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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참당귀(Angelica gigas Nakai)는 미나리과(Apiaceae) 당귀

속(Angelica L.)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뿌리를 보통 약용으

로 이용하며, 어린잎이나 연한 줄기를 음식으로 이용하기도 한

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된 2017년 특용작물 생산실적 조

사 결과, 국내에서 생산된 참당귀는 2017년 기준 1,461톤으로 

2016년 생산량인 1,398톤에 비하여 약 4.5% 증가하였으며, 국

내에서 재배되는 약용작물 중 9번째로 많은 생산량을 보였다

(MAFRA, 2018). 재배 면적 또한 503 ha으로, 2016년 재배면적

인 497 ha에 비하여 약 1.2% 증가하였다. 참당귀는 강원도 평창, 

충청북도 제천, 경상북도 봉화지역과 같은 중북부 해발 300 m 

이상인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데, 이는 참당귀가 서늘한 

기후에서 생육이 우수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Yu et al., 

2004). 국내에서는 주로 참당귀(A. gigas)를 재배하여 약재로 

이용하고, 일당귀(A. acutiloba Kitag.)는 쌈채소용으로 재배

되며, 중국당귀(A. sinensis Diels.)는 재배되지 않으나 약재로

서 수입되고 있다(Kim et al., 2018).

당귀는 현재 동의보감 처방 중 500회 이상, 방약합편 처방 중 

150회 이상 언급되며 한약 처방에 생강, 감초 등과 더불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Park et al., 2019). 특히 본초강목에 따르

면 당귀의 몸통인 당귀신(當歸身) 과 잔뿌리인 당귀미(當歸尾)

로 나누어 처방하였는데, 당귀신은 보혈약(補血藥), 당귀미는 

활혈거어약(活血祛瘀藥)으로 사용 하였으며, 대한약전 11개정

에 따르면 당귀는 ‘산형과 참당귀(A. gigas)의 뿌리’로 이 약을 

건조한 것은 nodakenin 및 총 decursin(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의 합이 6%이상 함유해야한다는 기준이 있다(Lee et 

al., 2019).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s는 참당귀의 지표

성분으로 중국당귀와 일본당귀에는 없는 성분이며, 이 성분은 

당뇨합병증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항균 등의 효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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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ng et al., 2003; Lee et al., 2003; Park 

et al., 2011; Yoon et al., 2011). 뿐만 아니라 폐암, 전립선암과 

같은 항암에도 효능이 있으며(Yim et al., 2005; Bae et al., 2016; 

Kim et al., 2016), 참당귀를 추출하여 미백효과, 자외선 차단효

과와 같은 효과를 확인하기도 하여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이용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Kim et al., 

2008; Lee et al., 2019). 

현재 재배되고 있는 참당귀는 재배지마다 토양 특성 및 해발

고도가 다양하며 매년 바뀌는 기상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에 따라 지표성분의 함량 또한 영향을 많이 받아 변동의 폭이 

매우 커 약용 재료로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기

후의 변화로 인해 평균기온의 상승과 참당귀의 재배 적지가 점

점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생산되는 참당귀 재배

지의 특성에 대한 연구와 이에 따른 참당귀의 생장 및 지표성분 

함량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참당귀의 안정적인 한약재 수급

을 위한 생산량 및 유용성분 함량 증가에 적합한 재배 환경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재료 및 방법

재배지 선정 및 실험재료 수집

본 연구에서 재배지 차이에 따른 참당귀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산지인 강원도 평창군, 충청북도 제천시, 경상북도 봉화

군에서 각 2개 소지의 재배 농가를 선정하고(Fig. 1), GPS를 이

용하여 위치와 고도를 조사하였고,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후

통계분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하부 생육시기인 8월부터 10월

까지의 평균 기온과 누적 강수량을 확인하였다(Table 1). 그리

고 2018년 10월 하순에 각 재배지별로 참당귀를 수확하여 지하

부의 근직경, 근장, 지근 수, 생중량과 같은 생장특성조사를 실

시하였다(Fig. 2). 생육특성조사는 각 15개체씩 진행되었다. 그 

후 50 ℃의 건조기(DY-420H, Lassele, Korea)에 7일간 건조시

켜 건중량을 측정하였다. 건조된 뿌리는 유용성분의 함량을 분

석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같은 시기에 토양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각 재배지 별 토양을 채취하였다. 

