spicata L.)는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와 긴 박하(Mentha 
longifolia L.)의 자연교잡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Tucker and Naczi, 
2006). Smolik et al.(2007)은 다양한 Mentha spp.의 계통발생유사성을 분석한 
결과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와 오데코롱 민트(Mentha aquatica L.)의 유
사성은 53.3%,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와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의 유사성은 82.2%인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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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의 특성 및 효용성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는 지중해 유역에서 처음 재배되어 1700년대 후반
에 이르러 영국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다(Lawrence, 2007). 뿌리줄기의 
다년생 허브로 30-90cm의 범위 내에서 직립형인 줄기와 다육질의 뿌리를 가지며 
엽장은 4-9cm, 엽폭은 1.5-4cm로 비교적 넓은 잎이 대생으로 자라고 잎자루가 
있다(Nawrocki, 2010). 타원형이며 말단이 뾰족한 형태로 톱니모양의 가장자리에
는 5-8쌍의 잎맥이 있으며 윗면이 짙은 녹색을 띤다(Nawrocki, 2010). 보랏빛 꽃
은 종 모양으로 6-8mm 정도이며 잎겨드랑이에서 수상꽃차례로 핀다(Nawrocki, 
2010). 
 10대 허브에 속하는(Chrysargyris et al., 2017)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
는 항균, 살균, 항바이러스, 항산화제 및 항암제로 인정받고 있으며 구강 제제를 
비롯하여 식품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도 수요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Valmorbida and Boaro, 2007; Abe and Ohtani, 2012). 최대 15년 동안 생산
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일장이 15시간 이상 지속되는 환경에서 재배하는 것을 권
장한다(Langston and Leopold, 1954; Burbott and Loomis, 1967; Clark and 
Menary, 1980). 30-32℃정도의 따뜻한 주간 온도와 12-13℃로 내려가는 시원한 
야간온도는 쓴 맛을 주는 멘토퓨란(menthofuran)의 존재를 최소화하며 상품의 가
치를 높인다(Hart et al., 2010). 최상의 토양 유형은 pH6.0-7.5로서 습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을수록 생장에 유리하다(Martin et al., 1976; Jackson et al., 1983).  
 현대에 이르러 지카열(zika virus), 뎅기열(Dengue fever) 및 말라리아(Swamp 
fever)와 같은 질병의 발생 억제를 위한 방충제로서 사용되기 위해 연구되고 있으
며(Govindarajan et al., 2012) 카드뮴(Cd), 납(Pb) 등에 의해 오염된 토양에서 식
물 체내에 중금속을 축적하지 않고 생장하는 능력이 밝혀져 식물환경조절자
(phytoremediator)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Zheljazkov and Margina,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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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스피아민트(Mentha piperita L.)의 특성 및 효용성

 스피아민트(Mentha piperita L.)는 30-100cm의 범위에서 뿌리줄기로 자라는 다
년생 허브로서 전체 줄기는 직립하며 털이 없는 사각형이다(Klinkenberg, 2010). 
잎은 잎자루가 없어 줄기에 직접 잎을 붙이고 있으며 2-7cm의 엽장과 0.5-2.5cm
의 엽폭을 가지며 끝이 뾰족하고 톱니가 있는 끝부분은 둥근 형태로 나타난다
(Klinkenberg, 2010). 매끈한 줄기를 가지고 있으나 하부 줄기에는 많은 털을 가
지며 꽃은 수상화서에서 백색 내지 연한 자색으로 핀다(Klinkenberg, 2010). 추출
되는 정유는 바닐라와 감귤류 다음으로 유용한 향료(Telci et al., 2010)로 꼽히며 
살충제(Kumar et al., 2011), 항균제(Scherer et al., 2013) 및 산화방지제
(Ruberto et al., 2000)로 이용된다.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야생으로 자라 신선한 
잎은 일반적인 엽채류와 비교하여 필수 무기원소인 철(Fe)과 마그네슘(Mg)을 높은 
수준으로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Arzani et al., 2007) 백리향(Thymus 
vulgaris), 세이지(Salvia officinalis), 로즈메리(Rosmarinus officinalis) 및 페퍼
민트(Mentha piperita L.)와 더불어 미국 식약청(FDA)이 인증한 안전한 식재료로 
꼽힌다(Yi and Ywezste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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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의 특성 및 효용성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는 최대 100cm까지 자라는 다년생 허브로
서 달콤한 향기를 내며 직립한 줄기는 사각형으로 하얀색의 가늘고 부드러운 털이 
빽빽이 감싸져 있다(Božović et al., 2015). 잎자루가 없고 줄기에 직접 잎이 붙어
있으며 엽장은 3-4.5cm, 엽폭은 2-4cm의 난원형으로 회색 또는 백색의 털이 나
있으며 흰색 또는 분홍빛이 도는 꽃은 수상화서로 핀다(Božović et al., 2015).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의 원산지는 남서부 유럽이며 일반적으로 
하천, 습지 및 습기가 많은 곳에서 발견된다(Oumzil et al., 2002). 지중해 지역에
서 식욕 부진, 기관지염,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및 염증 등 전통적인 민간요법에 
사용되었다(Karousou et al., 2007). 현대에 이르러 플라보노이드(Zaidi et al., 
1998; El-Kashoury et al., 2014)를 주요성분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진통제, 항염증제, 항진균제, 류마티즘 등과 관련된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Moreno 
et al., 2002; Karousou et al., 2007; El-Kashoury et al., 2014). 추출된 정유
는 사람이나 동물에 기생하며 병을 유발하는 칸디다 균(candidacidal 
activity)(Pietrella et al., 2011; Stringaroet al., 2014) 및 바이러스(Civitelli et 
al., 2014)의 제거 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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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칼슘(Calcium)과 마그네슘(Mg)의 특성 

