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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초    록 

 
약용식물의 유용성분은 광, 온도, 토양 등의 환경과 생장시기에 따라 

구성 및 함량이 변화한다. 참당귀는 재배지마다 입지 환경이 다양하고 

기상환경에 따라 유용성분의 함량 변동이 심해 원료 소재로서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본 연구는 참당귀 자생지와 재배지의 뿌리 생장 및 유용성분 함량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을 구명하여 재배적지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자 

한다. 자생지는 점봉산, 치악산, 가리왕산에 위치한 참당귀 군락지 17곳

을 선정하였으며, 재배지는 평창, 제천, 봉화 3지역의 18개 재배지를 대

상으로 하였다. 선정한 조사지는 4월부터 10월까지 생육기간 동안 월별 

평균기온, 대기습도, 일조시간, 강수량 등의 기상환경과 토양 산도 및 양

분 특성을 분석하였다. 생장 특성은 지상부 및 뿌리 생중량, 건중량을 측

정하였다. 유용성분은 35~40℃로 열풍 건조한 시료를 UPLC 조건을 이

용하여 뿌리의 노다케닌(nodakenin), 데쿠르신(decursin), 데쿠르시놀안

겔레이트(decursinolangelate)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참당귀 자생지는 해발 750~1,130m의 계곡 주변의 수관이 울폐된 

오목한 지형이거나 교목이 존재하지 않는 계곡부, 임도 주변에 위치하여 

유기물이 집적되는데 유리한 지형에 분포하고 있었다. 자생지의 

적산온도는 5℃ 기준 3,092~3,592℃ 범위였으며, 토성은 미사질 

양토이며, 토양의 유기물함량 14.0±8.7%, 전질소함량 0.7±0.4%, 

유효인산함량 35.0±19.4mgkg-1, 양이온 치환용량 17.0 ±4.1cmolc 

kg-1였다. 재배지의 참당귀 뿌리 건중량은 저온장일 조건일수록 

확연하게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이 가장 높은 평창 재배지는 적산온도 

3,123℃인 해발 674m에 위치하며 토성은 양토이고, 토양의 유기물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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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9%, 전질소함량 0.4±0.1%, 유효인산함량 1121.3±382.0mg 

kg-1, 양이온 치환용량 14.8±2.6cmolc kg-1였다.  

유전특성으로 자생지는 지리적 격리로 인해 고립된 집단내에서 

타가교배가 이루어져 재배지보다 유전다양성이 낮았으며, 재배지는 

근접한 집단끼리 다양한 개체 간의 유전 교류가 이루어져 집단내 

유전다양성은 높아지고 집단간 변이는 낮았다.  

자생지에서 뿌리추출물의 노다케닌 등 3종의 유용성분 총함량은 

8.3~11.1%로 재배지의 5.3~7.0%보다 높았다. 각 성분 별로 노다케닌

1.0±0.2%(재배지 0.9±0.3%), 데쿠르신 3.7±0.7%(재배지 3.4±

1.1%),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 4.4±1.2%(재배지 2.5±0.9%)였다. 각 

성분별 상관 분석 결과, 자생지에서 데쿠르신은 토양 양분 및 치환성 양

이온인 Ca, Mg의 함량이 높은 집단에서 함량이 높았으나, 재배지는 토양

의 석력함량이 높을수록 함량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데쿠르시놀안겔레이

트는 재배지에서 석력함량과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노다

케닌은 재배지에서 4월부터 10월까지의 연평균 기온이 높고 일조시간이 

적은 환경에서 함량이 높았다.  

대한약전외한약 규격 기준으로 참당귀의 지표성분은 노다케닌 및 

총데쿠르신의 합이 6.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재 재배지의 

경우 그 해의 기상환경과 재배지의 특성에 따라 6.0% 미만이 되어 

기능성 식품 원재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로 자생지의 기상 조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치환성 양이온 함량(Ca, 

Mg)을 자생지와 비슷한 농도로 보충할 경우 뿌리 수확량과 유용성분 

함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참당귀, 자생지, 재배지, 생장특성, 유용성분, 노다케닌, 

데쿠르신,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 

학  번 : 2010-3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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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참당귀(Angelica gigas Nakai)는 산형과(Umbelliferae) 

당귀속(Angelica)의 숙근성 여러해살이풀로 어린 순을 나물로 먹으며 

뿌리는 약용으로 이용한다. 높이는 1~2m 정도로 꽃은 8월에서 9월 

사이에 겹우산모양꽃차례의 자줏빛으로 피며 굵은 뿌리와 함께 분지된 

세근이 있다(이창복, 2003).  

참당귀의 원산지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동북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현재까지 자생지가 확인된 곳은 

냉온대 산림지역으로 한반도 중∙북부 고지대에 해당되며, 내륙산간의 

해발고가 높고 계곡과 인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생지는 

점봉산, 방태산, 오대산, 계방산, 지리산, 치악산, 가리왕산 등이며 지리적 

위치에 따라 해발 700~1,300m에서 군락지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부터 약재로 이용하기 위해 야생 참당귀를 채취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식용 관상용 등의 상업적 이용가치가 높아지자 현재 서식지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추병길 등, 2009).  

참당귀는 동의보감 처방 중에 500회 이상, 방약합편 처방 중에 150회 

이상 언급되어 감초, 생강과 함께 최다 빈용 약물에 속하지만, 한국, 

중국, 일본 3국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는 그 기원식물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참당귀(Angelica gigas Nakai), 중국에서는 

중국당귀(Angelica sinensis (Oliv.) Diels), 일본에서는 일당귀(Angelica 

acutiloba)를 이용하고 있다(주영승, 2002; 김선애 등, 2011). 한국에서 

재배하는 것은 참당귀와 일당귀뿐이며 중국당귀는 우리나라 기후환경이 

맞지 않아 재배되지 않는다(유홍섭 등, 2004). 참당귀의 대표 물질인 

데쿠르신(decursin),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decursinolangelate)는 

항노화와 치매 예방 효과가 있어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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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며(김선애 등, 2011), 노다케닌(nodakenin)은 신경세포 보호 

활성과 항알레르기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됨에 따라 

활용가치가 증대되고 있다(Kim et al., 2007; Xiong et al., 2014). 

참당귀는 2016년 기준 생산량이 1,398톤으로 약초류 생산순위 

11위에 든다. 재배지는 2016년 기준 전국 농가수 756호, 수확면적 

485ha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재배지는 평창, 인제, 홍천, 태백 등이다. 

전체 수확면적의 59.2%가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고, 31.1%는 경북지역인 

봉화, 울진 등이며, 나머지는 충북, 전남 등에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8). 국내 생산량이 1000톤을 상회하는 

약용작물 중 생강, 오미자, 복분자딸기 등은 70% 이상 식용으로 

이용되는데 비해 참당귀는 한약재와 기능성 원료 소재로서 국내에서 

전량 활용된다. 2016년 기준 참당귀 혼합추출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은 533억원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하여 개별인정형 

품목으로서는 1위를 차지한다(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7). 

현재 재배되는 참당귀는 대부분이 자생지에서 육묘용 종자를 채종하여 

만든 지방 재래종으로 재배지마다 해발고 및 토양 특성이 다양하여 

적지가 아닌 곳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매년 바뀌는 

기상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아 이차대사산물인 유용성분(지표성분) 

함량이 대한약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6%에 미달되어 기능성 원료 

소재로서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또한 기후변화 취약 수종인 

참당귀는 현재 재배면적 12%에서 2040년 1%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농촌진흥청, 2017). 

따라서 국내 생산되는 참당귀의 기능성 원료 소재로서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용성분 함량에 영향을 주는 환경 인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참당귀의 성분 분석 및 효능이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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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었으며, 자생지와 재배지의 생장 및 유용성분 특성을 함께 구명한 

연구는 수행된바 없다(조남준 등, 2017; 김선애 등, 2011).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참당귀 자생지와 재배지의 생장 및 유용성분 

함량에 영향을 주는 기상 및 토양인자를 구명하여 고기능성 원료소재 

생산에 영향을 주는 재배적지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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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 구 사 

 

2.1 참당귀 자생지의 특성  
 

참당귀 자생지의 환경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추병길 등(2009)에 의한 

연구가 유일하며, 점봉산과 방태산은 해발 700m 이상, 오대산과 

계방산은 해발 800m, 지리산은 1,300m 이상에서 자생지를 확인하였다. 

참당귀의 수평적, 수직적 분포를 산림식생형과 비교해 보면 냉온대 

산림식생지역의 중북부 고지역에 해당하며, 자연군락이 형성되는 데에는 

해발 즉,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추병길 등, 2009).  

참당귀 개체군은 상층식생으로 층층나무(Cornus controversa Hemsl.),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 Fisch. ex Ledeb), 고로쇠나무(Acer 

pictum subsp. mono (Maxim.) Ohashi), 들메나무(Fraxinus 

mandshurica Rupr.)가 우점하는 입지에 분포하고, 아교목층에는 

다래(Actinidia arguta (Siebold & Zucc.) Planch. ex Miq.), 당단풍나무 

(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까치박달(Carpinus cordata 

Blume)이 높은 우점도로 출현하였다. 자생지 토양 양분 특성은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평균값보다 비교적 높게 분석되었다(추병길 등, 

2009).  

 

2.2 참당귀 재배지의 특성  

 

참당귀는 저온 장일 식물로서 고온기에 하고 현상이 일어나거나 

조기에 꽃대가 올라오면 뿌리가 목질화되어 품질과 약효성분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참당귀의 생리·생태적 특성 때문에 한국에서는 강원도 

고랭지 지역이나 경북의 산간지대에서 노지재배를 하고 있다. 윤혜경 

등(2000)에 의하면 여름철 고온 때문에 재배가 어려운 남부지방에서는 

55%의 차광이 되는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하고 P.E. 멀칭재배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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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장 28~29cm, 근경 3~4cm의 생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비가림 

하우스 설치와 멀칭재배를 통해 참당귀의 어린 순을 이용하는 사례를 

제외하고 뿌리 생산을 위해서는 시설재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당귀는 첫해는 육묘밭에서 묘를 길러 다음해 봄에 본밭에 옮겨 심고 

그 해 가을에 수확하기 때문에 2년 주기로 생산된다(안상득 등, 1994; 

권오흔 등, 2003). 재배양식은 노지육묘 이식재배, 직파재배, 

트레이온상육묘 이식재배, 온상직파육묘 이식재배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남효훈 등(1999)에 의하면 직파재배는 상층부의 생장이 

좋았으며 12개월 후 본밭으로 이식한 노지육묘이식재배는 지하부 뿌리의 

생장이 가장 양호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재배지는 생장특성이 품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추대율이 낮고 뿌리 생장이 비교적 좋은 노지육묘 

이식재배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뿌리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본밭에 옮겨 심을 때의 묘두 직경이 중요한데 직경이 클수록 추대율이 

높고 추대시기 또한 빨라져 상품성을 떨어뜨리게 된다(권오흔 등, 2003). 

현재는 추대율이 비교적 낮고 수량이 많은 적정 묘두 직경범위 내에서 

이식을 수행하고 있다.  

1990년대 참당귀 재배기술과 관련된 연구는 추대율과 생장의 관련성, 

품종 및 재배방식에 따른 생장에 대한 결과가 일부 있었다(유홍섭 등, 

1996; 남효훈 등, 1999; 유홍섭 등, 2000). 최근 참당귀 생장에 관한 

연구 중에는 친환경 유기질비료 시용량을 조절하여 화학비료를 처리하는 

것과 비슷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다(김영국 등, 2014). 

또한 참당귀는 생산가능한 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참당귀를 

1년차에 생산하고, 지리적, 기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경재배 

시스템 활용 가능성을 타진한 연구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참당귀를 

수경재배 기술을 이용한 대량생산 시스템에 도입할 경우 분무경 재배 

시스템에 PPFD 150 μmol m-2 s-1, CO2 농도 약 1000 μmol m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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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 온도 20±3℃ 조건의 광합성 환경을 조성해 주면 대량생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박종석 등, 2014).  