토양특성 조사

토양 시료 채취는 각 재배지에서 무작위로 100 g씩 표토를 제

거 하고 채취하였다. 3반복으로 진행하였으며, 시료를 건조한 

토양을 2 ㎜로 체별한 시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토양 내 모래, 

미사, 점토의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 농무성(USDA)에 의한 

입도 분류를 실시하였으며,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은 Walkley- 

Black법(Walkley and Black, 1934), 전질소는 Kjeldahl 황상분

해증류법(Konen et al., 2002), 전기전도도(EC)와 토양 pH는 

토양과 증류수 비율을 1:5 (v/v)가 되도록 혼합하여 1시간 후에 

상등액의 전기전도도와 pH를 측정하였다. 유효인산은 Lan-

caster침출법으로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치환

성양이온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은 pH가 7.0인 1N의 ammonium 

acetate를 가하여 원자방출분광광도계(ICP)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시료 추출 및 지표성분 분석

참당귀의 nodakenin, decursin, decursinol angelate의 함

량을 알아보기 위해 건조된 시료를 미세한 가루 형태로 분쇄하

였다(Fig. 3). 그 후, 0.2 g을 정량하여 2 mL의 100% MeOH을 

주입 후 항온수조에서 80 ℃로 1시간 동안 추출을 진행하였다. 

추출된 용액을 뷰흐너 깔때기를 이용해 여과한 후 회전증발농

축기로 농축을 실시하였다. 농축된 시료에 100% MeOH을 2 mL

로 정용하여 0.45 ㎛ filter로 여과하여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Fig. 1. The map of collected A. gigas cultiv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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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Shiseido nanospace SI-2 HPLC system (Shiseido Co., 

Ltd, Tokyo, Japan)을 사용하여 실시하였고, 컬럼은 Shiseido 

Capcell Pak C18 MG II column (Particle size 5 ㎛ 4.6 x 250 

㎜, Shiseido Co., Ltd, Tokyo, Japan)을 사용하였다. 이동상은 

1% formic acid가 함유된 증류수 (용매 A)와 1% formic acid의 

Acetonitrile (용매 B)을 80 : 20의 비율로 시작하여 5분 동안 유

지 후, 40 : 60의 비율로 13분 동안 조정 후 같은 비율로 9분 동안 

Table 1. The geographical and meteorological information of A. gigas cultivation area

Cultivation area
Coordinate Altitude 

(m)

Temperaturez

(℃)

Precipitationy

(㎜)North Latitude East Longitude

Pyeong 

Chang 　

Duil-ri, 

Jinbu-myeon 746-4
N 37˚ 40' 08.78" E 128˚ 31' 45.41" 711 17.7 183.0

Tap-dong-ri, 

Jinbu-myeon 64-1
N 37˚ 43' 17.62" E 128˚ 33' 29.58" 762 17.7 183.0

Je 

Cheon　

Gongjeon-ri, 

Bongyang-eup 37-1
N 37˚ 06' 50.96" E 128˚ 05' 19.57" 230 17.8 213.7

Gugok-ri, 

Bongyang-eup 73
N 37˚ 04' 43.71" E 128˚ 06' 22.88" 285 17.8 213.7

Bong 

Hwa

Goseon-ri, 

Socheon-myeon 36-7
N 36˚ 58' 49.58" E 129˚ 00' 31.62" 435 17.3 173.2

Namhoeryong-ri, 

Socheon-myeon 102
N 36˚ 53' 17.77" E 129˚ 09' 09.76" 543 17.3 173.2

zValues mean average temperature from August to October.
yValues mean accumulated precipitation from August to October.

Fig. 2. The structure of A. gigas and investigate of growth 

characteristics. (A) Length of root, (B) Diameter of root, (C) 

Supporting root.

Fig. 3. Structures of the three coumarins. (A) decursin, (B) 

decursinol angelate, (C) nodake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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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였다. 다시 80 : 20의 비율로 0.1분 동안 조정 후, 7분간 

유지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3반복으로 진행되었으며, 

Colum 온도는 40 ℃, 유속은 1.0 mL/min, 시료 주입량은 5 μL

로 설정하였다. UV파장은 330 ㎚로 PDA 검출기를 사용하였다. 