 2.1 칼슘(Ca, Calcium)의 특성

 칼슘은 생물학적 체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원형질 유동, 핵분열, 세포 분열, 
세포판형성, 헛뿌리 및 꽃가루관의 극성에 따른 생장에 관여한다(Takagi and 
Nagai, 1983; Sakai-Wada and Yagi, 1993; Malho and Trewavas, 1996; 
Taylor and Hepler, 1997; Franklin-Tong, 1999; Eckardt, 2001; Plieth, 
2001; Campanoni and Blatt, 2007). 식물체에 흡수된 대부분의 칼슘(Ca)은 세포
벽과 액포에서 발견되며(Gilroy et al., 1993; Tian and Russell, 1997; Tian et 
al., 1998) 세포막 표면에서 인지질 및 단백질로 구성된 카르복실기 그룹과 인산과
의 교량역할을 하여 막 구조를 유지한다(Legge et al., 1982; Duzgunes and  
Papahadjopoulos, 1983). Huang et al.(2010)은 피나타 라벤더(Lavandula 
pinnata)에 칼슘차단제인 니페르딘(Nif)과 칼슘 이온 킬레이터(EGTA)를 처리하여 
세포벽의 섬유질 구조가 느슨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피의 하층 공간 및 
인접한 세포벽의 칼슘(Ca) 농도가 피나타 라벤더(Lavandula pinnata)의 정유 생
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을 제거하면 정단 분열 조직의 세포가 
급속하게 괴사하고 생장이 중지되며(Epstein, 1972; Gilroy et al., 1993) 낮은 이
동성으로 인해 오래된 잎보다 어린잎이 영향을 받아 슈트의 윗부분은 황녹색을 보
이며 하부는 짙은 녹색을 띠게 된다(Stulen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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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마그네슘(Mg, Magnesium)의 특성

 마그네슘(Mg)은 에너지 전달에 관여하는 ATP를 이용하는 효소의 활성에 필요하
며(Evans and Sorger, 1966) 식물체내에서 전체 함량 중 15-30%가 엽록소 분자
의 구성 요소 및 엽록체의 정상적인 구조적 발달(Thoaison and Weier, 1962; 
Hall et al., 1972)에 사용된다. 마그네슘(Mg) 처리에 의한 마조람(Origanum 
majorana)의 생체중은 Mg 0.75-1.5mmol L-1범위에서 높게 나타났으나(Cheol et 
al., 2001) 건물중은 1.5mmol L-1 처리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생장 단계에서 엽
록소 함량이 마그네슘(Mg)농도의 증가와 관련되어있는 것을 보여준다. El-Wahab 
et al.(2007)은 아지웨인(Trachyspermum ammi L.)에서 마그네슘(Mg) 처리에 의
해 잎 색소들의 향상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그네슘(Mg)은 막 통로와 수용
체 단백질을 조절하는 보조인자(Kirkby and Mengel, 1976; Black and Cowan, 
1995; Marschner, 1995) 및 단백질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인 역할(White and 
Hartzell, 1989; Matsuda, 1991)을 수행하며 DNA와 RNA의 배치(Ochiai E, 
1987; Horlitz and Klaff, 2000), 잎의 수분함량과 관련된 다양한 생리학적 측면
(Rao et al., 1987; Carvaja et al., 1999)에 영향을 준다. 
 미토콘드리아(Marinos, 1963)와 같은 다른 세포 소기관에도 필요한 마그네슘(Mg)
의 부족은 광합성과 호흡에 있어 악영향을 준다(Peaslee and Moss, 1966; 
Bottrill et al., 1970). 결핍증상은 잎에서 전분의 축적으로 먼저 표현되며(Shear 
and Faust, 1980) 전체적인 식물체로의 탄수화물 분배가 억제되어 식물 생장이 
저해된다(Fischer Eand Bremer 1993). 높은 이동성으로 인해 오래된 잎(Shear 
and Faust, 1980; Mehne-Jakobs, 1995; Meerow, 2000)의 끝 부분이 퇴색되고 
황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의 기후에 적합한 Mentha spp.에 대한 특정 영양 요구량
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오랫동안 이루어졌으며 질소(N), 인(P), 칼륨(K)의 농도를 
달리하여 재배한 결과 배양액의 일련의 변화는 Mentha spp.의 생장을 간섭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Huettig, 1969; Jackson et al., 1983; Mitchell A, 1996; 
Valmorbida and Boaro, 2007).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질소(N), 인(P), 칼륨(K)의 
농도는 일정하게 고정하여 칼슘(Ca)과 마그네슘(Mg)의 배양액 처리농도만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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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변화를 주었다. 이를 통해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 그리고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의 형태학적인 생육 상
태와 각 식물체들의 무기성분 함량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칼슘(Ca)/마그네슘
(Mg), 칼륨(K)/마그네슘(Mg) 그리고 칼륨(K)/칼슘(Ca)의 비율이 각각의 Mentha 
spp.의 생육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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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실험에 사용된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 
그리고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는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인허
브’ 농장에서 2017년 4월에 분양받았다. 실험은 제주대학교 감귤 화훼과학기술센
터 유리온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지름 14cm 화분에 혼합상토(Sunshine Mix#4, EC 
0.8, pH 5.0~7.0, perlite, peat moss, gypsum, dolomitic lime)를 채워 재배하
였다. 배양액 처리 전 페퍼민트(Mentha piperita),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그리고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의 평균초장은 각각 6.1cm, 14.6cm, 
17.0cm, 평균 엽장은 3.22cm, 4.96cm, 3.5cm 그리고 평균 엽폭은 1.72cm, 
2.6cm, 1.88c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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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ntha spp.의 양액처리