 

2.3 참당귀 유용성분 

 

참당귀는 임상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고 활용 범위가 넓은 약재이나 

그 기원식물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각 각 참당귀(Angelica gigas), 중

국당귀(Angelica sinensis), 일당귀(Angelica acutiloba)로 다르기 때문

에 당귀의 기원에 따른 효능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어 왔다. 중국당귀의 주성분은 정유(essential oil), 유기산(organic acid) 

화합물, polysaccharide 등으로 나뉘며 주요 활성 물질은 중성정유인 z-

ligustilide(3-butylidene-4,5-dihydrophthalide), butylidenephthalide

와 유기산인 ferulic acid 등이 있다(Mao et al., 2002). 일당귀의 성분은 

중국당귀와 대체적으로 유사하여 z-ligustilide, n-butylidenephthalide, 

ferulic acid, polysccharide 등을 함유하고 있으나(Du et al., 2002; Lu et 

al., 2004) 그 외에도 9,12-octadecanoic acid를 추가로 함유하고 있다

(Song et al., 2007).  

참당귀의 주성분은 지용성 물질인 coumarin과 수용성 물질인 

polysaccharide이며, coumarin에는 decursin, decursinolangelate, 

umbelliferone, nodakenin, peucedanone, marmesin, 

demethylsuberosin, isoimperatorin 등이 포함되는데, 그 중 주요 활성 

성분은 decursin, decursinolangelate, nodakenin이며 decursin과 

decursinolangelate은 구조가 서로 다른 이성질체이다(Rhyu et al., 

2005). 데쿠르신(decursin)은 일본에서 바디나물(Angelica decursiva 

Fr. et Sav.)의 에테르 추출액으로부터 최초로 분리된 피라노쿠마린

(pyranocoumarin)계열의 천연물 성분으로 분자량이 328.35이며, 분자

식이 C19H20O5이다. 특히 한국산 당귀(Angelica gigas Nakai)인 참당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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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량의 데쿠르신이 함유되어 있다. 이 밖에 휘발성 방향 성분으로 

nonane, α-pinene, camphene, 2-methyloctane, lomatin, 2-

furanmethanol, seselin, guaiacol, butyrolactone 등이 알려져 있다(조남

준 등, 2017). 

참당귀의 약리작용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분야는 

심혈관계의 혈압강하, 허혈성 심질환 치료, 혈액응고 지연 등의 

효과(Lee et al., 2003; Rhyu et al., 2005; Lam et al., 2008)이며, 

중추신경계의 신경 독성에 대한 보호와 기억력 개선 효과이다(Kang et 

al., 2001; Kang et al., 2007). 항암 작용에 관한 연구는 참당귀의 주요 

성분인 데쿠르신과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Ahn et al. 1996; Ahn et al. 1997), 그외에 면역, 항염증 항미생물, 

조혈 등의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Lee et al., 2003; 

Shin et al., 2009).  

현재 국내에는 참당귀의 주성분인 데쿠르신,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의 

기억력 개선, 면역기능 활성화 기능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며, 노다케닌은 신경세포 보호 활성 기능으로 

인해 퇴행성 뇌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특허번호10-0413963). 또한 노다케닌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비만세포의 분비를 저농도에서 억제하고 알레르기 

동물 모델에서 우수한 항알레르기 효과를 나타내었다(특허번호 10-

1356213).  

 

 

2.4 약용식물 생장 및 유용성분  

 

인간이 활용하는 약용성분은 식물내의 종 특이적인 2차대사산물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Wink and Schimmer, 1999). 식물에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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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를 유지하고 수를 늘이는데 필수적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엽록소, 핵산 등의 1차 대사산물과 다르게 2차대사산물은 식물의 생리적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2차 대사산물은 초식동물에 

대한 식물의 화학 방어나 종간의 상호 기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Kaufman et al., 1999; Wink and Schimmer, 1999), 온도, 

수분, 빛, 무기양분의 변화와 같은 비생물적 스트레스에 관여한다. 

최근에는 세포수준에서 유전자 발현의 조절이나, 신호전달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iskin, 2000).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0만종의 

식물이 2차대사산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1,500여종의 

물질을 식물체로부터 추출, 분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0여종은 

생리활성을 가진 유용물질로 평가되고 있다. 그 대부분이 식물 생성 

2차대사산물로서 염료, 폴리머, 섬유, 접착제, 오일, 왁스, 향료, 향수를 

만드는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약품, 항생제, 살충제, 제초제 

개발에 매우 유용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Briskin, 2000).  

광 조건, 토양의 산도, 수분함량, 유기물 및 영양 염류 함량 등과 같은 

환경 요인들은 공간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분포하고 그러한 이질성은 

식물 생장과 유용성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Robertson et al., 1988; 

Koch and Matzner, 1993). 이러한 환경요인에 따라 초본식물의 생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Kephart and 

Paladino, 1997; Munzbergova, 2005; Vellend, 2005), 유용성분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식물의 유용성분은 기상, 토양,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각 성분이 다양한 

환경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생합성 되고 있다(Bourgaud et al., 2006).  

국내의 경우, 약용식물에 관한 연구는 증식 및 재배 유형에 따른 생육 

특성, 병해충 방제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특정 기능성분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는 인삼을 제외하고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Le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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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87; 이성우 등, 2011; 서종택 등, 2015). 국내 대표적인 

약용작물인 인삼은 생장이 양호할수록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이 낮고, 

부위별로는 세근에 함량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Lee et al., 

1987). 또한 비닐하우스와 관행재배시 생육기간내 기상조건이 다름에 

따라 비닐하우스에 재배된 인삼은 직근 보다 세근의 중량이 더 높고 

특정 진세노사이드의 경우 함량이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였다(이성우 

등, 2011). 또한 품종간의 성분 차이도 보였는데, 서종택 등(2015)에 

의하면 곰취 신품종의 고랭지 재배시 수확시기별 생리활성 성분이 큰 

차이를 보였다.  

참당귀의 유용성분과 환경요인 간의 상관성을 구명한 연구는 성낙설 

등(1993)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는데 기상인자와 데쿠르신 함량간의 상

관성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봉화와 

영천의 경우 데쿠르신 함량이 각 각 4.86%, 4.75% 값을, 수원의 경우 

2.33%의 낮은 값을 보였다. 또한 김영국 등(2009)에 의하면 같은 육묘

상에서 이식한 유묘를 적산온도와 해발고가 다른 지대에 이식하였을 때 

해발고가 100m에서 730m로 증가함에 따라 데쿠르신의 함량이 2.55%

에서 6.24%로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Rhee et al(2010)에 의해 유

용성분 증대를 위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는데, 재배지에서 이스트 추출

물에 구리이온을 첨가한 유도제를 생육초기 10주 동안 2주 간격으로 처

리한 후 수확하였을 때 데쿠르신과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의 함량이 약 

1.5~1.7배 증가하였다.  

국외 연구는 약용작물의 바이오매스뿐만 아니라 특정 

기능성분(지표성분, active component)을 증가시킬 수 있는 최적의 

생육조건을 구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Fournier et al., 2003; 

Naud et al., 2010). 또한 Graf et al(2007)에 의하면 항균효과가 있는 

benzopheanthridine alkaloid 성분이 들어 있는 혈근초라는 약용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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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장은 재배지가 좋았지만, 성분은 자생지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캐나다의 단풍나무림내 자생하는 약용식물의 경우 생장에 유리한 토양과 

광조건이 유용성분 총합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Naud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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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3.1 조사지  

 

3.1.1 자생지 

 

참당귀 자생지는 이전에 실시된 연구를 토대로 분포가 알려진 곳과 

최근 자생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험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자생지 분포가 다른 특징을 보이는 점봉산, 치악산, 가리왕산 3개 지역에 

북사면이나 북서사면에 위치하는 군락지를 대상으로 크기가 9~70m2의 

2~7개 방형구를 설치하여 총 17개를 조사지로 선정하였다(Table 1).  

  점봉산은 백두대간 능선 쪽으로 올라가는 계곡 주변의 해발 

758~965m의 8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9월 25일과 10월 25일의 2회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차 조사(2017년 9월 25일)는 해발고 

828~965m에 분포하는 최소 100m 이상 떨어진 3개 

집단(Jeom1~Jeom3)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달 뒤인 10월 25일 

이루어진 2차 조사는 이전 집단내 존재하는 개체를 전수 채취하여 같은 

군락지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없어, 1차 조사에서 선정한 집단과 최대한 

인접하도록 하였다(Figure 1). Jeom4~7은 해발고 911~916m로 비교적 

비슷한 고도로, Jeom4는 계곡부에 위치하고 나머지 집단(Jeom 5~8)은 

1차 조사의 Jeom1~Jeom3과 동일하게 계곡 주변의 경사가 거의 없는 

북사면의 습윤한 지역이었다. 특히 Jeom8은 해발고가 758m로 등산로 

초입 부분에 위치하였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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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Jeom1~ 3 on September 25, 2017 on Mt. Jeombong, Gangwon-do, Korea  

 

 

 

Figure 2. Jeom4~8 on October 25, 2017 on Mt. Jeombong, Gangwon-d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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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은 숲가꾸기를 통해 계곡 주변 교목을 개벌하여 전광으로 빛이 

들어오는 북서방향의 계곡부에 분포하는 2개의 집단을 조사하였다. 

Chiak9는 물이 흐르고 있었고 Chiak10은 Chiak9와 20m떨어진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었다(Figure 3). 가리왕산은 5부 능선에 걸쳐 

1994년에 개통된 임도 주변의 비탈진 북사면을 조사하였다. 임도를 따라 

최소 100m 이상의 간격을 두고 10개체 이상의 참당귀가 자생하는 곳에 

방형구를 설치하였으며, 조사지의 해발고는 1,046~1,130m였다(Figure 

4).  

Figure 3. Chiak9~10 on October 24, 2017 on Mt. Chiak, Gangwon-do, Korea 

Figure 4. Angelica gigas Nakai habitats on October 26~27, 2017 on Mt. Gariwang, 

Gangwon-d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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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pographic descriptions of Angelica gigas Nakai habitats on 2017. 

Habitats 

(The date of investigation) 

Site Latitude Longitude Altitude

(m) 

Slope 

(°) 

Aspect Plot 

size 

(m2) 

Land 

form 

Mt. Jeombong (September, 25) 

Jeom1 38°02'29" N 128°29'12"E 828 0 N 70 
Near 

valley 
Jeom 2 38°02'31" N 128°29'29"E 877 0 N 35 

Jeom 3 38°02'35" N 128°29'32"E 965 5 N 25 

Mt. Jeombong (October, 25) 

Jeom 4 38°02'29" N 128°29'29"E 916 0 N 25 Valley 

Jeom 5 38°02'28" N 128°29'35"E 915 0 N 25 

Near 

valley 

Jeom 6 38°02'20" N 128°29'43"E 960 0 N 25 

Jeom 7 38°02'28" N 128°29'36"E 911 0 N 25 

Jeom 8 38°02'26" N 128°28'37"E 758 0 N 25 

Mt. Chiak (October, 24) 
Chiak 9 37°16'39" N 128°07'05"E 832 5 NW 25 

Valley 
Chiak 10 37°16'38" N 128°07'06"E 836 10 NW 25 

Mt. Gariwang (October, 26-27) 

Gari11 37°28'26" N 128°30'27"E 1072 0 N 9 

Next 

to 

forest 

road 

Gari12 37°28'30" N 128°30'19"E 1072 0 N 9 

Gari13 37°28'33" N 128°30'45"E 1102 0 N 9 

Gari14 37°28'36" N 128°30'46"E 1102 0 N 9 

Gari15 37°28'42" N 128°30'47"E 1111 0 N 9 

Gari16 37°28'46" N 128°30'52"E 1130 0 N 9 

Gari17 37°27'47" N 128°30'02"E 1046 5 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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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재배지 

 

본 연구는 지역별로 참당귀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강원도 평창, 

충청북도 제천, 경상북도 봉화지역의 우수농산물인증(GAP) 재배 양식을 

따른 4~10재배지를 조사하였다(Table 2). 재배지의 입지는 경사가 거의 

없으며 주변 교목으로 울폐되지 않아 나지인 곳을 선정하였다. 

식재방식은 묘두직경 0.7~0.9cm의 중간묘를 50~60cm로 골을 

내고(두둑 90~120cm), 2줄로 15~20cm 깊이로 심었다(포기 간격 

25~30cm). 또한 질소질 비료는 전량 웃거름으로 시용하되 생육상태를 

보아서 2~3회 나누어 화학비료를 주었다(10a당 질소 16kg, 인산 

10~24kg, 칼륨 8~12kg). 재배 방식은 노지육묘로 평창지역은 멀칭을 

하지 않았으며, 제천과 봉화는 멀칭재배를 하였다.  