Methanol에 nodakenin,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표준

품을 각 농도(200, 100, 50, 25, 12.5, 6.25 ㎍/mL)별로 녹여 분

석을 진행 한 후, 면적에 대한 농도로 calibration curve를 작성

하였다. 각각의 calibration curve을 토대로 시료에 함유된 3가

지 성분의 함량을 정량하였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 7.1) 

software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과 

Duncun’s Multiple Range Test (DMRT)로 유의수준 5% (p < 

0.01)으로 검증하였으며, 분석한 데이터 값은 평균치 ± 표준편

차(means ± SD)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재배지 차이에 따른 참당귀 생장 특성

수확한 참당귀의 생육 특성을 조사한 결과, 근직경은 봉화군 

남회룡리와 평창군 두일리에서 각각 72.1 ㎜, 71.8 ㎜로 다른 재

배지의 참당귀 보다 더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2). 지근 개수는 

평창군 탑동리에서 31.6개로 가장 높았으며, 두일리에서 26.4

개로 제천시나 봉화군보다 높았다. 각 재배지의 생중량과 건중

량은 탑동리에서 각각 598.4 g, 60.6 g 으로 가장 높았다. 광량, 

해발고도, 토양수분과 같은 기상환경은 식물체 개체의 생장 특

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Hautier 

et al., 2009; Kami et al., 2010; Li et al., 2010). Kim et al. 

(2009)은 해발에 따른 참당귀의 묘의 생육 특성을 조사하였는

데, 지대가 높아질수록 활착률, 초장이 높았으며 지하부에서도 

지대가 높아질수록 근장과 근직경의 생육과 수량이 우수하였

다. 이번 실험에 이용된 재배지의 해발고도는 평창 두일리와 탑

동리의 경우 해발 700 m 이상, 봉화 고선리와 남회룡리는 해발 

400-500 m, 제천 공전리와 구곡리의 해발은 약 250 m이며, 선

행연구와의 결과와 같이 평창에서 재배된 참당귀의 지근수, 생

중량 건중량이 봉화, 제천보다 높음을 보였다. 

참당귀 주산지의 토양 특성

각 재배지 토양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10월 하순에 참당

귀를 수확할 때 같이 채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분

석한 결과, 재배지 모두 모래 45%이상, 미사 28%이하, 점토 

20-35%인 사질식양토(Sandy Clay Loam)의 토성을 보였다. 토

양의 pH는 모두 약 산성을 보이는데, 남회룡리에서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탑동리에서 4.17로 가장 낮았다. 유기물 함량

은 탑동리에서 3.63%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유기물 함

량이 높은 재배지에서 참당귀의 근직경, 근장, 생육이 우수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 함량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토양 유기물과 N, P, K을 처리한 옥수수와 

대조군 옥수수의 생산량과 토양환경의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유기물과 N, P, K을 처리하였을 때 생산량과 토양환경 

모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며 유기물 및 N, P, K가 식물의 생육

을 촉진하며 생산량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보고 된 바 있다

(Zhong et al., 2010). 전 질소 함량은 봉화 남회룡리에서 0.19%

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유효인산 함량은 고선리 > 남회

룡리 > 탑동리 > 공전리 > 두일리 > 구곡리 순으로 높았다. 전기

Table 2. Growth characteristics of A. gigas root among different cultivation area

Cultivation area
Root diameter 

(㎜)

Root length 

(㎝)

Number of 

supporting root

Fresh weight 

(g)

Dry weight 

(g)

