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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upatilin, one of representative medical components of mugwort, can be efficiently extracted from the

‘Gangwha Sajabalssuk’. The Eupatilin content may depend on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soil and

regional climate in addition to a genetic factor and Gangwha region has a profitable environmental

condition for the mugwort growth. In this study, the climatological characteristics of Gangwha was

analyzed in order to find the environmental condition of mugwort containing high Eupatilin in term of

atmospheric, oceanographic and land variables. The climate of Gangwha is characterized by the

relatively low daily temperature and large diurnal variation with plenty of solar radiation, long sunshine

duration and less cloudiness. According to our correlation analysis, the long sunshine duration and the

large diurnal temperature variation are highly correlated with the Eupatilin contents. The result implies

that Gangwha has the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cultivation and the habitat of the high-Eupatilin

concentrated mugwort. Because of the sea surrounding Gangwha Island with low salinity and moderate

wind, the salt contained in sea breeze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regions. Furthermore,

Gangwha has clean atmospheric environment compared to other regions because the concentrations of

toxic gases harmful to crop growth such as nitrogen dioxide (NO2), sulfite gas (SO2) and fine dust (PM-

10) are lower in the air. The ozone (O3) concentration is moderate and within the level of natural

production. It is also found that moderately coarse texture or fine loamy soils known as good for water

drainage and for the growth and cultivation of the ‘Gangwha-mugwort’ are distributed throughout the

areas around mountainous districts in Gangwha, coinciding with those of mugwort habi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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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약쑥에 함유된 Eupatilin은 위궤양과 장질환, 위암

치료(Jang et al., 2003; Park et al., 2006; Kim et al.,

2005) 및 췌장, 간질병 치료(Park et al., 2006)에 효

과적인 대표적 약리 성분이다. 이러한 효능을 지닌

Eupatilin은 환경적 요인에 의존적인 특징(Ryu et al.,

2005; Ryu, 2008a)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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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yu(2008a)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에서

수집한 210점의 약쑥 잎에 대해 Eupatilin 성분을 비

교 분석하여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백령도, 당진 지역

에서 생산되는 약쑥이 높은 Eupatilin 함량을 갖는 것

을 밝혔다. 

Eupatilin이 고함유된 ‘강화약쑥’의 재배환경 구명은

지금까지 몇몇 선행 연구를 통해 시도되었다. Ryu

(2008a)는 ‘강화약쑥’의 높은 Eupatilin 함량을 약쑥종

에 따른 유전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설명하고자 하였

다. 그러나 저자는 유전학적으로 유효성분 함량이 높

게 함유된다고 알려진 강화지역의 ‘사자발쑥’을 2005

년 수원,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재배한 결과 약쑥

잎의 Eupatilin 성분 함량이 강화지역에서 재배되었을

경우보다 낮게 함유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약쑥의 품질이 유전요인과 더불어 토양과 기상

조건 등과 같은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강화

지역이 Eupatilin이 고함유된 약쑥을 생산하는데 유리

한 생육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Ryu

(2008a)는 특히 2007년 강화, 서울, 수원, 인천지역의

Eupatilin 함량 변이와 기상요인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

하여 약쑥 품질에 대한 기상환경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Ryu(2008b)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풍부한 햇볕과

염분이 포함된 해풍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 자라난 ‘강

화약쑥’이 내륙에서 자라는 쑥보다 Eupatilin 함유량이

높으며, 약쑥은 토양의 종류보다는 배수가 양호하고

풍부한 일사가 있는 곳에서 생육될 때 유효성분을 풍

부하게 함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

구는 특정한 한 해에 대한 제한된 분석 결과로서 약

쑥에 함유된 Eupatilin과 강화도의 생육 환경과의 관

계를 설명하기에는 미흡하였다. 또한 Ryu(2008b)는

강화지역의 토양 환경 및 국지적 기후 그리고 해양학

적 환경에 대해 정성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객관적인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강화약쑥’의 생육환경에 대