  평창은 조사지가 해발고 600m 이상이며, Pye2-5가 해발고 770m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재배지는 674~697m로 해발고가 거의 

동일하였다. 또한 국립종자원을 통해 2008년에 등록된 영흥당귀 품종의 

종자(제05호-0032-5호)를 파종하여 1년생 노지 육묘방식으로 키운 

모종을 3월 말에서 4월초에 이식한 본밭을 조사지로 선정하였다(Figure 

5). 

제천은 해발고 237~385m의 재배지로 Je1-1, Je3-2, Je3-3을 

제외하고 평창 진부에 위치한 영흥당귀 육묘상에서 동일하게 모종을 

구입하여 식재하였다. 특히 Je3-2, Je3-3은 재배자가 방태산에서 직접 

종자를 수확하여 노지에 1년 육묘 후 본밭에 이식하였다(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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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gelica gigas Nakai cultivation sites on 2017 in Pyeongchang, Jecheon, 

and Bonghwa. 

 

Region Province Grower 
Cultivation 

sites 
Origin Altitude (m) 

Pyeongchang 

Sangjinbu-ri A Pye1-1 Young Heung 674 

Sangjinbu-ri A Pye1-2 Young Heung 674 

Tapdong-ri B Pye2-1 Young Heung 697 

Tapdong-ri C Pye2-5 Young Heung 770 

Jecheon 

Wonwol-ri D Je1-1 Bonghwa gun 237 

Wonwol-ri E Je1-2 Young Heung 320 

Wonwol-ri F Je1-3 Young Heung 314 

Wonwol-ri F Je1-4 Young Heung 306 

Deokdong-ri G Je2-1 Young Heung 385 

Pojeon-ri H Je3-1 - 287 

Omi-ri I Je3-2 Mt. Bangtae 363 

Omi-ri I Je3-3 Mt. Bangtae 370 

Banghak-ri J Je4-1 Young Heung 288 

Wonwol-ri K Je4-2 Young Heung 299 

Bonghwa 

Buncheon-ri M Bon-1 - 334 

Buncheon-ri N Bon-2 - 378 

Hyeondong-ri O Bon-3 - 318 

Hyeondong-ri M Bon-4 Manchu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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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는 해발고 318~378m에 위치하고 있었고, 특히 Bon-2는 네 

재배지 중 해발고가 가장 높은 산록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Bon-1, Bon-

2, Bon-3은 모종의 구입처가 다르며, Bon-4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만추당귀 종자를 파종하여 1년 동안 노지에 육묘한 모종을 식재하여 

재배지를 조성하였다(Figure 7). 

Figure 6. Angelica gigas Nakai cultivation sites in Jecheon, Chungcheongbuk-do, Korea 

Figure 5. Angelica gigas Nakai cultivation sites in Pyeongchang, Gangwon-d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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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상 자료 
 

재배지는 기상청의 개방포털(www.data.kma.go.kr)을 활용하여 대관

령지점, 제천지점, 봉화지점 기상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재배지가 위

치해 있는 해발고 차이에 따른 미기상자료를 얻기 위해 지역별 2~3재배

지에 대기 온∙수분 장치(S-THB-M002, Onset Computer Corporation, 

Bourne, MA, USA)와 토양 온∙습도 측정장치(S-TMB-M002, S-

SMA-M005, Onset Computer Corporation, Bourne, MA, USA)를 

2017년 7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설치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단 

평창지역은 Pye2-5재배지가 9월 6일 이후로 자료가 소실되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봉화지역은 9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측정하였다.  

 

3.2.1 재배지 
 

평창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평균 기온이 7.0℃로 강원도의 

연평균 기온(8.9℃)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심한 대설 현상이 나타나기도 

Figure 7. Angelica gigas Nakai cultivation sites in Bonghwa, Gyeongsangbuk-d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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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기상청, 2016). 참당귀의 생육기간인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기상청 대관령 지점 자료를 보면 평창은 월평균기온이 14.7℃로 제천과 

봉화 지역보다 3.2~3.8℃가량 낮은 값을 보였다. 월별최고기온은 평창은 

31.1℃로 7월에 가장 높은 날이 있었고 제천은 8월에 36.8℃, 봉화는 

34.6℃인 날이 있었다. 월별최저기온은 10월에 봉화와 제천 지역은 -

5.1℃, 평창은 -5.3℃로 나타났다. 5℃ 기준 적산온도는 평창이 

3123.3℃로 세 지역 중 가장 낮았고, 제천이 3959.5℃로 가장 높았다. 

평균이슬점온도는 평창지역이 6.1℃로 세 지역 중 가장 낮았고 

봉화지역이 8.1℃로 가장 높았다. 월별 상대습도는 85.0%로 평창이 세 

지역 중 가장 높았으며, 제천이 74.0%로 가장 낮았다. 강수량은 제천이 

948.6mm로 가장 높았고 봉화가 725.2mm로 가장 낮았다. 일조시간과 

일조율은 온도와 반대로 평창지역이 각 각 1708.6시간, 59.7%로 가장 

많았다(Table 3). 

 

Table 3. Meteological characteristics of Angelica gigas Nakai cultivation sites (Data 

measured in Korea Meterorological Administartion from April to October, 2017). 

 Pyeongchang Jecheon Bonghwa 

Mean temperature (℃) 14.7 18.5 17.9 

The highest temperature (℃) 31.1 (July) 36.8 (August) 34.6 (August) 

The lowest temperature (℃) -5.3 (October) -5.1 (October) -5.1 (October) 

Accumulative temperature (℃) 3123.3 3959.5 3810.3 

Mean dew point temperature (℃) 6.1 7.5 8.1 

Mean relatively humidity (%) 85.0 74.0 78.0 

Mean total precipitation (mm) 937.0 948.6 725.2 

Sum of sunshine duration (hr) 1708.6  1355.9  1271.2  

Mean percentage of sunshine (%) 59.7  47.6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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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Pye1-1 재배지(해발 674m)와 Pye2-5 재배지(해발 770m)에 

7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미소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한 결과, 해발고가 

낮은 Pye1-1 재배지는 일사량 157.7w/m2, 평균기온 20.0℃, 일교차 

10.1℃로 해발고가 100m 높은 Pye2-5 재배지보다 일사량, 평균기온, 

일교차가 높은 값을 보였다(Pye2-5: 일사량 147.0w/m2, 평균기온 

19.3℃, 일교차 9.0℃)(Table 4).  

제천지역은 7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측정한 결과, Je1-1(해발 

237m)과 Je2-1(해발 385m), Je3-2(해발 363m) 재배지를 비교했을 

때 해발고가 100m 이상 높은 Je2-1, Je3-2재배지가 일사량이 

139.3~152.4w/m2 로 Je1-1보다 높아 9월 6일 까지만 비교한 

평창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한 Je2-1, Je3-2재배지가 

평균온도는 0.4~0.6℃로 낮았고 토양온도와 일교차는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5).  

봉화지역은 9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측정한 결과 산록부에 위치해 

해발고가 높은 Bon-2(해발 378m)가 일사량이 68.3w/m2, 온도가 

14.6℃로 Bon-1(해발 334m)보다 낮았다(Table 6).  

전체적으로 같은 기간인 7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측정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평창지역(Pye1-1)은 제천지역(Je1-1)보다 일사량은 

43.5w/m2로 많고 평균기온은 2.2℃, 토양온도는 1.2℃ 낮은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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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icrometeological characteristics of Angelica gigas Nakai cultivation sites 

in Pyeongchang, Gangwon-do, Korea. 

 

Measurment period 7.26~10.31 7.26~9.6 

Cultivation site Pye1-1 Pye1-1 Pye2-5 

Amount of solar radiation 

(w/m2) 
159.9 157.7 147.0 

Mean temperature (℃) 15.8 20.0 19.3 

Mean air humidity (%) 87.2 90.2 90.8 

Mean daily temperature range 

(℃) 
12.3 10.1 9.0 

 

Table 5. Micrometeological characteristics of Angelica gigas Nakai cultivation sites 

in Jecheon, Chuncheongbuk-do, Korea (Data measured from July 26 to Oct. 31, 2017).  

 

Cultivation site Je1-1 Je2-1 Je3-2 

Amount of solar radiation 

(w/m2) 
116.4 152.4 139.3 

Mean temperature (℃) 18.0 17.6 17.4 

Mean air humidity (%) 87.1 86.1 87.6 

Mean soil temperature (℃) 15.7 16.3 15.9 

Mean daily temperature range 

(℃) 
12.2 12.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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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icrometeological characteristics of Angelica gigas Nakai cultivation sites 

in Bonghwa, Gyeongsangbuk-do, Korea (Data measured from September 21 to 

November 2, 2017). 

 

Cultivation site Bon-1 Bon-2 

Amount of solar radiation 

(w/m2) 
117.7 68.3 

Mean temperature (℃) 16.9 14.6 

Mean air humidity (%) 81.0 80.8 

Mean soil temperature (℃) 13.8 13.5 

Mean daily temperature range 

(℃) 
10.8 10.8 

 

3.3 입지 조사  

 

자생지 교목 조사의 경우 치악산은 계곡부, 가리왕산은 임도 주변으로 

분포함에 따라 참당귀 군락지내 교목이 존재하지 않아, 점봉산의 1차 

조사에서만 실시하였다.  

2017년 9월 25일 점봉산의 3개 집단(Jeom1~Jeom3)을 대상으로 

군락지내 존재하는 흉고직경 2.5cm 이상의 모든 교목의 높이 1.3m에서 

흉고직경을 측정하였다. 수관울폐도는 교목조사와 같은 시기에 plant 

canopy analyzer(LAI-2200C, LI-COR, Nebraska, USA)로 사이트당 

10회 반복 측정하였다(Figure 1). 각 방형구의 경사와 방위는 

콤파스/클리노미터(Sunnto tandem, Swede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GPS 수신기(GPSMAP60CSX, Garmin, USA)로 해발고도와 경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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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를 측정하였다. 토양 시료는 각 자생지와 재배지의 조사구를 

대상으로 모종삽을 이용하여 표토로부터 참당귀 뿌리가 위치한 최대 

30cm 깊이까지 채취하였다. 점봉산의 Jeom1~3은 2017년 9월 

25일(1차), Jeom5, 6, 8은 한달 뒤인 10월 25일(2차)에 채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조사는 Jeom5, 6, 8 세 집단 내 임의적으로 

선정한 5개소에서 토양을 채취하여 조사구별 한 시료로 만들어 

분석하였다. 치악산은 2017년 10월 24일에 Chiak9, 10의 2개 

조사구에서 3반복으로 채취한 토양을 분석하였으며, 가리왕산은 2017년 

10월 26~27일 Gari12~17의 6개의 집단(Gari11 제외)에 대해 

3반복으로 토양을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재배지는 2017년 10월 

24일~25일 평창, 제천, 봉화 각 3지역의 조사구별로 3반복으로 토양을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토양 분석은 석력함량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하였다. 석력함량은 시료를 건조시켜 2mm로 체별할 때 2mm 이상 

되는 자갈성분의 중량을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토양 양분은 2 mm 

표준체를 통과한 시료로 수행하였다. 토양 내 모래, 미사, 점토의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입도 분석은 Stoke’s Law를 기본으로 하여 

측정하였다(Stoke, 1851).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은 건조 직후의 토양의 

유기물을 600℃에서 6시간 동안 태운 후, 그 감소한 무게 차이로 

측정하였다(토양 유기물 함량(%) = [(Wbefore- Wafter)/Wbefore] × 100). 