 배양액처리는 2017년 4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7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실험기
간 중 최고온도는 31.7±2.6℃, 최저온도는 19.8±1.7℃이었다. 생장에 적합한 칼슘
(Ca)과 마그네슘(Mg)의 배양액농도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칼슘(Ca), 마그네슘(Mg) 그리고 배양액 내의 이온 평형을 조정하
기 위해 나트륨(Na)의 농도수준만 변화시켜 처리하였다. 배양액처리에 사용된 무기
성분은 NH4NO3, NH4H2PO4, KNO3, Ca(NO3)·4H2O, Mg(NO3)2·6H2O, MgSO4·7H2O 
그리고 NaNO3로서 총 30me L-1이었다. 각 식물체에 처리 시 배양액의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은 후 사용하였으며 심지관수(Son et al., 2000)로 공급되
었다.
 배양액 처리 후 각 식물체의 무기성분 분석 시 나타나는 칼슘(Ca), 마그네슘(Mg) 
그리고 칼륨(K)간의 적절한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Table 2에는 배양액의 칼슘
(Ca)/마그네슘(Mg), 칼륨(K)/마그네슘(Mg) 그리고 칼륨(K)/칼슘(Ca)의 비율을 정리
하였다.



- 12 -



- 13 -



- 14 -

2. Mentha spp.의 생육조사

 칼슘(Ca)과 마그네슘(Mg)의 배양액 처리 농도가 다른 5개의 처리구에서 5개체 중 
3개체를 선정하여 초장(shoot length), 엽장(leaf length), 엽폭(leaf width), 생체
중(fresh weight) 및 건물중(dry weight)을 조사하였다. 엽장과 엽폭은 중간 크기
의 잎들을 측정하였으며 건물중은 각 시료를 60℃에서 48시간 이상 건조 후 파쇄
하여 측정하였다. 

3. Mentha spp.의 공시액 제조

 화학성 분석에 사용할 공시액 제조를 위해 건조 시료 0.5g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
스크에 5ml씩 황산(H2SO4)을 넣고 80℃로 설정한 heating block에서 30분간 처
리하였다. 이 후 온도를 110-120℃로 올려 6회에 걸쳐 과산화수소(H2O2) 0.5ml를 
넣었으며 최종적으로 150℃까지 올려 1ml씩 과산화수소(H2O2)를 첨가하여 시료액
이 투명해질 때까지 분해시켰다. 완전히 식은 삼각플라스크 내의 시료액를 증류수
로 반복 세척하여 100ml의 메스플라스크에 넣어 희석하였으며 시료액을 여과한 
후 50ml씩 넣어 보관하였다.

4. Mentha spp.의 무기성분 함량 분석

 질소(N)는 10mL의 공시액을 kjeldahl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인(P), 칼륨(K), 칼슘
(Ca), 마그네슘(Mg) 그리고 나트륨(Na)의 측정은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분석법
(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ICP-OES, 
Horiba Jobin Yvon SAS, Japan)으로 측정하였다.

5. Mentha spp.의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처리 당 5반복, 실험구 배치는 난괴법으로 수행되었다.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25(IBM, Inc., NY, USA)을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를 통해 처리 당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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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배양액에 따른 Mentha spp.의 형태학적인 생육 상태

 7주 동안 5단계로 구분된 칼슘(Ca)과 마그네슘(Mg) 배양액을 처리한 후 페퍼민트
(Mentha piperita L.),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 그리고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의 초장, 엽장, 엽폭, 생체중 및 건물중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
해 Mentha spp.의 생육상태 및 생장에 가장 적합한 배양액농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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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칼슘(Ca)처리에 의한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의 형태학적인 생육상태

 

 칼슘(Ca)처리에 의한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의 초장은 Ca 0.5me L-1로 
처리한 개체를 제외한 Ca 1me L-1-6me L-1에서 86.6-88.6cm범위에 있었다. 엽
장은 Ca 2me L-1에서 11.3cm로 가장 길었으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고 엽폭은 
Ca 0.5me L-1에서 4.6cm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생체중은 Ca 1me L-1에서 
302.8g으로 다른 처리구들과의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나 건물중은 53.1g으로 유의성
이 인정되지 않았다.
 Silva et al.(2014)은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의 칼슘(Ca) 결핍에 따른 증
상이 배양액 처리 후 15일 이후에 슈트계의 생장이 저해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괴사와 어린잎의 낙엽화, 눈 마름과 줄기 
썩음이 나타났으며 초장 및 엽면적의 생장에 영향을 미쳤으나 줄기의 직경에는 결
핍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Barroso et al.(2005)은 어린 티크(Tectona grandis)에서 칼슘(Ca)의 결핍으로 
인한 잎맥의 황화, 잎 말림, 잎의 괴사를 관찰하였으며 Santos et al.(2004)은 피
마자(Ricinus communis L.)에서 칼슘(Ca)의 결핍으로 인한 말단 잎의 경화현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Ca 0.5me L-1로 처리한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에서 초장
과 건물중의 값이 다른 처리구에 비해 조금 낮았으나 위와 같은 결핍증상은 관찰
할 수 없었다.
 칼슘(Ca)처리에 의한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의 생육상태는 Ca 1me L-1처
리에서 생육상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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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마그네슘(Mg)처리에 의한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의 형태학적인 생육

