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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밀원수종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쉬나무를 대상으로 수꽃과 암꽃의 화밀 분비량, 당 함량

및 아미노산을 분석하고 수확할 수 있는 꿀의 양을 추정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경기도 화성시의 2012년 쉬나무 수

꽃의 개화 최성기는 7월 24일부터 26일이었으며, 평균 화밀분비량은 2.73±0.73 µL, 화밀 당도는 17.4%를 나타냈다.

2012년 암꽃의 개화 최성기는 8월 7일부터 9일이었으며 평균 화밀분비량은 0.63±0.49 µL, 화밀 당도는 25.7%를 나

타냈다. 기상인자와 상관분석 결과, 화밀 분비량과 화밀 당도는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반면, 꽃 한 개당 당 함량을 산출한 결과, 수꽃은 48.0±5.2 µg, 암꽃은 37.8±8.7 µg으로 분석되었으나,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다(Mann-Whitney’s U-test, p=0.400). 이러한 당 함량을 가지고 수꽃 1개 화서에서는 최소 67.8 g, 암

꽃 1개 화서에서는 최소 53.3 g의 꿀을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아미노산 분석 결과, Serine, Glycine

및 Alanine은 수꽃에서 더 많은 함량이 검출된 반면, Asparatate, Glutamate, Asparagine 및 Glutamine은 암꽃에서 더

많은 함량을 나타내어 수꽃과 암꽃에서 7개의 아미노산 함량이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was to analyze secreted nectar volume, nectar sugar content and amino acid in

addition to estimating honey quantities that can ultimately reap in male and female flowers of Evodia daniellii

Hemsl.. The maximum blooming period of male flowers was on 24 to 26 July in 2012. On average, nectar

volume secreted by nectary was 2.73±0.73 µL from one male flower and nectar concentration showed 17.4%.

The maximum blooming period of female flowers was on 7 to 9 August in 2012. Nectar volume secreted by

nectary was 0.63±0.49 µL from one female flower and nectar concentration showed 25.7%, averagely. As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meteorological factors and nectar characteristics, we found that nectar

quantities and concentration were influenced by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Sugar content was calculated

at 48.0±5.2 µg per a male flower and 37.8±8.7 µg per a female flower, which meant that both valu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Mann-Whitney’s U-test, p=0.400). The minimum estimates of honey harvest for a male

and female inflorescence were 67.8 g and 53.5 g, respectively. Analysis of amino acid showed that Serine,

Glycine and Alanine were more abundant in male flowers, however Asparatate, Glutamate, Asparagine and

Glutamine were more abundant in female flowers.

Key words : honey tree, sugar content, honey potential, amino acid content

서 론

한반도의 약 3,300종의 관속식물 중에서 밀원식물은 약

600~800종이며, 국내 양봉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수종

은 약 250종이다(Kim, 1987). 이 중에서 쉬나무(Evodia

daniellii Hemsl.)는 밀원식물로 제시되었으며(Ryu, 2003),

특히 Lee(1998)는 쉬나무를 주요 밀원수종으로 분류하였다.

화밀(Nectar) 분비 기작은 Calvin cycle부터 시작되어 체

관부 수액에 의해 기원이 되며, 밀선(Nectary)에 존재하는

유세포(Parenchyma cell)에 당의 일시적인 저장과 가수분

해가 되면서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화밀

은 주로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 아미노산, 유기산,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용해되어있다(Pacini et

al., 2003).