토양 pH는 토양시료와 증류수 1:5의 비율로 섞어 pH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전질소는 Micro Kjeldahl법(Konen et al., 2002), 

유효인산은 Bray No.1법(Kuo, 1996), 양이온치환용량은 ammonium 

acetate 법(Sumner and Miller, 1996)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a, K, 

Mg, Na의 양이온 함량은 플라즈마 방출 광도법(Sumner and Miller, 

1996)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4 

 

 

3.4 생장 측정 

 

3.4.1 자생지의 참당귀 생장 

 

1차 조사는 2017년 9월 25일 점봉산에서만 실시하였으며, 전체 

개체수와 개체별 개화유무를 조사하였다. 시료는 실내로 운반하여 흐르는 

수돗물로 세척과정을 거친 뒤, 각 개체별로 뿌리와 상층부로 구분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상층부는 엽수를 측정한 뒤 길이, 엽장, 엽폭을 

버니아 캘리퍼스로 0.1 mm 단위로 측정한 후, 뿌리와 함께 

35~40℃에서 10일간 농수산물 식품건조기(DY-420H, Lasselem, 

Korea)로 열풍건조 후 무게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건중량을 

측정하였다. 세 지역 중 가리왕산은 지상부 생중량 및 건중량을 측정하지 

못하였으며 뿌리의 수분 함유량은 생중량과 건중량의 차이를 생중량으로 

나누어 퍼센트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뿌리 수분 함량(%) = [(생중량-건중량)/생중량] × 100 

2차 조사는 점봉산, 치악산, 가리왕산에서 실시하였으며, 점봉산 

집단의 2차 조사는 1차 조사처럼 식생조사와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생장 및 유용성분 특성 조사를 위한 시료만 채취하였다. 치악산, 

가리왕산에서 채집된 시료는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세척과정을 거친 뒤, 

각 개체별로 뿌리와 상층부로 구분하여 무게를 측정한 뒤, 성분분석을 

위한 건조를 실시하였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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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number of collecting plants for measuring of root growth characteristics 

on 2017 in habitats.  

 

Habitats (The date of collecting) Site Number of collecting plants 

Mt. Jeombong (September, 25) 

Jeom1 10 

Jeom2 9 

Jeom3 7 

Mt. Jeombong (October, 25) 

Jeom4 10 

Jeom5 6 

Jeom6 5 

Jeom7 8 

Jeom8 6 

Mt. Chiak (October, 24) 
Chiak9 9 

Chiak10 9 

Mt. Gariwang (October, 26-27) 

Gari11 5 

Gari12 5 

Gari13 5 

Gari14 5 

Gari15 5 

Gari16 5 

Gari17 5 

 

3.4.2 재배지의 참당귀 생장  
 

1차 수확시기에는 10월 11일~13일 사이 평창 4개 재배지, 제천 10개 

재배지, 봉화 4개 재배지에서 2년생 8~35개체씩 시료를 

채취하였다(Table 8). 채취한 시료는 뿌리 생중량, 지상부 생중량을 

측정한 뒤 35~40℃에서 10일간 열풍건조 후 무게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건중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수확시기에 따른 건중량 및 

유용성분 함량 변화를 분석하여 최적 수확시기를 구명하기 위해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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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 연구대상지 중 작황이 비교적 좋은 7개 재배지에서 10월 

11일부터 11월 3일까지 1주 간격으로 4회 수확시기를 달리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1차 수확시기와 동일하게 분석을 수행하였다(Table 9, Figure 

8).  

 

Table 8. The number of collecting plants for measuring of root growth characteristics 

on 2017 in cultivation sites (1st harvest time). 

Region Cultivation site Number of collecting plants 

Pyeongchang Pye1-1 28 

Pye1-2 10 

Pye2-1 29 

Pye2-5 12 

Jecheon Je1-1 36 

Je1-2 10 

Je1-3 10 

Je1-4 10 

Je2-1 10 

Je3-1 29 

Je3-2 35 

Je3-3 35 

Je4-1 10 

Je4-2 12 

Bonghwa Bon-1 9 

Bon-2 8 

Bon-3 10 

Bon-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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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Cultivation site of Angelica gigas Nakai in Pyeongchang, Gangwon-do,  

Korea by harvest time (Pye1-1) 

1
st
 harvest 2

st
 harvest 

3
st
 harvest 4

st
 har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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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Harvesting periods for root growth measurement of Angelica gigas Nakai 

cultivation sites.  

Region Cultivation site Order Date 
Number of 

collecting plants 

Pyeongchang 
Pye1-1 

Pye2-1 

1st 10.11 29 

2st 10.18 29 

3st 10.25 29 

4st 11.1 29 

Jecheon 

Je1-1 

Je3-2 

Je3-3 

1st 10.12 29 

2st 10.19 29 

3st 10.27 29 

4st 11.2 29 

Je3-1 

1st 10.12 29 

2st 10.19 29 

3st 10.27 29 

Bonghwa Bon-2 

1st 10.16 29 

2st 10.23 29 

3st 11.3 29 

 

 

 

 

 

 



29 

 

 

3.5 유전 특성 

 

3.5.1 시료 수집 및 DNA 추출 
 

점봉산 자생지에서 9월 25일 집단 내 전수 수집을 하여 Jeom1은 

28개체, Jeom2는 63개체, Jeom3은 24개체의 어린 잎을 DNA분석에 

이용하였다. 재배지는 9월 26일에 평창은 4재배지, 제천은 2재배지별로 

10개체 이상에서 어린 잎을 DNA 분석에 이용하였다.  

DNA 추출은 참당귀의 개체당 어린잎을 1~3개를 잘라 액체질소로 

급랭시켜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분말상태가 되도록 마쇄한 후, DNeasy 

Plant Mini Kit (QIAGEN GmbH, Hilden, Germany)을 이용하여 제조사가 

제시한 실험방법에 따라 DN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DNA는 Nanodrop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 기기를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DNA 최종농도는 멸균된 증류수를 이용하여 

5 ng/㎕로 조정하였다. 

 

3.5.2 유전적 다양성 분석 
 

참당귀 자생지 및 재배지의 유전적 다양성 및 유연관계 분석을 위해 

2016년 참당귀 엽록체 DNA분석을 통해 개발된 SSR 마커를 

이용하였다(박상익 등, 2016). 이용한 SSR마커에 대한 정보는 Table 

10에 정리하였다. 선발된 AGcpSSR1-AGcpSSR5는 모두 염기서열 

A와 T로 구성되어 있다. SSR motif를 검토한 결과 mono-nucleotide 

motif는 존재하지 않았고 di-nucleotide motif가 2개 (AGcpSSR2, 

AGcpSSR5), trtra-nucleotide motif 2개(AGcpSSR1, AGcpSSR3), 

penta-nucleotide 1개 (AGcpSSR4)로 분석되었다. 유전 다양성 분석은 

DNA fragment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PCR로 증폭된 산물을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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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ment Analyzer Automated CE System (Advanced Analytical 

Technologies, Ankeny, IA, USA)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시약은 dsDNA 

905 Reagent kit (Geneer, Daejeon, Korea)를 사용하였다. 각 마커에서 

PCR 증폭산물의 유무에 따라 ‘1’과 ‘0’으로 표시하여 매트릭스로 

변환하였다. 추출한 RFU 값이 2,000 이하인 증폭산물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GeneAlex software(Peakall and Smouse, 

2012)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Table 10. Summary of the 5 polymorphic SSR markers designed from chloroplast 

DNA region in Angelica gigas (Park et al., 2016). 

 

3.6 유용성분 특성  

 

3.6. 1 시료 추출 및 시약 
 

참당귀 생장특성을 분석한 건조 시료의 개체별 지표성분 분석을 위해 

각 각을 라벨링 후 분쇄하여 10mg을 1ml의 100% MeOH을 사용하여 

1시간동안 초음파 추출을 실시하였다. 추출물은 원심분리기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상등액을 0.2 μm 멤브레인 필터(Whatman PTFE 

Syringe Filter, UK)로 여과하여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대한약전에 

명시된 참당귀의 지표성분인 decursin, decursinolangelate, nodakenin을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함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순도 97%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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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방산업진흥원 천연물 물질은행에서 구입하였다. 추출 및 UPLC 

분석에서 사용한 MeOH, Acetonitrile, Water은 J. T. Baker (USA) 

제품을 구매하였고, formic acid은 Sigma-Aldrich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3.6.2 UPLC 분석 
 

표준물질과 참당귀 추출물의 분석은 Waters Acquity I-class UPLC 

system (Waters,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대한약전에 나와있는 

HPLC 조건을 변형하여 UPLC 조건으로 최적의 분석법을 설정하였다. 

컬럼은 Waters Acquity BEH C18 column (1.7 μm, 2.1 x 100 mm)을 

사용하였고, column의 온도는 35℃를 유지하였다. 이동상은 0.1% 

formic acid (용매 A)와 0.1% formic acid가 함유된 Acetonitrile (용매 

B)을 80 : 20의 비율로 시작하여 3분, 70 : 30 → 3.5분, 50 : 50 → 9분, 

45 : 55 → 9.5분, 0 : 100, 1분 유지 → 10.5분 80 : 20, 1.5분 유지의 

비율로 12분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속은 0.2 ml/min로 설정하였다. 

시료 주입량은 2 μl였으며, PDA 검출기는 UV 330 nm에서 측정하였다. 

설정된 분석조건을 토대로 nodakenin, decursin, decursinolangelate 

3가지 성분을 6가지 농도(200, 100, 50, 25, 12.5, 6.25 μg/ml)에 

대하여 분석을 하여 각각의 calibration curve를 작성하였다. 작성한 

calibration curve의 correlation coefficient(R2)값으로 직선성을 

판단하여 각 성분의 함량을 계산하였다. 위의 분석방법을 통해 얻은 각 

chromatogram을 Empower software 2.0으로 분석하여 각 성분들의 

피크 넓이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넓이는 calibration curve의 식을 

이용하여 mg/ml의 단위로 계산하였다. 단, 자생지 중 점봉산 1차시기 

시료의 노다케닌은 성분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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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통계 분석 
 

독립변수는 집단 간, 종속변수는 토양, 생장, 유용성분의 각 특성으로 

하여, 집단이 3개 이상인 점봉산과 가리왕산은 토양과 생장특성의 각 

각의 요소가 같은 산지내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다변량 분석(MANOVA)을 실시하고 사후검정은 Turkey′test를 

이용하였다. 집단이 2개인 치악산은 t-test를 수행하였다(SPSS inc. 

2015). 재배지의 토양특성과 생장특성은 지역 구분없이 평창, 제천, 

봉화 3지역 총 18재배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SPSS 

18.0 프로그램(SPSS inc. 2015)을 이용하여 다변량 분석(MANOVA)을 

실시하고 사후검정은 Turkey′test를 이용하였다.  

유용성분은 한 개체의 시료당 3반복으로 분석된 자료를 평균 처리하여 

사용하였으며, 통계처리는 생장특성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재배지의 

수확시기에 따른 생장특성과 유용성분 함량 변화는 시기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총 7재배지에 대해 다변량 분석(MANOVA)을 실시하고 

사후검정은 Turkey′test를 이용하였다. 또한 참당귀 뿌리 건중량 및 

유용성분에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기상 및 토양환경 요소와의 

상관성을 분석하는데 SPSS 18.0 프로그램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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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결 과 

 
4.1 자생지 환경과 참당귀 특성 

 

4.1.1 임분 특성 

 

점봉산의 Jeom1은 상층 교목으로 들메나무(Fraxinus mandshurica 

Rupr.), 난티나무(Ulmus laciniata (Trautv.) Mayr), 까치박달(Carpinus 

cordata Blume)이 있었으며, 상층부 교목의 밀도는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낮았으며, 흉고단면적은 18.4 m2/ha로 세 집단 중에서 중간 값을 보였다. 

Jeom1의 참당귀 분포는 70m2 면적에 총 개체 수 29개체로 단위면적당 

0.4개로 넓은 면적에 적은 밀도로 분포하고 있었다. Jeom2는 상층에 

까치박달, 들메나무가 있었고, 교목 밀도는 헥타르당 1,714본으로 가장 

높았으나, 평균 흉고직경은 12.5cm로 가장 낮은 값을 보여 흉고단면적 

8.6 m2/ha로 세 집단 중 가장 낮았다. Jeom2의 참당귀는 35m2 면적에 

총 개체 수 64개체로 세 집단 중 가장 많은 개체가 분포하고 있었다. 

Jeom3은 상층부에 당단풍나무(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 Fisch. ex Ledeb.), 고로쇠나무(Acer 

pictum subsp. mono (Maxim.) Ohashi)가 있었고 평균 흉고 직경이 

32.3cm, 흉고단면적은 27.9 m2/ha로 세 집단 중에서 큰 교목으로 인한 

울폐도가 가장 높았다. Jeom3의 참당귀는 25m2 면적에 총 개체수 

24개체로 단위면적당 1.0개 분포하고 있었다(Table 11).  