 상태

 마그네슘(Mg)처리에 의한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의 초장은 Mg 0.5me 
L-1 처리구에서 82.3cm으로 높았으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고 엽장 및 엽폭은 
11.3cm 및 4.5cm로 높게 나타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Table 3). Mg 6me L-1 처
리구의 생체중과 건물중은 각각 193.9g, 43.2g로서 처리구들 중 가장 높은 값이었
으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Table 3).
 Khalid et al.(2009)은 토양시비로 타임(Tymus vulgaris L.)에 마그네슘(Mg)을 
각각 59.5kg ha-1, 119kg ha-1, 178kg ha-1처리한 결과 첫 해와 두 번째 해의 생
체중 및 건물중이 119kg ha-1를 처리하였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고 
엽면시비로 타임(Tymus vulgaris L.)에 마그네슘(Mg)을 각각 10g L-1, 20g L-1, 
30g L-1처리한 결과 첫 해와 두 번째 해의 생체중 및 건물중이 20g L-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Thoaison et al.(1962)과 Bottrill et al.(1970)은 각각 강낭콩(Phaseolus 
vulgaris L.)과 시금치(Spinacia oleracea)에서 마그네슘(Mg)의 시비는 식물체의 
생장 매개 변수의 증가를 반영하여 분자 구조, 효소 활성 및 단백질 합성에 중요하
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실험에서는 마그네슘(Mg)처리에 의한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의 엽장 
및 엽폭을 포함하여 조사된 전 부위에서 Mg 0.5me L-1처리에 의한 형태학적인 생
육상태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Silva et al.(2014)은 마그네슘(Mg)을 무처리하여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
를 재배에 한 결과 마그네슘(Mg)의 결핍현상이 처리 27일 후부터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엽맥의 황화, 잎의 말단과 엽연에서 짙은 녹색 빛깔이 나타났으며 초
장, 엽면적 및 줄기의 직경이 감소하였다. Santos et al.(2004)은 사료용 보리와 
옥수수 줄기의 하적부위 및 건물중의 감소가 마그네슘(Mg) 결핍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Mg 0.5me L-1처리에 의한 생육상태가 높게 나타나 마그네슘 결핍
에 의한 현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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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슘(Ca) 및 마그네슘(Mg) 처리에 의한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의 생육상
태는 마그네슘(Mg)보다 칼슘(Ca)의 배양액 농도를 달리하였을 때 생육상태가 더 
좋았으며 엽폭은 다소 적으나 Ca 1me L-1의 배양액이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의 생육에 가장 적합한 농도로 보인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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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칼슘(Ca)처리에 의한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의 형태학적인 생육상태

 

 칼슘(Ca)처리에 의한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의 초장은 Ca 4me L-1에서 
67.6cm로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처리들과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Table 4). 
엽장은 Ca 1me L-1에서 8.6cm로 높게 나타나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며 엽폭도 Ca 
1me L-1에서 4.9cm로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처리들과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
다(Table 4). 생체중 및 건물중은 Ca 0.5me L-1에서 각각 252.2g, 58.2g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Table 4). 
 칼슘(Ca)처리에 의한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의 생육상태는 Ca 1me L-1 

처리에서 형태학적인 생육상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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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마그네슘(Mg)처리에 의한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의 형태학적인 생육

상태

 

 마그네슘(Mg)처리에 의한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의 초장은 Mg 4me L-1

에서 68.0cm로 다른 처리구들보다 컸으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Table 4). 엽
장은 Mg 2me L-1와 Mg 4me L-1처리에서 8.9cm와 8.8cm로 가장 높았고 엽폭은 
Mg 0.5me L-1–2me L-1에서 4.7cm로 높았으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Table 
4). 마그네슘(Mg)처리에 의한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의 생체중은 Mg 
0.5me L-1와 Mg 6me L-1에서 각각 196.5g, 196.6g으로 다른 처리구들과의 유의
성이 인정되었으며 건물중은 각각 47.5g, 46.5g으로 다른 처리구들보다 큰 값을 
가졌으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Table 4). 
 Bielski et al.(2013)은 마그네슘(Mg) 시비가 메리골드(Calendula officinalis L.)
의 초장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초장이 큰 개체는 마그네슘(Mg)이 풍
부한 화분에서 자라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 마그네슘
(Mg) 처리 중 가장 높은 농도였던 Mg 6me L-1에선 초장이 가장 작은 63.6cm였
으나 칼슘(Ca)처리에 의한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의 초장보단 마그네슘
(Mg) 처리에 의한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의 초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높
은 값을 보였다(Table 4).
 Mikiciuk(2008)는 바질(Ocimum basilicum L.)에 Mg0, Mg1(0.30g), Mg2(0.90g)
로 배양액 농도를 달리하여 처리한 결과 Mg2로 처리하였을 때 바질(Ocimum 
basilicum L.)의 건물중이 각각 8.34g, 21.52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
였다.
 본 실험에서 마그네슘(Mg)처리에 의한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의 생육상
태는 Mg 0.5me L-1와 Mg 6me L-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4).
 칼슘(Ca) 및 마그네슘(Mg) 처리에 의한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의 생육상
태는 칼슘(Ca)보다 마그네슘(Mg)의 배양액 농도를 달리하였을 때 초장, 엽장 및 
엽폭의 생육상태가 더 좋았으나 생체중 및 건물중은 낮은 값을 보였다(Table 4).   
 따라서 Ca 0.5me L-1처리가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의 생육에 가장 적
합한 농도로 보인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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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칼슘(Ca)처리에 의한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의 형태학적인 