화밀의 양적인 수집 조사는 1950년대 Beutler(1953)로

부터 시작되었으며, Jablonski and Szklanowska(197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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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시나무 꽃 내부의 화밀을 채취하는 방법을 처음 시도

하였으며, Kearns and Inouye(1993)는 원심분리기를 이용

한 화밀채취 방법을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Jung and

Kim(1984)이 한국산 피나무속 수종들에 대한 연구에서

Micro-capillary tube를 이용하여 화밀을 채취한 바 있으며,

개화과정이나 수분기작에 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으

나 밀원수종에 대한 화밀 채취 및 분비량 추정 등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수종 간의 비교분석이 어

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밀원과 관련된 개화특

성, 꿀벌의 방화와 화밀 분비 그리고 화밀 당량에 관한 연

구가 수행되고 있으며(Kim et al., 2011; Kim et al., 2012),

또한 밀원 수종을 중심으로 화분매개를 목적으로 하는 방

화곤충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Kang et al., 2009). 

화밀의 총량, 당 함량과 아미노산의 함량비 등이 수분

매개자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며

(Nicolon et al., 2007), 화밀의 화학적 구성은 특정한 당(설

탕, 포도당, 과당)의 상대적인 총량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

다(Nepi et al., 2003). 화밀에서의 주요 당은 이당체인 설

탕과 6탄당 단당체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된다. 규칙

적인 변화는 아니었으나, 같은 종 안에서 화밀 생산의 변

화는 개화 단계에 의하여 영향 받을 수 있고, 화밀 당도는

개화 단계와 시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된 바 있

다(Petanidou et al., 1996). 또한 화밀은 개화기간 동안에

분비와 중단 그리고 재흡수를 반복할 수 있으며, 그것을

화밀생산의 동태(Dynamic)라고 한다(Wolff et al., 2006).

꽃 한 개당 생산되는 화밀의 당량은 높은 에너지를 필요

로 하는 박쥐, 나방, 새 등의 수분매개자들에 의해 수정된

꽃이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나비, 벌, 파리

등에 의해 수정되는 꽃에 비해 많은 당을 포함하는 화밀

이 생산되며 전체 화밀 구성에서 아미노산은 당의 함량보

다 적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수분매개자에게 화밀의 맛

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Nicolon et al., 2007). 따

라서 식물의 화밀생산 동태는 수분매개자와 함께 진화함

을 알 수 있고, 환경변화는 방문하는 수분매개자들의 섭

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운향과(Rutaceae)에 속하는 쉬나무는 낙엽활엽교목으로

15 m까지 자라고 7~8월에 백색으로 수꽃이 먼저 피고 암

꽃이 후에 피며 취산화서로 달린다. 열매는 10월에 붉은

색으로 익으며 종자는 타원형으로 검정색을 띄고 기름을

짜서 머릿기름이나 등유로 이용하였다. 목재는 가구재나

건축재로 사용되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이 커서 관리가

용이하며(Lee, 1985), 밀원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들이 꽃을 많이 피우지 않는 7~8월에 꽃이 피기 때문

에 밀원의 소재로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ee-bee tree라고 불리며 고품질 벌꿀 생

산을 위한 밀원수종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쉬나무

를 대상으로 수꽃과 암꽃의 화밀 분비량, 당 함량 및 아미

노산을 분석하고 수확할 수 있는 꿀의 양을 추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식재되어 있는 수고 4

m, 흉고직경 14 cm인 쉬나무 3본을 조사목으로 선정하였

다. 조사기간은 전체 개화기간 중, 전체 수관에서 개화율

Figure 1. Pictures of E. daniellii tree including male and female fl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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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0~80% 사이일 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꽃은 2012

년 7월 24일부터 26일, 암꽃은 8월 7일부터 9일까지 실시

하였다.

2. 화밀 채취 및 분비량 조사

꿀벌 및 곤충에 의한 화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교

배봉투를 본 당 3개씩 씌웠으며 쉬나무의 화밀 분비량과

꿀벌 방화수가 가장 많았던 오전 9시와 10시 사이에 화밀

을 채취하였다(Ryu et al., 2007; Han et al., 2010). 개화

한 꽃을 수집하여 암술과 수술을 제거한 후에 원심분리기

(1,000 rpm, 6 min.)를 이용하여 화밀을 분리하고 채취한

양을 기록한 후 꽃 한 개의 화밀량을 추정하였으며 휴대

용 당도계(GMK-703T)를 이용하여 화밀 당도를 측정하였

다. 조사시간마다 날씨개황, 온도와 상대습도를 기록하여

기상요인과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화밀요인과의 상관을 확

인하였다. 그리고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전까지

화밀을 0.45 µM membrane filter에 필터링 한 후 70%

알코올을 채운 Eppendorf vial에 수집한 화밀을 고정한 다

음 저온냉장고(-70oC)에 보관하였다.