한 보다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patilin이 고함유된 약쑥의

기상학적 생육환경을 구명하기 위하여 강화지역을 포

함하는 주변지역에서 관측된 기상 자료를 이용하여 강화

지역의 기상학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Ryu(2008a)가

조사한 약쑥의 Eupatilin함유량 자료를 이용하여 재배

지역별, 채취시기별 Eupatilin 함유량과 기상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재분석하였다. 또한 강화 인근 해역을 포

함한 한반도 인근 해안에서 관측된 해양자료와 강화

및 인근 지역에서 관측된 대기질 자료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30m 단위의 토양 자료를 이용하여 강화지

역의 다양한 환경학적 특성도 살펴보았다.

II. 재료 및 방법

‘강화약쑥’의 기상학적 생육환경을 구명하기 위해 재

배지역별 Eupatilin 함유량 자료로 Ryu(2008a)에 의

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적으로 수집된 210점

의 약쑥종 중에서 Eupatilin이 추출된 강화, 백령도,

덕적도, 안면도의 자료를, 채취시기에 따른 함유량 자

료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5월 10일부터 6

월 30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추정된 수확시기별 함유

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강화의 기상학적 환경을 구명하기 위해 1971년부터

2000년까지 생육기간(3월부터 6월까지)과 12개월 동안

평균된 강화지역과 유사한 환경으로 추정되는 동일 경

도상의 서해안 지역에 위치하는 인천, 서산, 보령, 군

산, 목포와 강화와 인접한 서울, 수원지역의 기상 자

료를 활용하였다. 재배지역별, 채취시기별 Eupatilin 함

유량과 기상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004년부

터 2006년까지 3년 평균된 강화지역, 백령도, 덕적도 안

면도 기상 자료와 이 기간 내 5월 10일부터 6월 30일

까지 10일 단위로 평균된 기상 자료도 사용되었다. 단,

강수와 일조시간은 누적한 값을 분석하였다. 해양 자

료는 강화군 남쪽 해안에 위치하는 인천연안과 한반도

주변 해안에 위치하는 9개의 정점 자료로써 1999년부

터 2008년까지 10년 평균된 월 평균 수온과 염분 농

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기질 관측 자료는 2004년부

터 2008년까지 5년 평균된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등에 관한 자료로써 강화군의 북쪽에

위치해있는 송해면과 강화도와 동일 경도상의 서해안

에 위치하는 인천, 서산, 군산, 목포, 그리고 강화도와

인접한 서울, 수원을 포함하여 총 7개 지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활용된 기상 자료,

해양 자료 그리고 대기질 자료의 관측 지점을 나타낸

것이다. 

토양 자료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

공하는 강화지역에 대한 30m × 30m의 고해상도 토양

종류, 토양 배수도 그리고 토양 피복도 자료를 이용하

였다(Wa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2006).

Fig. 2는 강화의 상세 지형 및 약쑥 재배농가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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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으로 토양 분포도와 ‘강화약쑥’의 주요생산지

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에서 제공하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된 재배농

가 분포도이다.

III. 결과 및 고찰

3.1. 강화의 기상학적 특성

30년 평균된 기상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강화의

기후특성은 생육기간 동안 서해안에 위치하는 5개 지

점과 인근에 위치하는 2개 지점보다 상대적으로 기온,

풍속, 상대습도가 낮고 강수량, 운량이 적으며 일교차와

연교차가 크고, 일조시간이 길게 나타났다(Table 1).