Pyeong

chang

Duil-ri 71.8 ± 8.9bz 41.2 ± 5.7a 26.4 ± 8.5b 564.4 ± 171.2b   54.7 ± 17.2ab

Topdong-ri  58.8 ± 10.9a 37.9 ± 3.9a 31.6 ± 5.6c 598.4 ± 249.5b  60.6 ± 25.3c

Je

cheon

Gongjeon-ri  56.4 ± 13.3a  37.0 ± 10.4a 14.0 ± 2.8a 343.7 ± 146.3a  27.0 ± 11.5a

Gugok-ri 55.4 ± 9.0a 37.3 ± 3.4a 16.7 ± 4.1a 362.9 ± 152.2a   37.0 ± 15.5ab

Bong

hwa

Kosun-ri  55.6 ± 12.2a 37.0 ± 7.2a 17.0 ± 3.8a 350.5 ± 117.9a 28.5 ± 9.6a

Namhoeryong-ri  72.1 ± 14.9b 41.3 ± 5.1a 16.9 ± 3.8a 585.0 ± 173.6b  48.0 ± 14.2b
zValue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etween substrates for that 

parameter using DMRT(Duncan’s Multiple Range Test) (n≥10,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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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도는 탑동리에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재배지에서는 약간

의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토양의 양이온치환 용량은 탑동리에서 12.7 cmolc+/㎏ 로 가

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토양의 양이온치환 용량은 탑동리에

서 12.7 cmolc+/㎏ 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또한 고선리에서 K+은 

1.05 cmolc+/㎏로, Na+은 0.1 cmolc+/㎏로, Mg2+은 1.99 cmolc+/

㎏로 다른 재배지들보다 높았다. Ca2+의 함량은 남회룡리에서 

6.82 cmolc+/㎏로 가장 높았다. 약용작물의 생육을 위해 산성화

된 토양에 석회처리를 통해 Ca2+ 이온 흡수를 촉진시킨다는 연

구가 보고 된 바 있으며(Cô te' et al., 1995; Ouimet and 

Camire', 1995), Ca2+가 뿌리 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가 보고 된 바 있다(Nadeau and Olivier, 2003; Van der, 1998). 

또한 Mg2+의 경우는 병충해 저항에 도움을 주며, 식물체내에서 

세포의 팽압 유지와 수분조절을 하는 연구가 보고 된 바 있다

(Ouimet and Camire', 1995). 토양의 환경은 재배농가별 비료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변하기 때문에, 뚜렷한 변화

를 찾기 힘들다고 사료된다. 이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환

경을 독립적으로 설정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재배지 차이에 따른 참당귀의 지표성분 함량 비교

재배지 차이에 따른 지표성분의 함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nodakenin, decursin, decursinol angelate의 함량을 분석하였

다(Table 5). 그 결과, 총 함량은 두일리에서 5.31%로 가장 높았

으며, decursin 함량이 nodakenin, decursinol angelate 보다 많

았다. Lee et al. (2019)는 뿌리 부위에 따라 신, 대미, 중미, 세미 

4부위로 분류 하여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 함량을 분석

한 결과, decursinol angelate 함량이 뿌리 직경이 가장 큰 신 부

위에서 2.84%로 가장 낮았고 뿌리 직경이 가장 작은 세미에서 

4.46%로 가장 높았으며, decursin도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고 하

Table 3. Edaphic characteristics of A. gigas among different cultivation area

Cultivation area
soil 

type

pH 

(1:5, H2O)

OMz

(%)

Total N

(%)

Avai.Py

(㎎/㎏)

ECx

(dS/m)

Pyeong

chang

Duil-ri SCLw 5.45 ± 0.22cv  1.59 ± 1.31ab  0.12 ± 0.08ab   866.37 ± 349.56a 0.11 ± 0.06a

Topdong-ri SCL 4.17 ± 0.17a 3.63 ± 0.66c  0.15 ± 0.01ab  1681.03 ± 411.73b 0.19 ± 0.06b

Je

cheon

Gongjeon-ri SCL 4.85 ± 0.28b 0.85 ± 0.02a 0.09 ± 0.01a 1069.82 ± 82.91a 0.05 ± 0.01a

Gugok-ri SCL  5.59 ± 0.14cd  1.55 ± 0.25ab 0.18 ± 0.05b  518.31 ± 62.04a 0.09 ± 0.03a

Bong

hwa

Kosun-ri SCL 5.97 ± 0.32d  1.59 ± 0.27ab  0.17 ± 0.03ab  2678.36 ± 342.97c 0.09 ± 0.06a

Namhoeryong-ri SCL 6.41 ± 0.14e 2.30 ± 0.98b 0.19 ± 0.04b  1870.85 ± 383.69b 0.08 ± 0.02a
zOM: Organic matter, yAvai. P: Available phosphate,  EC: Electric Conductivity.
wSCL: Sandy Clay Loam.
vValue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etween areas for that 

parameter using DMRT(Duncan’s Multiple Range Test) (n≥3, mean ± SD).