또한 수꽃과 암꽃에서 조사된 화밀 분비량과 당도의 통

계적인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각각 꽃의 날짜별로 화밀

특성에 대해 분산분석 후에 수꽃과 암꽃의 화밀 특성에

대해 T-test를 실시하였다.

3. 당 함량 분석

수집된 화밀 시료를 0.45 µM syringe filter(Millipore,

Billerica, MA, USA)로 여과하여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

피(Dionex ultimate 3000, Dionex, USA)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이동상으로는 3차 증류수를 사용하였고, 유속은

0.5 mL/min 으로 하였으며, 오븐 온도는 80oC로 설정하였

다. Shodex Ri-101 detector(Japan)로 검출하였으며, Aminex

87P column(300 mm × 7.8 mm/Bio-rad, USA)을 사용하

였다. 함량은 적분계에 의한 외부표준법으로 계산하였으

며, 표준품으로는 설탕, 포도당, 과당(Sigma, USA)을 사용

하였다. 

또한 분석된 수꽃과 암꽃의 꽃 한 개당 당 함량의 통계

적인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U-test를 실시하였으며 각각

의 화서 1개의 화밀 당량과 꿀의 양을 Petanidou(2003)의

비례식 방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4. 아미노산 분석

채취된 화밀 시료의 아미노산을 O-phthalaldehyd(OPA)-

Fluorenylmethyl chloroformate(FMOC) 유도체화하여 분석

하였다. Borate buffer, OPA/Mercaptopropionic acid(MPA),

FMOC 시약에 시료를 단계적으로 혼합한 다음, 0.45 µM

syringe filter(Millipore, Billerica, USA)로 여과하여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1200 series, Aglient, USA.)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이동상은 10 mM Na
2
HPO

4
, 10 mM

Na
2
B

4
O

7·
10H

2
O가 포함된 A용액(pH 8.2)과 Water:

Acetonitrile:Methanol=10:45:45로 혼합된 B용액에 대하

여 A용액:B용액으로 초기 100:0(v/v, %)에서 26~28분에

55:45, 28~30.5분에 0:100, 30.5분부터는 100:0으로 구배

조건을 설정하였다. 유속은 1.5 mL/min 으로 하였고 주입

량은 1 µL로 설정하였으며 컬럼 온도는 40oC로 설정하여

Inno C18 column(Innopia, Korea, 4.6 mm × 150 mm,

5 µM)을 사용하였다. 검출기는 자외선 검출기와 형광 검

출기를 연결시켜, 자외선은 338 nm에서, OPA유도체는 방

출 파장은 450 nm, 여기 파장은 340 nm, FMOC유도체의

방출 파장은 305 nm, 여기 파장은 266 nm에서 검출하였다.

또한 수꽃과 암꽃 화밀을 대상으로 21개의 아미노산 함

량의 통계적인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U-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화밀 분비 특성

조사된 3본의 쉬나무에서 수꽃의 개화 최성기인 7월 24

일부터 26일, 암꽃의 개화 최성기인 8월 7일부터 9일까지

꽃 한 개당 화밀 분비량과 당도를 나타낸 결과는 Figure

2,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쉬나무의 개화기간은 Ryu

et al.(2007)와 Han et al.(2010)이 조사한 개화기간 범주

안에서 개화하였다. 수꽃의 화밀량은 1,241개의 수꽃에서

꽃 한 개당 평균 2.73±0.63 µL가 분비되었다. 7월 24일에

3.13±0.52 µL로 가장 많이 분비되었으며 7월 25일에

2.44±0.65 µL로 가장 적게 분비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암꽃의 화밀량은 0.58±0.42