표에 따르면 생육시기 동안의 강화도 평균 기온은

8개 지점 중에서 가장 낮은 12.8oC로 평균 13.4oC보

다 0.6oC 정도 낮았고, 일교차는 생육기간과 12개월

동안 각각 10.8oC, 10.1oC의 값으로 8개 지점 중에서

수원 다음으로 보령지역과 함께 가장 높았다. 일반적

으로 수증기량이 적은 내륙에서 큰 일교차를 가지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해양에 인접한 강화와 보령지역은

상대적으로 내륙에 위치한 다른 지역의 일교차와 비교

해 볼 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육기간 동안 누

적 강수는 351mm로 평균 360mm보다 9mm 적었으

나 12개월 동안 누적 강수는 1317mm로 평균

1234mm보다 83mm 많았다. 생육기간 동안의 평균

풍속은 1.8m/s로 수원과 함께 가장 낮게 관측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내륙에 위치하는 서울, 수원지역과 비

교하여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지역이 약한 해풍

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육기간 동안의

평균 상대습도의 경우 강화지역이 69%로 평균 71%

보다 2% 낮게 관측되었으며, 연평균의 경우 서울, 인

천 다음으로 가장 낮은 72%로 평균 73%보다 1%

낮게 관측되었다. 생육기간 동안 일조시간은 952hr로

평균 854hr보다 98hr 길며, 운량은 49%로 8개 지점

중에서 가장 적어 강화도는 상대적으로 일사가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화지역의 낮은 기온과 큰 연교차, 일교차는

인근 지역이나 서해안 지역과 비교해 매우 낮고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단순한 위도나 해안과의 거리 차이

Fig. 1. The topography(m) of South Korea and locations of

the use of meteorological (red filled circle), oceanographic

(black quadrangle), and air quality (black triangle) data.

Table 1. The averaged meteorological values during the growing season in mugwort observed at stations located the same

longitude and latitude with Gangwha region

Factor 

Station 

Temp.

(oC) 

Daily Temp. 

Range (oC) 

Accumulated 

Prec. (mm) 

Wind Speed

(m/s) 

Humidity

(%) 

Duration of 

Sunshine (hr) 

Cloudiness

(10%) 

Gangwha 12.8(10.9) 10.8(10.1) 351(1317) 1.8(1.6) 69(72) 952(2510) 4.9(4.7) 

Incheon 12.9(11.7) 08.0(7.6) 314(1152) 3.6(3.3) 70(70) 874(2337) 5.0(4.8) 

Seosan 13.1(11.7) 10.8(10.0) 362(1232) 2.6(2.3) 72(75) 868(2223) 5.2(5.2) 

Boryeong 13.1(12.1) 10.7(9.8) 368(1237) 2.1(2.0) 73(76) 864(2540) 5.2(5.2) 

Gunsan 13.5(12.6) 08.3(7.8) 377(1201) 4.2(3.9) 75(75) 812(2162) 5.2(5.2) 

Mokpo 14.2(13.8) 08.9(8.3) 399(1125) 4.1(4.2) 73(73) 785(2164) 5.5(5.4) 

Seoul 14.2(12.2) 09.7(8.7) 358(1344) 2.7(2.4) 64(67) 820(2114) 5.3(5.1) 

Suwon 13.5(10.9) 11.0(11.3) 351(1267) 1.8(1.4) 69(72) 856(2198) 5.1(5.2) 

Mean 13.4(12.0) 09.8(9.2) 360(1234) 2.9(2.6) 71(73) 854(2281) 5.2(5.1) 

※The Average Value from March to June (the Average Annual Value)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meteorological factors during the growing season and the Eupatilin

status of the mugwort leaves on collectio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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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화지역의 고유한 기후학적 특

성임을 알 수 있다. 큰 일교차 이외에도 일사량이 풍

부한 기후 환경은 작물이 생육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

한다(Park, 2008). 또한 강한 해풍은 작물 생장에 유

해한 반면 적당한 해풍은 작물의 병해충 발생률을 낮

게 하며 작물의 미네랄과 영양소를 풍부하게 하는 유

익한 환경을 제공해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화지역의

낮은 풍속은 약쑥을 포함하여 다양한 작물의 생장에

유익하다(Kim et al., 2010; Purty et al., 2008; He

and Cramer, 1992). 

3.2. 기상환경과 약쑥의 유효성분과의 상관분석 

재배지역별, 수확시기별 Eupatilin 함유량과 기상요

소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평균기온이 낮고 일교차와 일

조시간이 큰 기후학적 환경이 유효 성분이 많이 축적

된 약쑥 생산에 유리한 환경으로 추정되었다.