3개의 집단내 교목으로 인한 울폐 정도는 흉고단면적으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나, 수관 울폐도(Canopy closure)값을 Figure 9에 나타내었다. 

Jeom1은 LAI(Leaf area index) 값이 0.24로 세 집단 중에서 교목으로 

인한 울폐 정도가 중간 값을 보였으며 Jeom2는 0.19로 세 집단 중에서 

교목으로 인한 울폐 정도가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Jeom3은 LAI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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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로 세 집단 중에서 흉고직경이 큰 교목으로 인해 울폐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Figure 9, P <0.05). 

 

Table 11. Stand characteristics of Angelica gigas Nakai habitats in Mt. Jeombong, 

Gangwon-do, Korea. The Jeom1~3 were surveyed on September 25, 2017 (mean  

SD).  

 

 Jeom1 Jeom2 Jeom 3 

Size of sites (m2) 70 35 25 

Number of individuals (/m2) 0.4 1.8 1.0 

Number of trees (DBH > 2.5cm) ha-1 428 1,714 1,200 

Stand DBH (mean  S.E.) (cm) 25.7 ± 11.0 12.5 ± 5.1 32.3± 11.8 

Stand basal area (m2/ha) 18.4 8.6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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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토양 특성 
 

점봉산의 1차 조사시 Jeom1은 모래 59.3±13.7%, 미사 

36.7±13.6%, 점토 4.0±0.5%, Jeom2 또한 모래 68.8±6.3%, 미사 

26.2±5.4%, 점토 5.0±0.9%의 사질양토(SL)의 토성을 보였으며, 

Jeom3만 모래 48.4±1.7%, 미사 44.5±2.6%, 점토 7.1±0.9%로 다른 

두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토 함량이 더 높은 양토(L)의 

토성을 보였다. 화학적 특성은 Jeom1이 토양 pH(6.0), 유효인산, 

양이온 중에는 Ca2+(7.0~16.0 cmolc kg-1)과 Mg2+ (1.3~2.7 cmolc kg-

1)의 농도가 다른 두집단에 비해 높았다. 또한 Jeom3은 pH가 4.9로 

낮고 유기물함량 25.2%, 전질소함량 1.3%로 다른 두집단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Table 12, P <0.05). 

 

Figure 9. Leaf area index of the study sites 1, 2 and 3 for Angelica gigas Nakai 

habitats on September 25, 2017 on Mt. Jeombong. Means having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using Tukey’s test (n=10). Bars are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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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봉산의 2차 조사시 Jeom5는 모래 39.2%, 미사 59.5%, 점토 1.3%, 

Jeom6은 모래 30.9%, 미사 55.7%, 점토 13.5%로 두집단 모두 

미사질양토(SIL)로 미사함량이 높은 토성을 보였으며, Jeom8만 모래 

67.1%, 미사 24.1%, 점토 8.8%로 사질양토(SL)의 모래 함량이 높은 

토성을 보였다. 토양 산도는 pH가 5.3~5.9로 세 집단 모두 비슷한 값을 

보였으며, 특히 Jeom8은 유기물함량과 전질소함량, 양이온 치환용량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다. Jeom5는 유기물함량도 21.4%로 

높을 뿐만 아니라 1차 조사시의 Jeom1과 같은 양상으로 유효인산과 

양이온 중 Ca2+(16.4 cmolc kg-1)과 Mg2+ (3.1 cmolc kg-1)의 농도가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12).  

치악산의 Chiak9는 모래 44.7±12.9%, 미사 49.8±10.5%, 점토 

5.4±2.4%로 사질양토(SL)였으며, Chiak10은 모래 31.4±2.2%, 미사 

63.6±3.2%, 점토 5.0±1.1%로 미사가 더 많은 미사질 양토(SIL)였다. 

계곡 상부에 위치한 Jeom10이 유기물함량 28.5%, 전질소함량 1.4%, 

유효인산 41.8mg/kg, 양이온 치환용량 23.8 cmolc kg-1 로 Jeom9보다 

토양 양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양이온 함량은 

Na+을 제외하고 Jeom10에서 모두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12, P 

<0.05). 

가리왕산의 토성은 Gari12, 15, 17은 모래 18.4~34.9%, 미사 

53.5~56.3%, 점토 11.6~25.4%로 미사질양토(SIL)였으며, Gari13, 

14는 모래 29.8~47.3%, 미사 41.0~47.4%, 점토 11.7~22.8%로 모래, 

미사, 점토가 균일하게 분포하는 양토(L)였다. 토양 산도는 pH가 

5.4~5.8로 비슷한 값을 보였으나 Gari17은 pH 6.8로 모든 집단 중에서 

높았다(P <0.05). Gari16은 모래 20.3%, 미사 51.4%, 점토 28.3%로 

점토 함량이 많은 식양토(IL)의 특성을 보였다. 유기물함량은 점봉산과 

가리왕산에 비해서는 낮은 값이지만 10.1%로 Jeom12가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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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보였고 Jeom14, 17은 유효인산 함량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12, P <0.05). 

같은 시기에 조사한 점봉산, 치악산, 가리왕산의 세 지역을 비교했을 

때, 가리왕산이 유기물함량 3.0~10.1%, 전질소함량 0.2~0.5%로 비교적 

낮은 값을 보였다. 또한 유효인산과 양이온치환용량은 점봉산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치악산은 두 집단간 토양 양분의 차이가 

컸다(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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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Edaphic characteristics of Angelica gigas Nakai habitats (mean  SD).  

Site Soil texture 
pH 

 (1:5, H2O) 
Organic matter 

content (%) 
Total N  

(%) 
Available P2O5 

(mg/kg) 
CEC 

(cmolc kg-1) 

K+ Na+ Ca2+ Mg2+ 

cmolc kg-1 

Jeom1 SL 6.0±0.3c 12.0±1.8a 0.6±0.1a 67.9±19.9b 16.2±4.5a 0.2±0.04a  0.2±0.03a  12.4±4.76b  2.1±0.76b  

Jeom2  SL 5.5±0.2b 10.5±4.3a 0.6±0.2a 41.4±4.9a 12.7±3.3a 0.1±0.04a  0.1±0.04a  4.4±1.05a  0.8±0.22a  

Jeom3 L 4.9±0.2a 25.2±1.8b 1.3±0.1b 31.2±12.6a 19.4±0.6a 0.2±0.05a  0.1±0.08a  6.2±0.95a  1.3±0.22a  

Jeom5 SIL 5.9 21.4 0.9 33.9 20.8 0.2 0.2 16.4 3.1 

Jeom6 SIL 5.3 17.8 0.9 23.0 21.0 0.4 0.1 8.7 1.5 

Jeom8 SL 5.6 5.8 0.3 25.1 12.6 0.1 0.1 1.8 0.4 

Chiak9 SL 5.4±0.9 13.5±8.9 0.7±0.4 19.9±2.4 17.1±4.0 0.2±0.07  0.1±0.02  7.8±1.40  1.4±0.17  

Chiak10 SIL 5.9±0.2* 28.5±4.6* 1.4±0.1* 41.8±22.9* 23.8±1.3* 0.4±0.11*  0.1±0.03  27.1±6.18*  2.9±0.37*  

Gari12 SIL 5.6±0.4a 10.1±2.2b 0.5±0.2a 8.7±3.2a 16.1±4.2a 0.2±0.11a 0.1±0.02a 6.0±2.2a 1.0±0.02a 

Gari13 L 5.4±0.2a 5.6±1.5a 0.3±0.2a 11.8±2.4a 14.0±2.2a 0.2±0.08a 0.1±0.03a 2.4±1.2a 0.6±0.23a 

Gari14 L 5.8±0.3a 3.0±2.3a 0.2±0.3a 62.2±13.8b 12.7±3.2a 0.2±0.07a 0.1±0.01a 1.6±0.8a 0.2±0.32a 

Gari15 SIL 5.8±0.2a 7.1±1.3a 0.4±0.4a 19.7±3.5a 16.4±1.3a 0.5±0.06a 0.1±0.02a 4.2±1.2a 0.7±0.65a 

Gari16 IL 5.7±0.5a 7.4±2.7a 0.4±0.1a 14.7±2.1a 18.4±0.5a 0.3±0.06a 0.1±0.03a 5.1±3.3a 0.7±0.14a 

Gari17 SIL 6.8±0.6b 4.2±1.2a 0.3±0.2a 49.9±15.2b 11.3±5.2a 0.3±0.05a 0.1±0.02a 6.1±3.4a 0.7±0.12a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sites at P < 0.05, using t-test. Means having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according to Tukey’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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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생장 특성 

 

점봉산 참당귀 자생지에서 Jeom1은 7×10m내 29개체가 있었고, 

Jeom2는 7×5m내 64개체, Jeom3은 5×5m내 24개체가 있었다. 단위 

면적당 개체수로 환산했을 때 Jeom1은 1m2 당 0.4개체로 밀도가 가장 

낮았고 Jeom2는 1.8개체로 단위 면적당 개체수가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따라서 세 집단은 평균적으로 1m2내 1.1개 분포하였다. 집단내 개화율은 

Jeom1은 45.5%, Jeom2는 33.3%, Jeom3은 22.2%를 보여 Jeom1이 

개화된 개체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세 집단 모두 상층부와 지하부의 생중량뿐만 아니라 엽수, 엽장, 

지상부 높이에서 집단내 개체간의 차이가 많아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지상부 대비 지하부의 생중량 비는 

Jeom 2를 제외하고 모두 1.0을 상회하였으며, 개체 밀도가 가장 낮은 

Jeom 1은 뿌리가 지상부에 비해 2배 가까이 생중량이 높은 값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단 뿌리 수분함유량은 집단내 

개체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집단간 비교했을 때, Jeom2가 평균 

81.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Table 13, P 

<0.05). 

집단별로 평균값만을 비교했을 때 지상부 및 뿌리의 생중량은 Jeom1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세 집단의 개체당 평균 뿌리 건중량은 7.3g, 

뿌리의 수분 함유량은 87.4%, 엽수는 16.9개, 지상부 길이는 57.1cm, 

뿌리 중량 대 상층부 중량 비율은 1.4를 보였다(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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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Growth characteristics of Angelica gigas Nakai habitats on September 25, 

2017 on Mt. Jeombong, Gangwon-do, Korea (mean  SD).  

 

 Mean Jeom1 Jeom2 Jeom3 

No. of individuals/m2 1.1 0.4  1.8  1.0  

Percent of flowering plant (%) 33.7±9.5 45.5 33.3 22.2 

Mean fresh weight of shoot (g) 103.4±159.9 117.1±183.3 95.4±155.9 44.7±35.2 

Mean fresh weight of root (g) 47.9±60.1 65.3±82.4 28.8±34.9 44.5±19.9 

Mean dry weight of root (g) 7.3±12.1 8.8±14.4 7.7±12.4 3.7±1.9 

Mean percent of water content 

in root (%) 

87.4±9.2 91.2±6.0 81.0±10.9* 90.1±5.4 

Mean no. of leaf per individual 16.9±22.5 11.8±7.7 10.9±10.9 29.0±35.1 

Mean shoot length (cm) 57.1±37.6 54.8±36.5 55.3±45.8 61.7±28.3 

Mean of leaf length (cm) 14.7±9.9 16.9±12.0 13.6±9.1 13.2±6.9 

Mean of leaf width (cm) 14.7±10.1 15.8±10.9 15.2±10.6 13.0±8.2 

Root-shoot ratio 1.4±1.5 2.0±1.9 0.8±0.5 1.2±1.1 

*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ites at P <0.05, according to Tukey’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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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5일 점봉산의 2차 조사 결과는 지상부 생중량 18.8±22.8g, 

뿌리 생중량 30.1±35.1g, 뿌리 건중량 8.6±9.9g 수분 함유량 

70.4±3.7%, 뿌리 중량 대 상층부 중량 비율이 2.2±2.6였다. 1차 

조사와 비교하여 뿌리 생중량, 수분함유량이 감소한 반면에 지상부에 

비해 뿌리 생중량이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집단 별로 유기물함량, 

전질소함량, Ca2+, Mg2+ 함량이 높은 Jeom5가 지상부와 뿌리의 건중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14, P <0.05).  

 

Table 14. Growth characteristics of Angelica gigas Nakai habitats on October 25, 

2017 on Mt. Jeombong, Gangwon-do, Korea (mean  SD).  