~ 0.68±0.53 µL가 분비되었으며 날짜별로 암꽃 화밀 분비

량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805개의 암꽃에서 꽃 한 개

당 0.63±0.49 µL가 분비되었다. 그리고 각각 화밀의 농도

에 대해서 날짜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수꽃 화밀

이 약 17.4%를 나타냈고 암꽃 화밀이 약 25.7%를 나타내

화밀 분비량과 다르게 암꽃의 당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수꽃과 암꽃의 화밀 분비량과 당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각각의 꽃에서 평균

화밀 분비량과 평균 화밀 당도는 데이터 오차분산의 동질

성(Levene’s test p=0.119 and p=0.148)이 인정되었으며,

각각의 꽃에서 분비되는 화밀 분비량과 화밀 당도는 유의

적인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p=0.000 and

p=0.000). Han et al.(2010)은 쉬나무 수꽃에서 총 2.23±0.13

µL가 분비되었고 암꽃에서는 총 4.02±0.19 µL가 분비됨

을 보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수꽃에서의

화밀량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암꽃에서의 화밀량

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Han et al.(2010)은 3 µ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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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capillary tube를 이용하여 화밀량을 추정하였고 화

밀 당도와 기상인자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직접비교는 어

렵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와 같이 Witt et al.(1999)에 의하면, Silene

속 3종의 수꽃이 암꽃보다 화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된바 있고, 또한 자웅동주인 Alstroemeria aurea와 Echium

vulgare에서도 수꽃에서 암꽃보다 화밀량과 화밀 농도가

높음이 보고 되었다(Klinkhamer and de Jong, 1990; Aizen

and Basilio, 1998). 반면 Cucurbita pepo, Euterpe precatoria,

Rhus hirta의 암꽃은 수꽃보다 화밀량과 화밀 농도가 높다

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Greco et al., 1996; Kuchmeister

et al., 1997; Nepi and Pacini, 2001), 자웅동주인 Polyascias

sambucifolia에서도 상대적으로 암꽃에서 화밀 농도가 높

음이 보고 되었다(Gillespie and Henwood, 1994). 이러한 결

과들을 볼 때 수종마다 수꽃과 암꽃의 화밀량과 화밀 농

도 차이는 종 특유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2. 화밀 분비와 기상인자간의 상관

조사된 시점의 기상인자는 Table 1과 같으며, 쉬나무 꽃

에서 분비되는 화밀분비량과 당도를 온도와 습도에

Spearman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화

밀 분비량과 화밀 당도는 높은 부의 상관을 나타냈으며,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각각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밀 분비량은 온도와는 부의 상관을 습도와는 정의 상관

을 보였으며, 반면 화밀 당도는 온도와는 정의 상관을 습

도와는 부의 상관을 나타냈다. 꽃에서 분비되는 화밀 분

Figure 2. Secreted nectar volume on a male and female flower of E. daniellii. 

Figure 3. Nectar concentration on male and female flowers of E. daniellii. 

Table 1. Meteorological conditions in surveyed date at 10 a.m.