Ryu(2008a)의 분석에 따르면 남한지역 중 강화

(214.5±10.9mg/100gleaves), 백령도(188.8±18.1mg/

100gleaves), 덕적도(12.5±5.3mg/100gleaves), 안면도

(10.4mg/100gleavs)에서 채취된 약쑥에서만 Eupatilin

이 검출되었다. 저자는 수집기간(2004-2006) 동안 48

개 지역에 대해 1년 단위로 약쑥을 수집한 것이 아니

라 3년에 걸쳐 이 지역들의 약쑥을 수집하여 조사하

였다(Ryu, 2008a). 따라서 재배지역별 Eupatilin의 함

유량과 기상요소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약쑥 잎

에서 Eupatilin이 추출된 4개 지점의 Eupatilin 함유

량과 수집기간 동안 평균된 생육기간의 기상요소와의

상관을 분석하였다(Table 2). 여기서 분석된 기상요소

는 평균 기온, 일교차, 강수량, 풍속이다. 

표에 따르면 온도의 경우 평균 상관값이 -0.5로

Eupatilin 함량과 높은 부의 상관을 가지고 있어, 온도

가 낮은 환경일 때 Eupatilin이 고함유된 약쑥이 생산

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일교차와 풍속의 평균 상

관값은 모두 0.3으로, 두 기상요소와 약쑥의 유효성분

함유량은 정의 상관을 보임으로서 일교차와 풍속이 클

수록 ‘강화약쑥’의 Eupatilin 함유량이 풍부해질 가능

성이 높았다. 강수의 경우 3월과 6월에서 부의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t-검정에 의해 구해진 90%와 80%의

신뢰구간에 대한 한계 수준이 각각 0.9, 0.8임을 고려

할 때, 분석된 상관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다.

Ryu et al.(2007)에 의하면 채취시기에 따라 약쑥의

Eupatilin 함량이 크게 변화하는데 특히 수확시기인 5

월과 6월 사이의 함량 변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같이 수확시기에 나타나는 불규칙적인 유효성분

함량은 단기간의 기상 변화가 Eupatilin 함량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채취

시기에 따른 단기간의 기상환경조건과 유효 성분 함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Table 3). 여기서 함유량

자료는 Ryu et al.(2007)에서 검출한 자료를 사용하였

으며, 기상자료는 채취시기 전 10일 동안 평균된 자료

를 활용하였다. 단, 강수와 일조시간은 누적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에 따르면 Eupatilin과 기온, 강수량 그리고 상대

습도와의 평균적인 상관값은 각각 -0.4, -0.3, -0.4로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으며, 상대습도가 낮은 대기

환경에서 Eupatilin이 고함유된 약쑥이 생산될 가능성

이 높았다. 반면 일교차와 일조시간은 유효성분 함유

량과 0.5, 0.6의 정의 상관값을 가지고 있어 일교차가

크고 일조시간이 길 때 유효성분이 고함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일조시간의 경우 2004

년과 2005년 두 해에 걸려 90% 신뢰구간(임계값:

0.73)에 포함되어 다른 변수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meteorological

factors during the growing season and the Eupatilin status

of the mugwort leaves on collection region

Meteorological 

Factor 

Growing Season 

Mar Apr May Jun Mean

Temperature -0.7 -0.2 -0.5 -0.7 -0.5

Daily Temp. Range 0.3 0.3 0.6 0.2 0.3

Accumulated Prec. -0.6 0.2 0.7 -0.8 -0.1

Wind Speed 0.1 0.3 0.3 0.3 0.3

※(**)90% confidence interval: ±0.9, (*)80% confidence

interval: ±0.8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meteorological factors

and Eupatilin status of the mugwort leaves according to

harvesting date in 3-years

Meteorological

Factor 

Year 

2004 2005 2006 Mean

Temperature -0.2 -0.9** -0.5 -0.4 

Daily Temp. Range -0.5 -0.9** 0.2 0.5 

Accumulate Prec. -0.1 -0.3 -0.4 -0.3 

Wind Speed -0.3 -0.2 0.1 0.0 

Humidity -0.4 -0.7** -0.2 -0.4 

Duration of sunshine -0.8** -0.8** 0.1 0.6 

※(**)90% confidence interval: ±0.73, (*)80% confidence

interval: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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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풍속의