생육상태

 

 칼슘(Ca)처리에 의한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의 초장은 Ca 0.5me 
L-1-2me L-1에서 77.3-79.3cm로 나타났다(Table 5). 엽장은 Ca 1me L-1처리에
서 6.1cm로 가장 길었지만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Table 5) 엽폭은 Ca 4me 
L-1처리에서 4.5cm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Table 5). 생체
중 및 건물중은 Ca 4me L-1처리에서 229.5g과 46.1g으로 높았으나 다른 처리구
와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Table 5). 
 Dzida et al.(2013)은 바질(Ocimum basilicum L.)의 Green, Violet 품종을 질
산칼슘(Ca(NO3)2)과 질산암모늄(NH4NO3)로 각각 처리한 결과 질산칼슘(Ca(NO3)2)
으로 처리한 Green의 초장 및 생체중(62.9cm, 200.5g), Violet의 초장 및 생체중
(47.1cm, 109.3g)이 질산암모늄(NH4NO3)으로) 처리한 Green의 초장 및 생체중
(60.8cm, 195.5g), Violet의 초장 및 생체중(44.1cm, 105.0g) 보다 조금 높게 나
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Babalar et al.(2010)은 세이버리(Satureja hortensis L.)에서 탄산칼슘(CaCO3)
의 수준을 0, 5 및 10t ha-1로 처리하였을 때 생체중과 건물중에 대해 유의한 효
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탄산칼슘(CaCO3) 5t ha-1 첨가하였을 때 다른 처
리구보다 높은 생체중(200.2±6.4g plant-1)과 건물중(46.7±1.7 g plant-1)을 얻었
으며 이 처리구에서 식물 생장 및 수확량이 증가한 이유를 교환 가능한 칼슘(Ca) 
및 마그네슘(Mg)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Supanjani et al.(2005)은 쑥갓(Chrysanthemum coronarium L.)에 염화칼슘
(CaCl2)을 10, 20, 30, 40, 50 및 70mM로 처리한 결과 Ca 30mM과 Ca 40mM에
서 초장, 줄기의 직경, 엽장 및 엽폭이 가장 높은 값을 보인 것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 칼슘(Ca)처리에 의한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는 Ca 
1me L-1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생육상태를 보였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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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마그네슘(Mg)처리에 의한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의 형태학적인 

생육상태

 

 마그네슘(Mg) 처리에 의한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의 초장은 Mg 
2me L-1와 Mg 6me L-1에서 각각 80.6cm와 82.6cm로 높게 나타났으나 Mg 1me 
L-1과 Mg 4me L-1와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Table 5). 엽장은 Mg 2me L-1

에서 8.9cm로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처리구들과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엽폭은 4.5-4.7cm범위 내에 전 처리구가 포함되어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Table 5). 생체중은 Mg 6me L-1에서 202.5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Mg 0.5me 
L-1의 170.6g보다 31.9g이 더 무거웠으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Table 5). 건
물중은 Mg 2me L-1처리구에서 33.7g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가장 높은 값을 
보인 Mg 1me L-1의 건물중 43.6g과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Table 5). 
 Krol과 Wisniewski(2014)는 얼룩에키움(Echium plantagineum L.)에 마그네슘
(Mg)과 황(S)을 처리하여 생육상태를 확인한 결과 토양에 처리하였을 때 첫 번째 
해의 초장은 91.0cm(Mg), 89.6cm(S)였으며 두 번째 해의 초장은 97.5cm(Mg), 
96.7cm(S)로 마그네슘(Mg)처리가 조금 더 높은 초장 값을 보였다. 그러나 
Szczebiot(2002)는 마그네슘(Mg)시비에 의한 좀아마냉이(Camelina microcarpa)
와 겨자과(Crambe)의 생육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 마그네슘(Mg) 처리에 의한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의 
생육상태는 Mg 1me L-1의 배양액을 처리하였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5). 
 칼슘(Ca) 및 마그네슘(Mg) 처리에 의한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의 
생육상태는 칼슘(Ca)보다 마그네슘(Mg)의 배양액 농도를 달리하였을 때 엽장 및 
엽폭의 생육상태가 더 좋았으나 전체적인 생육상태는 Ca 1me L-1처리구에서 적합
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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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양액에 따른 무기성분 함량 

 2.1. 칼슘(Ca) 및 마그네슘(Mg) 처리에 의한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의 

무기성분 함량(%)

 칼슘(Ca) 처리에 의한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의 질소(N), 인(P), 칼륨(K) 
및 마그네슘(Mg)함량은 처리구들간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Table 6). 칼슘
(Ca)함량은 처리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처리구들간의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며 나트
륨(Na)함량은 배양액 내의 이온 평형을 조정하기 위해 농도수준을 변화시켰으므로 
처리구들간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Table 6).
 마그네슘(Mg) 처리에 의한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의 질소(N), 인(P), 칼륨
(K) 및 칼슘(Ca)함량은 처리구들간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Table 6). 마그네
슘(Mg)함량은 마그네슘(Mg)처리농도를 증가시켰으나 Mg 0.5me L-1-2me L-1에서 
처리구들간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Table 6). 나트륨(Na)함량은 배양액 내의 
이온 평형을 조정하기 위해 농도수준을 변화시켰으므로 처리구들간의 유의성이 인
정되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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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칼슘(Ca) 및 마그네슘(Mg) 처리에 의한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의