Surveyed date (Month/day)

7/24 7/25 7/26 8/7 8/8 8/9

Temperature (oC) 33.6 34.3 34.8 37.7 35.0 35.6

Relative humidity (%) 51.5 51.7 50.2 38.2 36.2 42.0

Irradiance Cloudy Sunny Sunny Sunny Sunny S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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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량과 화밀 당도는 크게 2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첫

째로 환경 요인인 상대습도와 온도, 두 번째로 식물 자체

적인 화밀의 선택적인 재흡수이다. 환경요인은 분비되는

화밀량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밀선에서 나오

는 화밀이 상대습도에 의해서 화밀 농도가 유지되는 경향

이 있으며, 대부분 낮은 상대습도는 수분 증발을 일으켜

서 화밀을 농축시키고 높은 상대습도는 화밀을 묽게 하지

만 예외적으로 낮은 상대습도에서도 높은 당도에 도달하

지 못한 경우도 있다(Corbet et al., 1979). 또한 온도는

직·간접적으로 광합성효율과 관련하여 화밀 생산에 영

향을 주며(Burquez and Corbet, 1998), 낮은 온도에서 화

밀분비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높은 온도에서 감소

하는 경우도 있다(Jakobsen and Kristjansson, 1994). 이러

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외부적인(기후, 환경) 조건과 더불

어 꽃의 구조적, 생리학적인 특성들을 연관시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3. 유리당 함량 분석

원심분리기와 HPLC에 의해 조사된 쉬나무의 화밀 당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HPLC 분석 결과, 총 유리당 함량은 수꽃에서 약 17.7

µg/µL, 암꽃에서 60.2 µg/µL로 나타났으며, 화밀당도(w/

w, %) 결과와 마찬가지로 암꽃에서 더 많은 유리당 함량

이 분석되었다. 원심분리기에 의해 추정된 꽃 한 개당 화

밀량과 HPLC에서 분석된 단위용량 당 당 함량을 곱해주

어 꽃 한 개당 당 함량을 산출한 결과, 수꽃은 48.0 µg, 암

꽃은 37.8 µg으로 수꽃과 암꽃에서 분비되는 꽃 한 개당

당 함량은 차이가 없었다(Mann-Whitney’s U test p=0.400).

Nepi and Stpiczynsk(2007)에 의하면 식물체는 환경변화에

따라 화밀농도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이

유는 생태적으로 수분매개자를 유인하기 위함이며, 당의

농도를 조절하여 식물체에 대한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밀원수종의 선발 또는 개체 선

발을 위해서는 기상인자에 영향을 받는 화밀량과 화밀당

도보다는 건조화밀량(Dry nectar) 또는 화밀 분비량과 단

위용량 당 당 함량으로 산출할 수 있는 꽃 한 개당 당 함

량이 주요인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Kim et al.,

2012).

전체적으로 쉬나무의 화밀의 유리당 구성은 설탕의 비

율이 높았으며, 과당의 비율이 낮았다. 설탕/6탄당의 비율

은 수꽃에서 2.5, 암꽃에서는 1.2로 Sucrose-dominant 등급

(Baker and Baker, 1982)을 나타내어 당 구성 비율의 등급

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꿀벌이 이용 가

능한 15~60%의 화밀농도 범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밀원수로서의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Seely, 1986).

꽃 한 개당 분비되는 유리당 함량을 가지고 쉬나무 수

꽃과 암꽃의 화서 당 화밀 당량과 꿀의 양을 추정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y Spearman between

meteorological conditions and nectar characteristics.

Nectar 
concentration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Nectar volume -0.746** -0.800** 0.726**

Nectar concentration · 0.670** -0.802**

**Significant at P=0.01.

Table 3. Total amount, composition and quantity of sugars in

the floral nectar of male and female of E. daniellii.

Characteristics Male flower Female flower

Total amount of sugars (µg/µL) 17.7±2.8 60.2±14.3

Amount of sugars (µg/flower)z 48.0±5.2 37.8±8.70

Sucrose(%) 71.4±2.4 52.8±8.10

Glucose(%) 16.5±1.4 27.6±5.40

Fructose(%) 12.1±1.2 19.6±3.00

Sucrose/Hexose ratio 2.5±0.3 1.2±0.40

zAmount of total nectar (µL/flower) × Total amount of sugars (µg/
µL)

Table 4. Estimated sugar and honey production per inflorescence bunch based on nectar sugar and flower potential measurements.