경우 평균적으로 0.0의 상관값을 가지고 있어 약쑥의

유효성분 함유량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약쑥의

유효성분과 평균기온은 부의 상관을, 일교차와 일조시

간은 정의 상관을 가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강화지역

은 주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일조시간이 길며 일교

차가 크기 때문에 Eupatilin과 같은 유효성분의 함량

이 많은 약쑥의 재배 및 서식처로써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3.3. 강화의 해양학적 특성

계절별 수온, 염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화지역의

인근 해역인 인천연안은 다른 연안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수온과 염도가 낮고 연교차가 크게 났다

(Table 4). 

표에 따르면 강화 인근 해역인 인천연안의 연평균

수온은 평균 15.3oC 보다 1.2oC 가량 낮은 14.1oC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낮은 온도는 국지적으로 육지에서

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강화 주변의 연안에서도 뚜

렷하게 나타나는 특성임을 알 수 있다. 계절별로 살펴

보면 인천연안은 봄철에 2.3oC, 겨울철에 13.3oC로

평균 7.0oC, 15.6oC 보다 4.7oC, 2.3oC 가량 낮은

반면 여름철, 가을철은 각각 15.4oC, 25.5oC로 평균

14.4oC, 24.2oC 보다 1.0oC, 1.3oC 정도 높았다. 따

라서 인천연안은 다른 연안과 비교해 볼 때 봄, 겨울

철에 낮고 여름, 가을철에 높은 수온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연교차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수온이 계절적으로 상대적인 큰 변동을 보이는 것은

이 지역의 수심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인천연안의 연평균 염분은 평균 31.5‰ 보다 약

8.5‰ 낮은 23.0‰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낮은 염분

은 사계절에 계속적으로 나타났다. 인천연안의 봄, 여

름, 가을, 겨울철 염분은 각각 28.3‰, 23.4‰, 15.1‰,

25.1‰로 평균보다 각각 4.3‰, 8.5‰, 14.6‰, 6.7‰

가량 낮았다. 인천연안의 염분 연교차는 13.2‰로 평

균 2.9‰ 보다 10.3‰ 가량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강화가 한강과 같이 유량이 많은 강의 하구에

위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수온과 같

이 염분도 큰 연교차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작물은 기

상요소 이외에도 다양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성

장하는데, 염분 또한 작물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변 환경 인자 중의 하나이다.

적당량의 염분은 작물이 생육하고 지력을 유지하기 위

해 요구되는 필수 성분 중의 하나이지만, 과다한 염분

은 엽록소의 감퇴 또는 효소의 활력을 저하하여 작물

재배의 주요 제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Purty et al,,

2008; He and Cramer, 1992). 따라서 강화지역은 인

근 해역의 낮은 염분으로 인하여 적당량의 염분이 유

입되어 양질의 약쑥이 생육되기 좋은 환경조건으로 사

료되었다. 

이러한 해역 특성은 앞서 살펴 본 약한 바람(해륙

풍), 충분한 일사들과 더불어 강화 주변의 식생들이

주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3.4. 강화의 환경학적 특성

환경학적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강화지역은 식물

Table 4. The sea surface temperature and salinity in Feb., May, Aug. and Nov. averaged during 10 years from 1999 to 2008

 Station 
Variable 

Incheon Taean Jeonjupo Shinan Goheung Tongyeong Busan Wolpo Samcheok Yangyang Mean

Sea 
Surface 
Temp.
(oC) 