 

 Mean Jeom4 Jeom5 Jeom 6 Jeom7 Jeom8 

Mean 

fresh 

weight of 

shoot (g) 

18.8 

±22.8  

-  

47.1± 

24.2*  

31.1± 

26.2  

3.5± 

2.1*  

14.7± 

13.7  

Mean 

fresh 

weight of 

root (g) 

30.1 

±35.1  

45.4± 

41.4  

75.6± 

40.9*  

24.8± 

16.6  

5.0± 

3.1 

22.3± 

19.6  

Mean dry 

weight of 

root (g) 

8.6 

±9.9  

12.3± 

10.9  

22.9± 

13.0*  

7.4± 

4.7  

1.5± 

0.9  

6.1± 

4.5  

Mean 

percent 

of water 

content 

in root 

(%) 

70.4 

±3.7  

71.7± 

4.0  

70.3± 

1.6  

69.1± 

4.5  

69.4± 

2.9  

70.7± 

3.6  

Mean 

root-

shoot 

ratio 

2.2 

±2.6  

-  

1.6± 

0.2  

3.2± 

4.9  

1.7± 

0.7  

2.2± 

1.8  

*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ites at P <0.05, according to Tukey’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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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치악산 참당귀 개체의 생장특성은 지상부 생중량은 

20.7±13.9g, 뿌리 생중량은 48.2±38.5g, 뿌리 건중량은 14.5±11.3g, 

수분 함유량은 67.8±3.4%, 뿌리 중량 대 상층부 중량 비율은 2.4±1.4 

로 같은 시기의 점봉산보다 지상부와 뿌리의 생중량, 건중량이 높은 값을 

보였다. 집단별 뿌리 생중량은 비슷한 값을 보였으나 계곡 상부(Chiak 

10)의 뿌리와 지상부 비율이 1.6으로 계곡 중부(Chiak9) 집단 

보다(Root-shoot ratio: 2.8) 낮은 값을 보였다(Table 15, P <0.05).  

 

Table 15. Growth characteristics of Angelica gigas Nakai habitats on October 24, 

2017 on Mt. Chiak, Gangwon-do, Korea (mean  SD).  

 

 Mean Chiak9 Chiak10 

Mean fresh weight of shoot (g) 
20.7±13.9  18.0±13.5  26.1±13.1*  

Mean fresh weight of root (g) 
48.2±38.5  48.6±38.0  47.5±39.2  

Mean dry weight of root (g) 
14.5±11.3  15.2±11.9  13.1±9.6  

Mean percent of water content 

in root (%) 

67.8±3.4  66.2±2.6  70.8±2.6  

Mean root-shoot ratio 
2.4±1.4 2.8±1.5*   1.6±0.8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sites at P < 0.05, using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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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27일 가리왕산 참당귀 자생지 개체의 생장특성은 뿌리 

건중량이 7.0±5.0g으로 같은 시기의 치악산, 점봉산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집단 별로 유기물 함량이 가리왕산 집단중에서 가장 높았던 

Gari12가 뿌리 생중량 48.7g, 수분 함유량 79.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16, P <0.05).  

 

Table 16. Growth characteristics of Angelica gigas Nakai habitats on October 26~27, 

2017 on Mt. Gariwang, Gangwon-do, Korea (mean  SD).  

 

  Mean Gari11 Gari12 Gari13 Gari14 Gari15 Gari16 Gari17 

Mean 

fresh 

weight 

of root 

(g) 

27.3 

±19.8 

17.6 

±10.7  

48.7 

±12.3*  

20.5 

±10.8  

17.2 

±14.2 

29.8 

±14.4 

37.8 

±31.4  

21.7 

±12.4  

Mean 

dry 

weight 

of root 

(g) 

7.0 

±5.0 

3.4 

±1.8  

9.8 

±1.0  

5.9 

±2.8  

4.6 

±3.9  

8.4 

±3.7  

10.9 

±8.5  

6.0 

±3.6  

Mean 

percent 

of water 

content 

(%) 

73.4 

±4.8 

77.4 

±6.9  

79.0 

±3.7*  

70.7 

±1.8  

73.7 

±0.7  

70.9 

±2.2  

70.8 

±1.4  

72.7 

±4.2 

*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ites at P <0.05, according to Tukey’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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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봉산, 치악산, 가리왕산 세 자생지의 해발고를 포함한 토양 특성과 

각 집단의 지상부 및 뿌리 건중량, 수분함유량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자생지의 토양은 해발고가 높을수록 점토함량이 높으며, 

토양 양분의 지표 중 유효인산을 제외한 유기물함량, 전질소함량, 양이온 

치환용량과 양이온 중 K+이온을 제외한 Na+, Ca2+ Mg2+이온은 서로 

간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Table 17, 상관계수 0.66~0.99).  

참당귀 개체의 지상부 건중량은 미사함량이 높고 점토 함량이 

낮을수록 높은값을 보였으며, 유기물함량, 전질소함량, 유효인산, 

양이온치환용량, 양이온 중 K+이온을 제외하고 Na+, Ca2+ Mg2+이온과 

높은 양의 상관계수를 보였다(Table 17, 상관계수 0.70~0.99).  

뿌리 건중량은 유효인산을 제외한 유기물 함량, 전질소 함량, 양이온 

치환용량과 K+이온을 제외한 양이온과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특히 

Na+, Mg2+이온과 높은 양의 상관계수를 보였다(상관계수 0.91~0.83). 

뿌리와 지상부의 비율은 점토함량이 높을수록 토양 pH값이 낮고 

유효인산 함량이 적을수록 높아지는 상관성을 보였으며, 양이온 중에서는 

Ca2+, Mg2+과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Table 17, 상관계수 -0.61~-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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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root growth characteristics and edaphic characteristics in Angelica gigas Nakai habitats. 

 
Alti 

tude 

The 

content 

of sand 

The 

content 

of silt 

The 

content 

of clay 

pH 
Organic 

matter 
Total N 

Available 

P2O5 
CEC K+ Na+ Ca2+ Mg2+ EC 

Altitude 
1.00  -0.67*  0.22  0.77**  0.17  -0.53  -0.52  -0.07  -0.29  0.17  -0.49  -0.46  -0.46  -0.48  

The content of 

sand 

-0.67*  1.00  -0.76**  -0.64*  -0.02  -0.14  -0.17  0.39  -0.36  -0.50  0.07  -0.17  -0.14  -0.22  

The content of 

silt 

0.22  -0.76**  1.00  0.00  0.18  0.63*  0.63*  -0.04  0.68*  0.55  0.43  0.66*  0.67*  0.69*  

The content of 

clay 

0.77**  -0.64*  0.00  1.00  -0.18  -0.53  -0.49  -0.56  -0.24  0.11  -0.61*  -0.53  -0.58  -0.48  

pH 
0.17  -0.02  0.18  -0.18  1.00  -0.15  -0.19  0.61*  -0.31  0.09  -0.13  0.13  0.01  0.02  

Organic matter 
-0.53  -0.14  0.63*  -0.53  -0.15  1.00  0.99**  0.02  0.92**  0.35  0.77**  0.94**  0.95**  0.94**  

Total N 
-0.52  -0.17  0.63*  -0.49  -0.19  0.99**  1.00  0.01  0.92**  0.42  0.70**  0.93**  0.90**  0.95**  

Available P2O5 
-0.07  0.39  -0.04  -0.56  0.61*  0.02  0.01  1.00  -0.16  0.00  -0.01  0.21  0.08  0.10  

CEC 
-0.29  -0.36  0.68*  -0.24  -0.31  0.92**  0.92**  -0.16  1.00  0.51  0.68*  0.82**  0.84**  0.84**  

K+ 
0.17  -0.50  0.55  0.11  0.09  0.35  0.42  0.00  0.51  1.00  -0.10  0.38  0.22  0.49  

Na+ 
-0.49  0.07  0.43  -0.61  -0.13  0.77**  0.70**  -0.01  0.68*  -0.10  1.00  0.66*  0.89**  0.57  

Ca2+ 
-0.46  -0.17  0.66*  -0.53  0.13  0.94**  0.93**  0.21  0.82**  0.38  0.66*  1.00  0.92**  0.96**  

Mg2+ 
-0.46  -0.14  0.67*  -0.58  0.01  0.95**  0.90**  0.08  0.84**  0.22  0.89**  0.92**  1.00  0.86**  

EC 
-0.48  -0.22  0.69*  -0.48  0.02  0.94**  0.95**  0.10  0.84**  0.49  0.57  0.96**  0.86**  1.00  

Dry weight of 

shoot 

0.57  -0.57  0.80**  -0.77**  0.68*  0.87**  0.70**  0.89**  0.71**  -0.05  0.99**  0.98**  0.99**  0.79**  

Dry weight of 

root 

-0.37  -0.08  0.50  -0.47  -0.05  0.68*  0.61*  -0.11  0.64*  -0.05  0.91**  0.63*  0.83**  0.57  

Percent of water 

content in root 

0.46  -0.33  0.05  0.45  0.27  -0.28  -0.29  0.05  -0.30  -0.23  -0.31  -0.18  -0.25  -0.24  

Root/shoot ratio 0.29  -0.04  -0.19  0.78**  -0.99**  -0.45  -0.32  -0.86**  -0.25  0.16  -0.47  -0.63*  -0.61*  -0.39  

*Significant at p = 0.05, ** Significant at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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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유용성분 특성  

 

점봉산의 1차 조사 시기인 9월 25일 세개의 집단에서 수집한 

참당귀의 뿌리 추출물에 함유된 데쿠르신과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의 

함량은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데쿠르신은 

2.7~3.0%, 데쿠리시놀안겔레이트는 1.1~1.3%을 보였다(Table 18).  

 

Table 18. Active compounds in root extracts of Angelica gigas Nakai on September 

25, 2007 on Mt. Jeombong, Gangwon-do, Korea (mean  SD).  

 

 Mean Jeom1 Jeom2 Jeom3 

Decursin (%) 
2.8±0.4  2.7±0.5  3.0±0.2  2.9±0.1  

Decursinol 

angelate (%) 

1.2±0.2  1.1±0.2  1.3±0.1  1.2±0.1  

 

재배지의 일반적인 수확시기와 비슷한 2017년 10월 25일 점봉산 

자생지에서 수확한 개체의 뿌리 추출물 유용성분 분석 결과, 노다케닌은 

0.7~1.1%, 데쿠르신은 2.7~4.7%,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는 2.9~4.5% 

값을 보였다. 전체 평균값은 1차 시기보다 데쿠르신은 1.0%,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는 2.4% 증가하였다. 2차 시기는 집단간 

비교하였을 때 Jeom4가 데쿠르신 함량이 평균값 4.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19, P <0.05).   

10월 24일 치악산 계곡부에서 수확한 개체의 유용성분 분석 결과, 

노다케닌은 1.0~1.2%, 데쿠르신은 4.3~4.8%,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는 

5.2~6.1% 값을 보였으며, 성분의 총합은 평균 11.1%로 같은 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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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봉산보다 세 성분 모두 높았다. 치악산내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토양 양분 함량이 높은 Chiak10이 세 성분 모두에서 높아 

유용성분 총합이 12.1%로 자생지 전체에서 가장 높았다(Table 19, P 

<0.05). 

가리왕산은 노다케닌 0.9~1.6%, 데쿠르신 2.5~3.9%,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 3.2~6.8% 값을 보였으며, 성분의 총합은 평균 

9.4%였다. 가리왕산내 집단별로 Gari11이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 함량이 

6.8%로 점봉산, 치악산이 포함된 자생지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다. 또한 Gari12가 노다케닌 함량이 1.6%로 자생지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19, P <0.05).   

세 자생지의 각 성분별 특성을 보면, 데쿠르신과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 

함량은 자생지간의 큰 차이를 보였으나 노다케닌은 변동의 폭이 크지 

않았다. 또한 점봉산의 1차 시기보다 2차 시기에서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 함량이 2.4%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치악산과 가리왕산은 대부분의 집단에서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의 함량이 

데쿠르신보다 높았다(Tabl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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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Active compounds in root extracts of Angelica gigas Nakai in study sites 

on Mt. Jeombong, Mt. Chiak, and Mt. Gariwang, Korea (mean  SD).  

 

Habitats Site 
Total active 

compounds  

Nodakenin 

(%) 

Decursin 

(%) 

Decursinol 

angelate (%) 

Mt. 