 무기성분 함량(%)

 칼슘(Ca) 처리에 의한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의 질소(N)함량은 Ca 
0.5me L-1에서 1.67%로 나타나 Ca 2me L-1의 2.06%와의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며 
인(P), 칼륨(K) 및 마그네슘(Mg)함량은 처리구들간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Table 7). 칼슘(Ca)함량은 처리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처리구들간의 유의성이 인정
되었으며 나트륨(Na)함량은 배양액 내의 이온 평형을 조정하기 위해 농도수준을 
변화시켰으나 Ca 0.5me L-1-2me L-1에서 처리구들간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
다(Table 7).
 마그네슘(Mg) 처리에 의한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의 질소(N), 칼륨(K) 
함량은 처리구들간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인(P)은 Mg 0.5me L-1와 Mg 
4me L-1에서 각각 0.52%, 0.54%로 낮게 나타나 다른 처리구들과의 유의성이 인
정되었다(Table 7). 칼슘(Ca)함량은 Mg 4me L-1에서 0.74%로 가장 낮게 나타났
으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고 마그네슘(Mg)함량은 처리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처
리구들간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Table 7). 나트륨(Na)함량은 배양액 내의 이온 평
형을 조정하기 위해 농도수준을 변화시켰으므로 처리구들간의 유의성이 인정되었
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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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칼슘(Ca) 및 마그네슘(Mg) 처리에 의한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의 무기성분 함량(%)

 칼슘(Ca) 처리에 의한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의 질소(N), 인(P), 
칼륨(K) 및 마그네슘(Mg)함량은 처리구들간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Table 8). 
칼슘(Ca)함량은 처리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처리구들간의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며 
나트륨(Na)함량은 배양액 내의 이온 평형을 조정하기 위해 농도수준을 변화시켰으
나 Ca 0.5me L-1-2me L-1에서 처리구들간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Table 8).
 마그네슘(Mg) 처리에 의한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의 질소(N), 인
(P), 칼륨(K) 함량은 처리구들간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칼슘(Ca)함량은 Mg 
2me L-1에서 1.01%로 높게 나타나 다른 처리구들과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Table 
8). 마그네슘(Mg)함량은 마그네슘(Mg) 처리 농도를 증가시켰으나 Mg 0.5me 
L-1-2me L-1에서 처리구들간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Table 8) 나트륨(Na)함
량은 배양액 내의 이온 평형을 조정하기 위해 농도수준을 변화시켰으므로 처리구
들간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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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ntha spp.의 칼슘(Ca)/마그네슘(Mg), 칼륨(K)/마그네슘(Mg) 및 칼륨(K)/칼슘

(Ca)의 비율

 3.1 Mentha spp.의 칼슘(Ca)/마그네슘(Mg) 비율

 칼슘(Ca)처리에 의한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의 생체중과 건물중은 Ca 
1me L-1처리에서 각각 302.8g과 53.1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Table 3) 이 때 
Ca/Mg의 무기성분 함량 비율은 1.46:1이었다(Table 9). 마그네슘(Mg)처리에 의한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의 생체중과 건물중은 Mg 0.5me L-1에서 각각 
188.1g과 40.4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Table 3) 이 때 Ca/Mg의 무기성분 함
량 비율은 2.40:1이었다(Table 9). 
 칼슘(Ca)처리에 의한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의 생체중과 건물중은 Ca 
1me L-1에 239.1g, 54.1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Table 4) 이 때 Ca/Mg의 무
기성분 함량 비율은 1.50:1이었다(Table 9). 마그네슘(Mg)처리에 의한 스피아민트
(Mentha spicata L.)의 생체중과 건물중은 Mg 0.5me L-1에서 각각 196.5g과 
47.5g이었으며 Mg 6me L-1에서 각각 196.6g과 47.5g이었다(Table 4). 이때 
Ca/Mg의 무기성분 함량 비율은 각각 1.62:1, 0.94:1이었다(Table 9). 
 칼슘(Ca)처리에 의한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의 생체중과 건물중은 
Ca 1me L-1에서 229.4g과 45.6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Table 5) 이때 
Ca/Mg의 무기성분 함량 비율은 1.33:1이었다(Table 9). 마그네슘(Mg) 처리에 의
한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의 생체중과 건물중은 Mg 1 me L-1에서 
181.1g과 43.6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Table 5) 이 때 Ca/Mg의 무기성분 함
량 비율은 각각 1.57:1이었다(Table 9). 
 흔히 최적의 생육상태에서 Ca/Mg 비율은 약 2:1로 간주된다. 본 실험 결과 마그
네슘(Mg) 처리에 의한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와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를 제외한 Mentha spp.에서 Ca/Mg비율이 1.33:1-1.62:1 범위에 있을 
때 가장 생육상태가 좋은 것을 확인하였다. 
 Morard et al.(1996)은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All. cv. Rondello)에
서 칼슘(Ca)과 마그네슘(Mg) 사이에 강한 길항 작용을 나타내어 칼슘(Ca)이 잎으
로 이동하는 마그네슘(Mg)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Buczek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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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owicz-Babiak(1971)는 토마토(Lycoperisicum esculentum, variety ‘Best 
of all’)에 마그네슘(Mg)함량을 칼슘(Ca)함량보다 10배 더 높게 시비한 결과 
Ca/Mg비율이 질소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과도한 마그네슘(Mg)의 
양은 식물을 왜화시켰으며 건물중 및 단백질 함량 감소를 야기하였다. 
 본 실험에선 칼슘(Ca) 및 마그네슘(Mg) 처리농도가 증가함에 따른 칼슘(Ca)과 마
그네슘(Mg)사이의 길항작용을 관찰할 수 없었다(Table 9). Mg 0.5me L-1처리에 
의한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와 Mg 6me L-1 처리에 의한 스피아민트
(Mentha spicata L.)의 Ca/Mg비율은 각각 2.40:1과 0.94:1이었으나(Table 9) 처
리구 내에서 생육상태가 가장 좋았다(Table 3, Table 4). 백자작나무(Betula 
pendula Roth.)에서는 Ca/Mg 비율이 1:1 이상 및 5:1 이상일 경우에도 마그네슘
(Mg)의 결핍 없이 충분한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Wikstrom and 
Ericsso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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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Mentha spp.의 칼륨(K)/마그네슘(Mg) 비율