Feb 2.3 3.9 3.9 5.3 6.3 7.1 11.6 11.2 10.2 8.7 7.0

May 15.4 11.7 13.9 15.2 16.4 16.4 14.6 14.9 13.3 12.3 14.4

Aug 25.5 24.8 26.0 24.9 25.0 24.1 21.5 23.1 23.2 23.3 24.2

Nov 13.3 14.8 14.4 15.6 17.3 16.8 17.5 16.1 15.5 14.6 15.6

Anuual Average 14.1 13.8 14.6 15.2 16.3 16.1 16.3 16.3 15.5 14.7 15.3

Anuual Range 23.3 20.9 22.0 19.7 18.8 17.0 9.9 11.9 13.0 14.6 17.1

Salinity
(oC) 

Feb 28.3 31.6 31.6 32.5 33.2 33.2 33.8 33.5 33.8 33.9 32.6

May 23.4 31.6 31.2 32.2 33.4 33.2 33.2 33.5 33.7 34.0 31.9

Aug 15.1 30.0 29.9 30.9 31.8 30.9 31.9 32.4 31.9 32.4 29.7

Nov 25.1 31.8 31.3 32.6 32.2 32.3 33.0 33.1 33.4 33.3 31.8

Anuual Average 23.0 31.2 31.0 32.1 32.7 32.4 33.0 33.1 33.2 33.4 31.5

Anuual Range 13.2 1.8 1.7 1.7 1.6 2.3 2.0 1.1 1.9 1.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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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장에 유해한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가 상

대적으로 적었으며, 자연 생성된 유익한 오존환경 인

자를 가지고 있은 것으로 사료되었다(Table 5). 

표에 따르면 강화지역의 연평균 아황산가스, 이산화

질소, 미세먼지 농도는 7개 지점 중에서 가장 낮은

0.004ppm, 0.009ppm, 42.6µg/m2로 평균 0.005ppm,

0.021ppm, 55.0µg/m2보다 0.001ppm, 0.02ppm, 7.4µg/

m2 가량 적었다. 아황산가스(SO2)와 이산화질소(NO2)

는 황화현상과 조직파괴, 괴사, 낙엽현상을 야기하는

유독한 물질이며, 미세먼지는(PM10)는 광량을 감소시

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오염 물질 중의 하나

(Chauhan and Joshi, 2010; Farhad et al,, 2009; Fowler

et al,, 1988)임을 고려한다면 강화지역은 상대적으로

가스장해 및 미세먼지가 적은 대기 환경을 가지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강화의 연평균 오존 농도는 0.031ppm으로 주변 지

역과 비교해 볼 때 0.01 가량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오존은 크게 인위적인 광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유

해 물질과 해안가와 삼림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

익한 물질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

서 생산된 살균 및 탈취효과가 있는 오존 농도의 범

위가 0.035ppm(Yun, 2001)임을 고려할 때 강화지역

은 목포지역과 함께 해안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존 농도

의 범위 내에 있어 유익한 오존환경 인자를 가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강화지역은 인근 지역에 비해 청정한 곳이며

자연 생성된 오존으로 인해 식물이 생장하기에 좋은

대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5. 강화의 토양학적 특성 

Ryu(2008b)에 의하면 ‘강화약쑥’은 배수가 양호하고

양지 바른 곳에서 생육되며 특별히 토양의 종류에 의

존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근거하여 강화지역의 토

양 특성을 배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사양질 내지

식양질이 분포하는 강화의 중·남부의 주요 산지 주변

이 배수가 양호하였으며, 이 지역이 ‘강화약쑥’의 주요

생산지와 일치하였다(Fig. 3). 

Fig. 3은 (a)토양 종류, (b)토양 배수도, (c)토양 피복

도를 나타낸 것으로, Wa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2006)에 의거하여 분류되어 있다.