Jeombong 
Jeom1 - - 2.7±0.5  1.1±0.2  

 Jeom2 - - 3.0±0.2  1.3±0.1  

 Jeom3 - - 2.9±0.1  1.2±0.1  

 Mean - - 2.8±0.4  1.2±0.2  

 Jeom4 10.3±2.0c  1.1±0.3a  4.7±2.1c  4.5±1.4a  

 Jeom5 8.4±1.1b  0.8±0.1a  4.3±0.6b  3.3±0.5a  

 Jeom6 7.9±1.9b  1.0±0.2a  3.4±0.6b  3.5±1.6a  

 Jeom7 6.2±1.4a  0.7±0.1a  2.7±0.7a  2.9±0.8a  

 Jeom8 8.4±1.8b  1.1±0.3a  4.1±1.1b  3.2±0.9a  

 Mean 8.3±2.3  1.0±0.3  3.8±1.5  3.6±1.3  

Mt. Chiak Chiak9 10.5±2.6  1.0±0.3  4.3±1.3  5.2±1.2  

 Chiak10 12.1±0.8*  1.2±0.1*  4.8±0.4*  6.1±0.5*  

  Mean 11.1±2.3  1.1±0.3  4.5±1.1  5.5±1.1  

Mt. 

Gariwang 
Gari11 11.8±2.3b  1.2±0.4ab  3.7±0.4a  6.8±1.7b  

 Gari12 8.6±1.9a  1.6±0.4b  3.7±1.1a  3.2±0.5a  

 Gari13 9.3±2.7ab  1.0±0.3a  3.9±1.0a  4.3±1.7a  

 Gari14 8.1±1.7a  0.9±0.1a  3.3±0.6a  3.8±1.1a  

 Gari15 7.8±1.4a  0.9±0.1a  2.5±1.2a  4.5±0.7a  

 Gari16 9.2±1.3ab  0.9±0.2a  3.5±1.1ab  4.8±0.5a  

 Gari17 9.1±1.7ab  1.0±0.2a  3.3±1.1ab  4.8±0.9a  

  Mean 9.4±2.3  1.1±0.4  3.7±1.1  4.7±1.5  

Value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mong 

sites in the same region according to Tukey’s multiple range tests.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sites at P < 0.05, using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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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지내 집단별 토양 특성과 유용성분 함량간의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데쿠르신 함량은 유기물 및 전질소, Ca2+, Mg2+ 함량과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상관계수 0.61~0.64). 또한 노다케닌은 뿌리내 

수분함량과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상관계수 0.66). 전체 유용성분은 

Ca2+, EC, 데쿠르신과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의 함량이 높을수록 총합이 

높은 값을 보였으며, 특히 집단별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의 함량 차이가 

전체 총 함량을 결정지었다(Table 20, 상관계수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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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active compounds of Angelica gigas Nakai habitats and edaphic characteristics.  

 Total active compounds Nodakenin (%) Decursin (%) Decursinol angelate (%) 

Altitude -0.42 -0.09 -0.72* -0.07 

pH 0.04 -0.13 -0.19 0.23 

Organic matter 0.54 0.10 0.64* 0.30 

Total N 0.57 0.13 0.61* 0.35 

Available P2O5 0.07 -0.32 0.01 0.16 

CEC 0.41 0.01 0.43 0.29 

The content of sand -0.07 -0.25 0.30 -0.24 

The content of silt 0.34 0.09 0.07 0.40 

The content of clay -0.30 0.27 -0.55 -0.11 

K+ 0.15 -0.14 -0.35 0.52 

Na+ 0.18 -0.17 0.60 -0.11 

Ca2+ 0.68* 0.10 0.64* 0.48 

Mg2+ 0.47 -0.02 0.64* 0.23 

EC 0.71* 0.19 0.58 0.55 

NaCl -0.42 -0.04 -0.47 -0.21 

Fresh weight of root 0.29 0.08 0.53 0.03 

Dry weight of root 0.30 -0.16 0.53 0.10 

Percent of water content in root -0.27 0.66* -0.24 -0.38 

Total active compounds 1.00 0.22 0.72* 0.82** 

Nodakenin (%) 0.22 1.00 0.22 -0.10 

Decursin (%) 0.72* 0.22 1.00 0.24 

Decursinol angelate (%) 0.82** -0.10 0.24 1.00 

*Significant at p = 0.05, ** Significant at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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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유전 특성 

 

9월 25일 점봉산 참당귀 자생지 3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5개의 SSR 

유전자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 69개체에서 44개의 대립인자를 

확인하였다. 각 유전좌별 6~11개의 복수 대립인자를 나타냈으며 

유전자좌당 평균 대립인자수는 8.8개였다. 또한 다형성을 보이는 

유전자좌에서 대립인자수를 분석한 결과 tri0012와 tri0746이 11개로 

가장 많은 대립인자수를 보였고, tri0123, tri0508에서 가장 적은 6개의 

복수 대립인자수를 보였다(Table 21). 집단별 대립인자수(Na)를 분석한 

결과 Jeom1은 5.00개, Jeom2는 6.80개, Jeom3은 5.40개의 대립인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효 대립인자의 수는(Ne)는 최저 

2.56개에서 최대 3.52개로 평균 3.19 개의 값을 보였다. Observed 

heterogygosity(Ho)값은 Jeom3> Jeom 2> Jeom1 순으로 분석되었다. 

Expected heterozygosity (He)는 예상이형접합도라고 하여 집단내 전체 

개체 중에서 이형접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개체의 비율을 뜻하는데 

Jeom3> Jeom2> Jeom1 순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인 He 분석값은 

0.60에서 0.69를 나타냈다. Fixation index(F) 값은 Jeom1> Jeom2 > 

Jeom3 순으로 분석되었다(Table 22).  

조사된 3개의 집단에 대한 AMOVA 분석 결과 전체 유전변이의 약 

18%가 집단 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었고, 64%는 집단 내 

개체 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3). 각 집단 간 유전적 

거리값은 Jeom1과 Jeom2 집단이 0.775로 가장 높았으며, Jeom2와 

Jeom3집단이 0.353으로 가장 낮았다(Tabl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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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Number and approximate size of alleles at 5 SSR loci in habitats of Angelica 

gigas Nakai on Mt. Jeombong. 

Locus Approximate size of alles (bp) No. of alleles 

tri0012 194,197,200,203,206,209,212,215,218,221,224 11 

tri0123 196,199,202,205,208,211 6 

tri0508 191,194,197,200,203,206 6 

tri0746 156,159,162,165,168,171,174,177,180,183,186 11 

tri0968 160,163,166,172,175,181,187,190,193,215 10 

 

Table 22. Genetic variability at 5 SSR loci in habitats of Angelica gigas Nakai on Mt. 

Jeombong. 

Population N Na Ne Ho He F 

Jeom1 26 5.00 2.56 0.43 0.60 0.285 

Jeom2 26 6.80 3.52 0.53 0.67 0.160 

Jeom3 17 5.40 3.49 0.65 0.69 0.052 

Mean  5.73 3.19 0.54 0.65 0.166 

 

N number of individuals analyzed, Na number of alleles, Ne number of effective alleles, Ho observed 

heterozygosity, He expective heterozygosity, F fix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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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Analysis of molecular variance (AMOVA) at 5 SSR loci in habitats of 

Angelica gigas Nakai on Mt. Jeombong. 

Sorce of variation df Sum of squares 

Variance 

components 

Percentage of 

variation (%) 

Among population 2 37.824 0.374 18 

Among individual 66 133.241 0.357 18 

Within population 69 90.000 1.304 64 

Total 137 261.065 2.035 100% 

 

Table 24. Nei’s genetic distance at 5 SSR loci in habitats of Angelica gigas Nakai on 

Mt. Jeombong. 

Population Site 1 Site 2 Site 3 

Jeom1 0.000   

Jeom2 0.775 0.000  

Jeom3 0.763 0.35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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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배지 환경과 참당귀 특성 
 

4.2.1 토양 특성 
 

재배지 토양의 석력함량을 분석한 결과 평창은 30.0~38.9%로 

재배지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제천지역의 재배지는 모두 평균 

35％ 이상의 높은 값을 보였으며, 재배지간 석력함량이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Je1-3은 석력함량이 62.0%로 세지역 재배지 중 가장 

높았다. 봉화지역은 Bon-2가 44.4%로 석력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Bon-3이 26.0%로 가장 낮았다(Table 25, P <0.05).  

토성의 경우 평창지역은 Pye1-1, 1-2, 2-5는 모래 50.4~58.4%, 

미사 30.1~35.1%, 점토 11.5~14.5%로 양토(L)나 사질양토(SL)의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Pye 2-1 재배지는 모래 71.8%, 미사 19.5%, 

점토 8.7%로 모래 함량이 더 많은 양질사토(LS)의 특성을 보였다. 

제천지역은 대부분의 재배지가 모래 46.9~71.0%, 미사 20.6~41.2%, 

점토 7.1~12.9%로 사질양토(SL)이나 Je1-1재배지는 모래 46.9%, 

미사 41.2%, 점토 11.9%로 미사함량이 높아 실트질양토의 특성을 

보였다. 봉화 지역은 대부분의 재배지가 모래 64.6~75.2%, 미사 

18.4~24.4%, 점토 5.0~11.0%로 사질양토이나 Bon-4 재배지가 평창 

Pye2-1재배지처럼 모래 75.2%, 미사 18.4%, 점토 6.4%로 모래함량이 

많은 양질사토(LS)의 특성을 보였다. 전체 세 지역의 18재배지 

중에서는 평창의 Pye1-1과 제천의 Je1-1재배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토함량이 11.9~14.5%로 가장 높고 봉화의 Bon-3, Bon-4 

재배지가 점토함량이 5.0~6.4%로 가장 낮았다(Table 25,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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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Soil textures in Angelica gigas cultivation sites, Korea (mean  SD). 

Region 
Cultivation 

sites 

 The content of 

gravel (%) 

The content of 

sand (%) 

The content of 

silt (%) 

The content of 

clay (%) 

Pyeongchang 

Pye1-1 32.7±5.0 50.4±16.3 35.1±12.0 14.5±4.8* 

Pye1-2 30.0±1.2 54.2±2.9 32.1±2.5 13.7±0.7 

Pye2-1 38.9±4.3 71.8±5.6* 19.5±4.6* 8.7±1.1 

Pye2-5 33.3±3.2 58.4±3.7 30.1±1.9 11.5±2.1 

Mean 
- 

58.7±5.4  29.2±3.2  12.1±2.6  

Jecheon 

Je1-1 43.2±2.1 46.9±28.9*  41.2±27.6*  11.9±2.5*  

Je1-2 50.4±6.6 61.9±3.5  28.8±3.4  9.3±0.7  

Je1-3 62.0±3.3* 58.7±2.4  28.4±2.3  12.9±0.2  

Je1-4 38.4±5.1 65.9±1.3  25.4±1.1  8.7±0.2  

Je2-1 35.7±3.1 68.8±3.5  24.1±2.8  7.1±0.8  

Je3-1 53.3±2.1 52.4±4.3  35.7±3.4  12.0±1.2  

Je3-2 40.9±3.1 56.5±0.5  34.1±0.2  9.4±0.4  

Je3-3 48.0±6.0 57.4±2.5  31.8±1.6  10.8±1.2  

Je4-1 
- 

66.9±0.7  24.4±0.8  8.7±0.3  

Je4-2 
- 

71.0±1.2  20.6±0.8  8.3±1.2  

Mean 
- 

60.6±11.9  29.5±10.8  9.9±2.1  

Bonghwa 

Bon-1 35.2±2.0 68.8±4.7 22.3±3.3 8.9±1.6 

Bon-2 44.4±5.0 64.6±4.4 24.4±2.8 11.0±1.7 

Bon-3 26.0±3.1* 71.8±0.6 23.1±0.7 5.0±0.1* 

Bon-4 
- 

75.2±1.6* 18.4±1.4* 6.4±0.3* 

Mean - 70.1±12.1  22.1±8.8  7.8±3.5  

*means significant differnces(P<0.05) among sites for that parameter according to Tukey’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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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화학적 특성은 대체적으로 지역별로 평창>제천>봉화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나, 지역내 각 재배지별로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평창 지역이 토양 양분의 지표인 유기물, 전질소, 양이온치환용량의 

함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6, P 

<0.05). 