Gender
Survey date
(Month/day)

Field measurements Average estimations

Nectar sugar
(µg sugars/a flower)

Sugar potential
(g/Inflorescence bunch)

Honey potential
(g/Inflorescence bunch)

Flower potential
(ea/Inflorescence bunch)

Male

7/24 46.4 55.7 65.5

1,200z

7/25 43.8 52.6 61.8

7/26 53.8 64.6 76.0

Mean 48.0 57.6 67.8

Female

8/7 32.4 39.0 45.8

8/8 33.0 39.7 46.7

8/9 47.7 57.3 67.4

Mean 37.8 45.3 53.3

zQuotes an excerpt from Han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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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 당 개화량은 Han et al.(2010)의 논문 결과에 의해,

쉬나무의 수꽃과 암꽃 1개 화서 당 개화량을 1,200개로 추

정하였고, 꽃 1개당 분비되는 평균 화밀 당량을 각각 곱하

면 수꽃 한 화서에서는 57.6 g, 암꽃 한 화서에서는 45.3 g

의 당 함량을 추정할 수 있었다. Petanidou(2003)는 화밀

당량에서 꿀의 양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화밀 당량과 꿀의

양은 85:100의 비율로 계산될 수 있다고 하였고, 화밀 당

량이 85% 이상 농축되면 꿀의 레벨로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쉬나무 수꽃 한 화서에서는

67.8 g과 암꽃 한 화서에서는 53.3 g의 꿀 수확량을 추정

할 수 있었다. 

꽃에서 한번 채취한 당 함량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꿀 수

확량을 나타낸 것이고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꿀벌의 섭

식이 한 번 이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보다 더

많은 꿀의 양을 수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꿀이 만들어

지는 것은 꿀벌의 소화 생식과 연관이 있지만 수확할 수

있는 꿀의 양을 산출하기 위한 추정식 개발을 위해서는

밀원수종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수종을 대상으로 지속적

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4. 아미노산 함량 분석

HPLC에 의해 조사된 쉬나무의 수꽃과 암꽃 화밀의 아

미노산의 함량과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수꽃보다 암꽃 화밀에서 아미노산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검출되었다. 

수꽃 화밀에서는 Serine, Proline, Glycine, Alanine,

Aspartate, Glutamate순으로 많은 함량이 검출되었으며, 이

들은 전체 화밀 아미노산의 62.4%를 차지하였다. Serine

은 수꽃에서 가장 많은 함량비인 17.5%를 차지하였다. 다

음으로는 꿀벌들이 선호하며 여왕벌의 산란에 필수 아미

노산인 Proline이 전체 아미노산 중 12.2%를 차지하였다

(Hrassnigg et al., 2003). Proline은 곤충의 발달과 날개근육

의 산화를 위하여 필요하고 다른 아미노산에 비해 빠르게

대사작용이 되며 완전한 대사작용없이 많은 ATP(Adenosine

triphosphate)를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Proline이 풍부한

화밀이 꿀벌에게서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Carter et al.,

2006). 또한 꿀벌이 섭식 활동을 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아

미노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Glycine은 전체 아미노산 중

9.6%를 차지하였다(Kim and Smith, 2000). 암꽃 화밀에서

는 Glutamine, Asparagine, Glutamate, Aspartate, Serine,

Proline 순으로 많은 함량이 검출되었으며, 이들은 전체 화

밀 아미노산의 63.0%를 차지하였다. Glutamine은 암꽃에

가장 많은 함량비인 13.7%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Tryptophan과 함께 꿀벌과, 애꽃벌과, 파리류에 혐오감을

Table 5. Amino acids on nectar in male and female flower of E. daniellii. 