Table 4. The content of exchangeable cation and cation exchange capacity of A. gigas among different cultivation area

Cultivation area
K

(cmolc+/㎏)

Na

(cmolc+/㎏)

Ca

(cmolc+/㎏)

Mg

(cmolc+/㎏)

CEC

(cmolc+/㎏)

Pyeong

chang

Duil-ri 0.68 ± 0.70az 0.07 ± 0.03a 5.38 ± 0.85b 0.78 ± 0.19a 10.29 ± 5.38a

Topdong-ri 0.66 ± 0.36a 0.08 ± 0.05a 1.70 ± 1.04a 0.38 ± 0.13a 12.70 ± 2.23a

Je

cheon

Gongjeon-ri 0.33 ± 0.11a 0.04 ± 0.01a 1.90 ± 1.09a 0.36 ± 0.20a  7.25 ± 0.26a

Gugok-ri 0.47 ± 0.13a 0.08 ± 0.04a 5.68 ± 0.59b 0.89 ± 0.09a  9.72 ± 0.62a

Bong

hwa

Kosun-ri 1.05 ± 1.07a 0.10 ± 0.09a 5.04 ± 1.83b 1.99 ± 1.02b 12.19 ± 3.51a

Namhoeryong-ri 0.38 ± 0.14a 0.06 ± 0.01a 6.82 ± 0.95b 1.16 ± 0.25a  9.97 ± 1.02a
zValue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etween areas for that 

parameter using DMRT(Duncan’s Multiple Range Test) (n≥3,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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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결과는 뿌리의 직경이 작을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삼에서도 뿌리의 굵기가 작을수록 진세노사

이드의 함량은 증가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Yang and Yang, 

2000). Cho (1992)도 당귀 뿌리별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 

함량은 세근이 가장 높았고, 지근, 주근 순으로 낮아졌으며, 피

층부가 중심주보다 높았다고 보고한바 있다. 탑동리의 경우 함

량은 4.25%로 두일리에 비하여 약간 낮았는데, 이는 다른 재배

지의 참당귀와 비교하여 지근수와 중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부피도 큰 경향을 보였다. 이로 인해 뿌리 직경이 작고 

함량이 많은 세근보다 뿌리 직경과 부피가 큰 지근이 다른 재배

지의 참당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생각된다. 

유효성분 생산량과 입지환경과의 상관관계

참당귀의 건중량과 유효성분의 함량(%)를 이용하여 참당귀 

개체당 유효성분의 생산량을 계산한 후, 고도, 기온, 강수량 및 

Table 5. Root development of A. gigas among different cultivation area

Cultivation area
Nodakenin

(%)

Decursin

(%)

Decursinol Angelate

(%)

Total

(%)

Pyeong

chang

Duil-ri   0.29 ± 0.01bcdz 3.09 ± 0.09c 1.93 ± 0.06b 5.31 ± 0.15c

Topdong-ri 0.23 ± 0.05a  2.39 ± 0.49ab  1.63 ± 0.36ab 4.25 ± 0.9ab

Je

cheon

Gongjeon-ri  0.26 ± 0.01ab 1.96 ± 0.03a 1.40 ± 0.03a 3.62 ± 0.06a

Gugok-ri  0.32 ± 0.03cd  2.13 ± 0.19ab 1.49 ± 0.13a 3.93 ± 0.35a

Bong

hwa

Kosun-ri 0.34 ± 0.01d  2.63 ± 0.09bc 1.45 ± 0.05a  4.41 ± 0.15ab

Namhoeryong-ri   0.28 ± 0.03abc 2.98 ± 0.38c  1.70 ± 0.22ab  4.96 ± 0.63bc
zValues followed by differet letter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etween substrates for that 

parameter using DMRT(Duncan’s Multiple Range Test) (n≥3, mean ± SD).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meteorological and edaphic characteristics and active compounds in A. gigas

Nodakenin (%) Decursin (%) Decursinol Angelate (%)