Fig. 3(a)에 따르면 토양배수가 매우 양호한 사양질

내지 식양질(14)이 42.3%로 산지에 가장 많이 분포하

고, 배수가 약간 양호 또는 약간 불량한 미사식양질

내지 식질(6), 식양질 내지 식질(7)이 25.5%와 15.7%

로 평지에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분포하였다. 또한

강화지역은 작물 생육에 제한이 있는 돌자갈이 있는

식양질이나 암석 노출지(49) 그리고 배수가 불량한 식

질, 식양질 토양이 적게 분포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밭

작물 생육에 좋은 토양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3(b)는 토양 배수도를 나타낸 것으로

1은 매우 양호, 6은 매우 불량을 의미한다. Fig. 3(b)

의 분석에 따르면 배수가 양호한 지역이 Fig. 3(a)에

서 관측된 사양질 내지 식양질과 식양질 내지 식질의

분포와 유사한 공간적 분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강화지역은 사양질 내지 식양질이 있는 마니

산, 진강산, 덕정산, 혈구산, 해명산 등의 산지 주변으

로 배수가 양호한 토양 환경을 가졌다. Fig. 3(c)에

따르면 강화지역은 삼림(6)과 논(7)이 42.1%, 37.1%

Table 5. The annual average values of the observed air

quality data at each station

Factor Station
SO2

(ppm)

NO2

(ppm)

PM10*

(mg/m3)

O3

(ppm)

Gangwha 0.004 0.009 42.6 0.031

Incheon 0.005 0.029 62.1 0.019

Suwon 0.006 0.030 65.0 0.019

Seoul 0.005 0.035 58.5 0.017

Seosan 0.005 0.016 48.6 0.023

Gunsan 0.007 0.016 55.8 0.021

Mokpo 0.004 0.011 52.6 0.033

*PM10 : find dust

Fig. 2. The fine topography(m) of Gangwha and the percentage

of mugwort farms averaged for 2008 t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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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첫 번째, 두 번째로 많이 피복되어 있다. 삼림의

경우 마니산, 진강산, 덕정산, 혈구산, 해명산 등의 산

지 주변으로, 논의 경우 하점면 서부, 교동 서부, 길

상저수지 인근 등의 평지 주변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화지역은 높은 산림 피복도

를 가지는 산지 주변으로 작물 생육에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Fig. 2에 따르면 약쑥 재배농가들은 덕정산, 길상산

이 있는 불은면(18.2%), 길상면(14.6%) 그리고 마니

산이 있는 화도면(12.8%)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또한

‘강화약쑥’의 주요 생산지도 배수가 양호한 사양질 내

지 식양질이 분포하는 강화 중·남부의 주요 산지 주

변과 일치하였다(Ryu et al., 2007). 결과적으로 ‘강화

약쑥’은 토양배수에 의존적인 특성을 가짐으로써 약쑥

생육에 좋은 토양환경을 제공한다. 

IV. 적 요

본 연구에서는 Eupatilin이 고함유된 약쑥의 생육

환경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선행연

구를 통해 Eupatilin이 고함유된다고 알려진 강화지역

의 기상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재배지역별, 수확시기별

Eupatilin 함유량과 기상요소와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또한 강화지역의 해양, 대기질, 토양 그리고 약쑥 생

육지 분포 자료를 이용하여 환경학적 조건도 분석 하

였다. 결과적으로 일조시간이 길고 일교차가 큰 지역

이 유효 성분이 많이 함유된 약쑥 생산에 유리한 환

경이며, 강화도는 주변 지역에 비해서 일조시간이 길

며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Eupatilin 함량이 많은 약쑥

의 재배 및 서식처로써 적합한 지역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강화는 약한 해풍과 주변 해역의 낮은 염분도에

의해 유입되는 염분의 양이 다른 해안지방에 비하여

낮으며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 때 청정한 대기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더불어, 강화지

역은 산지 주변으로 배수가 양호한 사양질 내지 식양

질이 많이 분포하는데 이러한 토양 분포는 약쑥 생육

지 분포와 일치하였다. 즉, 적절한 염분의 유입과 청

정한 대기 그리고 배수가 양호한 토양이 Eupatilin 함

유에 유리한 환경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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