 마그네슘(Mg)처리에 의한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의 생체중과 건물중은 
Mg 0.5me L-1에서 각각 188.1g과 40.4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Table 3) 이 
때 K/Mg의 무기성분 함량 비율은 6.73:1이었다(Table 9). 
 마그네슘(Mg)처리에 의한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의 생체중과 건물중은 
Mg 0.5me L-1에서 각각 196.5g과 47.5g이었으며 Mg 6me L-1에서 각각 196.6g
과 47.5g이었다(Table 4). 이때 K/Mg의 무기성분 함량 비율은 각각 5.82:1, 
3.12:1이었다(Table 9). 
 마그네슘(Mg) 처리에 의한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의 생체중과 건
물중은 Mg 1 me L-1에서 181.1g과 43.6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Table 5) 이 
때 K/Mg의 무기성분 함량 비율은 각각 6.38:1이었다(Table 9).
 칼륨(K)은 길항작용을 일으키는 양이온들 중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로 존재할 경우 나트륨(Na), 마그네슘(Mg) 및 칼슘(Ca)의 흡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칼륨(K)이 없다면 다른 양이온은 높은 속도로 흡수될 수 있다
(Barker and Pilbeam, 2007). 
 Mengel와 Kirkby(1987)는 마그네슘(Mg) 결핍이 이온성 길항 작용, 특히 산성 및 
칼륨(K)이 풍부한 토양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양이온 경쟁은 결과적으로 Mg 결핍
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Ding과 Xu(2011)는 벼(Oryza sativa L.)의 줄기와 뿌리에서 6mM의 높은 칼륨
(K) 공급이 0.01-1mM 범위의 마그네슘(Mg) 흡수를 현저히 억제시키는 것을 관찰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귀리(Avena sativa L.)(Bower and Pierre, 1944)와 포
플러(Populus trichocarpa)(Diem and Godbold, 1993)에서도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는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와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
의 Mg 0.5me L-1처리에 의한 비율이 Mg 1me L-1처리에 의한 비율보다 다소 낮
았으나 무기성분 함량 간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칼륨(K)과 마그네슘(Mg)사이
의 길항작용은 관찰할 수 없었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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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Mentha spp.의 칼륨(K)/칼슘(Ca)의 비율

 칼슘(Ca)처리에 의한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의 생체중과 건물중은 Ca 
1me L-1처리에서 각각 302.8g과 53.1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Table 3) 이 때 
K/Ca의 무기성분 함량 비율은 3.72:1이었다(Table 9). 
 칼슘(Ca)처리에 의한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의 생체중과 건물중은 Ca 
1me L-1에 239.1g, 54.1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Table 4) 이 때 K/Ca의 무
기성분 함량 비율은 4.27:1이었다(Table 9). 
 칼슘(Ca)처리에 의한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의 생체중과 건물중은 
Ca 1me L-1에서 229.4g과 45.6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Table 5) 이때 K/Ca
의 무기성분 함량 비율은 4.50:1이었다(Table 9). 
 Tuma et al.(2004)은 넝쿨강낭콩(Phaseolus vulgaris L.)에서 칼슘(Ca)함량에 
대한 칼륨(K)의 길항작용은 잎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으나 본 실험에서는 
칼륨(K)과 칼슘(Ca)사이의 길항작용을 관찰할 수 없었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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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ntha spp.의 칼슘(Ca)과 마그네슘(Mg)의 무기성분 함량(μg g-1)

 4.1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의 칼슘(Ca)과 마그네슘(Mg)의 무기성분 함량

(μg g-1)