Altitude (m)   0.78**   0.88**    0.88**

temperature (℃) -0.03  -0.13* -0.06

precipitation (mm) -0.44 -0.58 -0.44

pH (1:5, H2O) 0.02 -0.01 -0.19

OM (%) 0.30 0.30 0.34

EC (dS/m)  0.55* 0.51  0.58*

Total N (%) 0.13 0.06 0.00

Avai.P (mg/㎏) -0.15 -0.04 -0.16

K (cmolc+/㎏) 0.08 0.03 -0.01

Na (cmolc+/㎏) 0.21 0.10 0.10

Ca (cmolc+/㎏) 0.33 0.24 0.09

Mg (cmolc+/㎏) -0.11 -0.16 -0.32

CEC (cmolc+/㎏) 0.34 0.30 0.30

Sand (%) -0.28 -0.24 -0.30

Silt (%) 0.29 0.25 0.33

Clay (%) -0.04 -0.04 -0.08

*Significant at p < 0.05, **Significant at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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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과 같은 입지환경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을 검정하기 위해 Spearman’s rank 상관관계분석을 진행하였

다(Table 6). Kim et al. (2009)는 해발고도와 참당귀 묘의 

decursin 함량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decursinol angelate도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하였

다. 상관분석 결과, 이와 일치하게 해발고도와는 강한 양의 상

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ig. 4A). 이는 고도

가 생육간의 관계 뿐 아니라, 유효성분의 생산량에도 상관이 있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Seong et al. (1993)은 생육초기인 4월

부터 7월까지는 일교차가 크고 일사량과 일조시수가 많은 환경

이 당귀의 지상부 생육에 유리하고 생육후기인 8월부터 10월까

지는 기온이 서늘하고 강수량이 적은 조건이 지하부 비대 및 양

분축적에 유리하다고 하였다. 선행결과와 같이 강수량과는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Fig. 4B), 기온과는 뚜렷한 상관관계

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전기전도도와 유기물 함량과도 약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Fig. 4C, D), Choi et al. (2010)은 토양 

유기물로부터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 (C)과 영양원 

(N)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토양 미생물 바이오매스가 증

가하며 식물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또한 유효성분 생산량이 모

래와는 음의 상관관계, 미사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Park et al. (2019)은 점봉산 자생지 8개 집단에서 참당귀를 수

집하여 토양특성과 생장 특성 및 지표성분 함량 간의 상관분석

을 수행한 결과, 토양의 K+, Mg2+, Na+이 뿌리 생장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뚜렷한 상관관계

를 파악하지 못하였는데, 토양의 환경은 재배농가에서의 시비

에 따라 크게 변하기 때문에 토양의 환경을 독립적으로 설정하

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적 요

참당귀(Angelica gigas Nakai)는 미나리과(Apiaceae) 당귀

속(Angelica L.)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뿌리에 효능이 많아 

약용 목적으로 재배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생산되는 참당귀 

Fig. 4. Graph of regression analysis of the production of decursin and meteorological and edaphic characteristics. A; decursin and 

altitude (m), B; decursin and precipitation (㎜, C; decursin and organic matter (%), D; decursin and electric conductivity (d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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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지의 특성에 대한 연구와 이에 따른 참당귀의 생장 및 지표

성분 함량과의 상관관계를 구명하여 참당귀의 안정적인 한약재 

수급을 위한 생산량 및 유용성분 함량 증가에 적합한 재배 환경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참당귀의 근직경은 평창 두일

리가, 지근 개수는 평창 탑동리가 가장 많았다. 생중량은 평창 

탑동리가 가장 높았으며, 건중량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재배지의 토성은 사질식양토(Sandy Clay Loam)였으며, 유기

물 함량은 탑동리에서 3.63%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 전 질

소 함량은 봉화 남회룡리에서 0.19%로 가장 높았으며, 유효인

산 함량은 고선리에서 높았다. 총 decursin 함량은 두일리에서 

5.31%로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로 평창 두일리에서 참당귀의 

생육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decursin 함량 또한 높았다. 당귀의 

수량이나 성분은 재배지역의 환경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해발이 높은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 지표성분 함량과 생산량 

증가에 유리하다고 사료되며, 환경조건과 생육 및 지표성분 함

량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

한, 최적의 재배환경의 확립과 식물의 생리작용에 대한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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