Amino acid

Concentration 
(pmole/µL)

Total amino acid 
(%)

Mann-Whiteny U-test
% on total amino acid

Male vs. FemaleMale Female Male Female

Aspartate 021.6±16.6z 33.9±12.70 7.5±1.50 9.7±1.5 p=0.017

Glutamate 015.6±4.6 40.3±16.20 6.9±2.80 11.5±2.2 p=0.011

Asparagine 011.2±11.9 45.3±41.90 3.8±2.10 11.7±7.6 p=0.004

Serine 050.9±45.3 29.6±10.50 17.5±5.00 8.9±3.1 p=0.004

Glutamine 014.3±5.0 48.7±43.10 6.3±2.40 13.7±9.0 p=0.017

Histidine 002.0±3.5 5.9±3.400 0.7±1.20 1.6±0.9

Glycine 028.0±24.8 12.7±6.200 9.6±2.60 3.7±1.4 p=0.001

Threcnine 012.4±9.8 12.1±2.900 4.4±1.00 3.6±0.6

Arginine 007.6±2.4 7.4±2.000 3.5±1.90 2.2±0.8

Alanine 021.7±12.1 19.5±5.100 8.7±2.70 5.8±1.1 p=0.026

GABA 007.4±3.1 16.4±6.400 3.4±1.80 5.3±2.6

Tyrosine 006.1±4.8 5.1±3.000 2.2±0.40 1.4±0.9

Valine 015.6±4.9 15.9±2.400 6.8±2.30 5.0±1.4

Methionine 001.9±2.5 3.7±2.000 0.5±0.70 1.1±0.8

Tryptophan 001.3±2.2 2.4±3.200 0.2±0.40 0.7±0.9

Phenylalanine 0 0 0 0

Isoleucine 005.2±5.5 3.7±2.600 1.6±1.10 1.1±0.9

Leucine 007.4±6.1 6.1±1.300 2.4±1.10 1.9±0.7

Lysine 003.6±6.3 7.1±3.200 0.7±1.10 2.0±1.0

Hydroproline 003.5±3.6 4.8±3.500 1.1±1.10 1.4±1.0

Proline 038.8±37.6 28.8±21.20 12.2±12.5 7.5±4.9

Sum 276.2±185.3 349±118.6 100.0 100.0

zExpressed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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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아미노산으로 알려져 있는 Asparagine이 11.7%를 차

지하였다(Petanidou et al., 2006). 특히, GABA(Gamma-

aminobutyric acid)와 Phenylalanine은 지중해 지역 대부분

식물의 화밀 아미노산 중 꿀벌과와 가위벌과의 선호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GABA가 약 3.4~5.8% 함량비를 보였으며, Phenylalanine

은 검출되지 않아 수종 특성 및 기후적인 차이로 인하여

상이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쉬나무 수꽃과 암꽃의 아미노산 함량에 대한 Mann-

Whiteny test를 실시한 결과, Serine 등 7개 아미노산에서

만 통계적인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Serine, Glycine 및

Alanine은 수꽃에서 더 많은 함량이 검출된 반면, Asparatate,

Glutamate, Asparagine 및 Glutamine은 암꽃에서 더 많은

함량을 나타냈다. 꿀벌의 섭식 활동에 긍정적인 Proline과

Glycine, 부정적인 Asparagine과 같은 아미노산을 통해 꿀

벌 방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 아미노산은 수분매개자들에

게 화밀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쉬

나무 수꽃과 암꽃 화밀의 아미노산 조성 차이로 인해서

꿀벌 방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본 공시 수종인

쉬나무는 조사과정 중에서 수꽃이 암꽃보다 꿀벌 방화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류장발 등(2007)

에 의해 쉬나무의 암꽃에 비해 수꽃에서 꿀벌 방화가 상

대적으로 많음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암꽃 화

밀에도 꿀벌에게 선호되는 아미노산의 함량비가 높았지

만 무엇보다 수분매개자가 선호하지 않는 Asparagine 등

의 함량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밀원수종

선발을 위해서는 아미노산 함량에 따른 꿀벌의 섭식 행동

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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