 Szymczycha-Madeja et al.(2013)이 마이크로파 시료 용해 장치(microwave 
digestion)로 분석한 결과 Traditional Medicinals(미국)의 유기농 페퍼민트
(Mentha piperita L.) 티백에는 칼슘(Ca) 13417±220μg g-1과 마그네슘(Mg) 
6880±400μg g-1이 함유되어 있었고 Herbapol Lublin(폴란드)의 페퍼민트
(Mentha piperita L.) 티백에는 칼슘(Ca) 19016±627μg g-1과 마그네슘(Mg) 
6340±420μg g-1이 함유되어 있었다.
 Queralt et al.(2005)은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를 분석한 결과 칼슘(Ca) 
21131μg g-1과 마그네슘(Mg) 5483μg g-1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 칼슘(Ca)처리에 의한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의 무기성분 함
량은 Ca 4me L-1와 Ca 6me L-1에서 칼슘(Ca)과 마그네슘(Mg)이 각각 13967μg 
g-1, 5883μg g-1과 17067μg g-1, 6693μg g-1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페퍼민트
(Mentha piperita L.) 티백의 무기성분 함량과 가장 근접한 수치였다(Table 10).  
 칼슘(Ca)처리에 의한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의 생육상태는 Ca 1me L-1에
서 가장 좋았으나 칼슘(Ca)은 9547μg g-1, 마그네슘(Mg)은 6530μg g-1로 시중에 
판매되는 무기성분 함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마그네슘(Mg)처리에 의한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의 생육상태는 Mg 
0.5me L-1에서 가장 좋았으나 칼슘(Ca)은 11027μg g-1, 마그네슘(Mg)은 4293μg 
g-1로 시중에 판매되는 무기성분 함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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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의 칼슘(Ca)과 마그네슘(Mg)의 무기성분 함량

(μg g-1)

 칼슘(Ca)처리에 의한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의 생육상태는 Ca 1me L-1

에서 가장 좋았으며 이때 칼슘(Ca)은 6640μg g-1, 마그네슘(Mg)은 4493μg g-1이 
함유되어 있었다. 마그네슘(Mg)처리에 의한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의 생
육상태는 Mg 0.5me L-1와 Mg 6me L-1에서 가장 좋았으며 이때 칼슘(Ca)과 마그
네슘(Mg)함량은 각각 8127μg g-1, 3717μg g-1과 8038μg g-1, 8560μg g-1 이었다
(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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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의 칼슘(Ca)과 마그네슘(Mg)의 무기성분

함량(μg g-1)

 칼슘(Ca)처리에 의한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의 생육상태는 Ca 
1me L-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Table 6) 이때 칼슘(Ca)은 7993μg g-1, 마그네
슘(Mg)은 5987μg g-1이 함유되어 있었다(Table 10).
 마그네슘(Ca)처리에 의한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의 생육상태는 
Mg 1me L-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Table 6) 이때 칼슘(Ca)은 8213μg g-1, 마
그네슘(Mg)은 5223μg g-1이 함유되어 있었다(Table 10). 
 생육상태가 가장 좋은 Mentha spp.의 무기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 처리구들의 
칼슘(Ca)함량은 6640-11027μg g-1이었고 마그네슘(Mg)함량은 3717-8560μg g-1범
위 내에 있었다.  
 이는 Clipper(영국)의 유기농 캐모마일&라벤더 티백에 들어있는 칼슘(Ca) 6628±
254μg g-1과 마그네슘(Mg) 2375±100μg g-1이나 카밀레(Matricaria chamomilla 
L.)에 들어있는 칼슘(Ca) 9279μg g-1, 마그네슘(Mg) 2642μg g-1 함유량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치였다 (Queralt et al., 2005; Szymczycha-Madeja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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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적   요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의 기후에 적합한 Mentha spp.의 특정 영양 요구량을 이
해하기 위한 연구는 오랫동안 이루어졌으며 질소(N), 인(P), 칼륨(K)의 농도를 달리
하여 재배한 결과 배양액의 일련의 변화는 Mentha spp.의 생장을 간섭한다는 사
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질소(N), 인(P), 칼륨(K)의 농도는 일정하
게 고정하여 칼슘(Ca)과 마그네슘(Mg)의 배양액 처리농도만 다양하게 변화를 주었
다. 7주간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 그리고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에 칼슘(Ca)과 마그네슘(Mg)배양액을 0.5 
me L-1, 1 me L-1, 2me L-1, 4me L-1 그리고 6 me L-1로 처리하여 각 식물체들
의 형태학적인 생육 상태와 무기성분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각 식물체들이 함유하
고 있는 무기성분을 토대로 칼슘(Ca)/마그네슘(Mg), 칼륨(K)/마그네슘(Mg) 그리고 
칼륨(K)/칼슘(Ca)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의 형태학적인 생육상태는 Ca 1me L-1와 Mg 
0.5me L-1, 스피아민트(Mentha spicata L.)는 Ca 1me L-1와 Mg 0.5me L-1 및 
Mg 6me L-1 그리고 애플민트(Mentha suaveolens Ehrh.)는 Ca 1me L-1와 Mg 
1me L-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Mentha spp.의 Ca/Mg, K/Mg 그리고 K/Ca비
율은 마그네슘(Mg) 처리에 의한 페퍼민트(Mentha piperita L.)와 스피아민트
(Mentha spicata L.)를 제외한 처리구에서 Ca/Mg의 비율이 1.33:1-1.62:1 범위
에 있을 때 가장 생육상태가 좋았으며 K/Mg과 K/Ca 비율은 각각 5.82:1-6.73:1
과 3.72:1-4.50:1 범위에 있을 때 높은 생육상태를 보였다. 생육상태가 가장 좋은 
Mentha spp.의 무기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 처리구들의 칼슘(Ca)함량은 
6640-11027μg g-1이었고 마그네슘(Mg)함량은 3717-8560μg g-1범위 내에 있었다.
 결과적으로 Mentha spp.의 생육상태 및 생장에 가장 적합한 칼슘(Ca)과 마그네
슘(Mg)의 배양액 농도는 Ca 1me L-1와 Mg 0.5me L-1, Mg 1me L-1인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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