Pye1-1은 유기물함량과 전질소함량, Pye1-2는 유기물함량, 

전질소함량, 양이온치환용량 모두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Pye2-1은 

유효인산만 높았으며, Pye2-5는 18재배지 중에서 산도가 4.2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유기물함량과 양이온치환용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26, P <0.05).  

제천 지역은 대부분의 재배지가 토양 양분의 지표값이 평창과 

봉화지역의 중간값을 보였으며, Je3-1은 양이온 치환용량이 평창지역 

재배지와 비슷하게 높은 값을 보였으며, Je4-1 재배지는 

양이온치환용량이 368.3mgkg-1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또한 Je4-

2 재배지는 산도가 pH 7.7로 18재배지 중 가장 높았다(Table 26, P 

<0.05).  

봉화지역은 Bon-1 재배지가 총 18 재배지 중 유기물함량, 

전질소함량, 유효인산, 양이온치환용량 값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Bon-3재배지는 유효인산이 1645.6mgkg-1으로 세 지역 18재배지 중 

가장 높았으며, 양이온치환용량은 10.8cmolc kg-1로 봉화 지역의 다른 

재배지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26, P <0.05).  

전체적으로 평창지역은 토양 산도가 pH 4.2로 산성을 띠며 토양 

양분의 지표값들은 높았으며, 제천지역은 토양 산도가 pH 6.2로 

약산성을 띠며 봉화지역보다 토양 양분 값들이 높았다. 봉화는 토양 

산도가 pH 6.4로 약산성을 띠며, 재배지간의 토양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양이온의 경우 K+은 총 18재배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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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역의 Je2-1이 1.0cmolc kg-1으로 가장 높고 Je4-1이 0.1cmolc 

kg-1으로 10배나 낮은 값을 보였다. Na+이온은 Je1-3이 가장 높고 

Bon-1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Ca2+이온은 평창지역의 Pye2-5, 

제천의 Je1-1이 2.3cmolc kg-1으로 가장 낮고 Je4-2가 10.4cmolc 

kg-1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Mg2+이온은 평창지역의 Pye2-1이 

0.3cmolc kg-1으로 가장 낮고 Je3-2가 2.4cmolc kg-1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26,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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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Edaphic characteristics of Angelica gigas cultivation sites, Korea. 

Region 
Cultivated 

sites 

pH 

(1:5, 

H2O) 

Organic 

matter 

(%) 

Total N 

(%) 

Available 

P2O5 

(mg/kg) 

CEC 

(cmolc 

kg-1) 

K+ Na+ Ca2+ Mg2+ 

cmolc kg-1 

Pyeongchang 

Pye1-1 4.6 6.4* 0.4* 989.6 13.8 0.9  0.1  4.1  0.8  

Pye1-2 5.0 6.9* 0.4* 1121.3 14.8* 0.9  0.1  4.1  0.6  

Pye2-1 4.4 3.9 0.3 1456.4* 10.3 0.7  0.1  2.7  0.3*  

Pye2-5 4.2* 6.0* 0.4 1017.5 12.9* 0.6  0.1  2.3*  0.4  

Mean 4.6  5.8  0.4  1146.2  13.0  0.8  0.1  3.3  0.5  

Jecheon 

Je1-1 5.0 1.0 0.1 423.0 8.1 0.3  0.1  2.3*  0.7  

Je1-2 5.9 3.6 0.3 976.6 11.9 0.7  0.1  4.7  0.7  

Je1-3 6.6 2.3 0.2 418.6* 10.0 0.4  0.1*  5.5  0.4  

Je1-4 6.3 2.5 0.2 670.2 9.0 0.5  0.1  4.6  0.4  

Je2-1 6.3 2.6 0.2 990.7 10.9 1.0*  0.1  4.6  0.9  

Je3-1 5.5 3.7 0.3 952.5 12.3* 0.8  0.1  3.3  1.1  

Je3-2 6.4 2.9 0.2 900.1 12.4 0.9  0.1  5.7  2.4*  

Je3-3 5.2 3.8 0.3 999.3 11.6 0.8  0.1  2.6  0.6  

Je4-1 6.7 3.0 0.2 368.3* 9.2 0.1*  0.1  4.4  1.4  

Je4-2 7.7* 3.9 0.3 668.6 9.3 0.2  0.1  10.4*  0.8  

Mean 6.2 2.9 0.3 736.8 10.5 0.6  0.1  4.8  0.9  

Bonghwa 

Bon-1 6.1 0.5* 0.1* 248.1* 5.4* 0.3  0.0*  4.0  0.8  

Bon-2 6.5 1.5 0.2 414.8* 7.2 0.5  0.1  3.3  0.6  

Bon-3 6.6 3.2 0.3 1645.6* 10.8 0.9  0.1  5.1  1.1  

Bon-4 6.9 1.5 0.2 953.4 9.2 0.2  0.1  5.4  1.2  

 Mean 6.4 1.7 0.2 769.5 7.8 0.5  0.1  4.4  0.9  

*means significant differnces(P<0.05) among sites for those parameters according to Tukey’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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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생장 특성  

 

2년생 참당귀의 지역 간 지상부 생중량은 평균값만을 비교했을 때 

봉화(238.3g)>평창(176.6 g)>제천(151.4g) 순이었으며, 뿌리 생중량, 

건중량은 평창>봉화>제천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평창지역이 개체 당 

평균 뿌리 생중량은 467.5g으로 가장 높았고, 제천지역은 293.9g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뿌리 건중량은 평창 지역이 100.4~167.9g으로 

조사된 재배지가 모두 100g 이상 값을 보였으며, 제천지역은 

33.5~149.4g으로 재배지간 편차가 심하며 개체당 평균 건중량이 

100g이 되지 않는 재배지가 많았다. Je2-1 재배지는 18재배지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뿌리 수분함유량은 가장 높고 뿌리 건중량은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반면에 Bon-1은 뿌리 수분함유량이 48.6%로 

18재배지 중 가장 낮았다(Table 27, P <0.05).  

재배지간 특성을 보면 평창지역내 Pye1-2재배지가 뿌리 생중량과 

건중량이 전지역 18재배지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Pye2-5재배지는 뿌리대 상층부 생중량 비가 5.3으로 가장 

높아 상층부에 비해 뿌리 생장이 월등히 우수하였다. 제천지역내에서는 

Je1-1이 뿌리 생중량에 비해 지상부 생중량이 높아 뿌리대 상층부 

생중량 비가 전지역 18재배지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봉화지역의 Bon-4재배지는 뿌리대 상층부 생중량 비가 1.3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Je1-1재배지의 경우와 다르게 지상부의 생장이 전지역 

18재배지 중에서 가장 좋았기 때문이다. Je1-3, Je4-2재배지는 지상부, 

뿌리 생중량, 뿌리 건중량 모두 18재배지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Table 27,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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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Growth characteristics of root in Angelica gigas cultivation sites, Korea 

(mean  SD). 

Region 
Cultiva 

tion sites 

Fresh weight 

of shoot (g) 

Fresh weight 

of root (g) 

Dry weight of 

root (g) 

Percent of 

water content 

in root (%) 

Root/shoot 

ratio 

Pyeong 

chang 

Pye1-1 243.8±201.2  495.2±259.4 142.4±81.2 70.4±12.0 2.6±1.1  

Pye1-2 169.0±102.0  623.9±417.0* 167.9±138.5* 68.2±22.6 3.8±1.4  

Pye2-1 133.1±96.3  374.7±207.3 100.4±61.0 69.3±19.8 3.8±2.5  

Pye2-5 131.7±92.0  541.3±285.8 148.4±91.0 72.4±5.9 5.3±2.5*  

Mean 176.6±151.5 467.5±275.6 130.1±86.9 70.0±16.0 3.6±2.2 

Jecheon 

Je1-1 140.8±84.7  171.4±91.4* 43.9±25.0 72.2±6.0 1.3±0.5*  

Je1-2 123.0±47.9  270.0±166.4 87.8±67.4 69.4±3.9 2.3±1.3  

Je1-3 61.0±23.1*  131.0±62.4* 34.7±17.4* 73.4±3.2 2.2±0.8  

Je1-4 145.5±190.1  250.5±106.6 69.6±36.4 73.1±3.1 4.1±3.6  

Je2-1 78.0±46.1  201.0±158.5 35.0±33.2* 79.1±6.8* 3.1±2.8  

Je3-1 179.8±89.7  280.9±119.8 69.8±32.8 75.4±3.6 1.8±0.8  

Je3-2 217.7±122.7  485.5±290.5 149.4±94.7 67.5±20.2 2.5±1.5  

Je3-3 168.6±117.6  397.5±241.5 115.5±85.6 72.5±3.4 2.7±1.6  

Je4-1 110.5±28.2  288.5±136.2 84.3±42.9 71.2±2.2 2.8±1.7  

Je4-2 70.3±85.8*  104.9±49.9* 33.5±19.1* 69.1±5.0 2.3±1.0  

Mean 151.4±111.3 293.9±218.6 84.4±71.9 71.9±9.7 2.3±1.7 

Bong 

hwa 

Bon-1 213.3± 72.0 345.6±153.2 106.6±48.8 48.6±23.7* 1.7± 0.7 

Bon-2 124.4± 76.0 383.8±129.1 96.2±28.3 73.0±10.5 5.1±3.8 

Bon-3 283.0± 163.5 346.0±139.2 107.8±59.9 46.0±61.1 1.7±1.3  

Bon-4 315.0±186.7*  361.1±144.8 88.2±34.7 68.5±8.5 1.3±0.3*  

Mean 238.3±154.2 358.1±136.8 100.0±44.4 58.3±35.6 2.3±2.5 

*means significant differnces(P<0.05) among sites for those parameters according to Tukey’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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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Roots of Angelica gigas Nakai in cultivation sites in Pyeongchang, 

Gangwon-do, Korea.  

Figure 11. Roots of Angelica gigas Nakai in cultivation sites in Jecheon, 

Chuncheongbuk-do, Korea.  

Figure 12. Roots of Angelica gigas Nakai in cultivation sites in Bonghwa, 

Gyeongsangbuk-d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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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및 각 재배지내 설치한 미기상측정장치로부터 얻은 자료와 

재배지간의 주요 생장특성인 지상부 생중량, 뿌리 생중량, 건중량, 

수분함유량, 뿌리대 지상부 비율간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지상부 생중량은 4월부터 10월까지의 강수량의 합과는 음의 상관성을 

보이고, 뿌리 생중량, 건중량과 상관계수 0.65~0.66으로 높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뿌리 생중량과 건중량은 해발고가 높을수록 값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상관계수 0.74, 0.65 값을 각 각 보였다. 또한 

4월부터 10월까지 평균대기습도, 평균일조시간, 평균일조율과는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평균대기온도, 평균최저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이슬점온도, 최저초상온도와는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Tabl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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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root growth characteristics and 

meteological factors in Angelica gigas Nakai cultivation sites, Korea.  

 
Fresh weight 

of shoot 

Fresh weight 

of root 

Dry weight 

of root 

Percent of 

water content 

in root 

Root/shoot 

ratio 

Altitude (m) 0.04 0.74** 0.65** 0.19 0.60** 

Mean temperature 

(℃) 
-0.16 -0.71** -0.64** -0.09 -0.49* 

Mean minimum 

temperature (℃) 
-0.10 -0.70** -0.63** -0.14 -0.46 

Mean maximum 

temperature 

(℃) 

-0.37 -0.70** -0.66** -0.01 -0.49* 

The highest 

temperature 

(℃) 

-0.04 -0.69** -0.60** -0.19 -0.50* 

The lowest 

temperature 

(℃) 

-0.39 -0.66** -0.65** 0.09 -0.41 

The mean 

temperature of 

dew point (℃) 

-0.09 -0.70** -0.62** -0.15 -0.50* 

Mean Air 

humidity (%) 
0.27 0.70** 0.66** 0.00 0.46* 

Annual 

precipitation 

(mm) 

-0.58* 0.04 -0.09 0.49* 0.14 

The duration of 

sunshine(hr) 
-0.07 0.65** 0.55* 0.26 0.49* 

The percentage of 

sunshine (%) 
-0.08 0.65** 0.54* 0.27 0.48 

The minimum 

grass temperature 

(℃) 

-0.46 -0.60** -0.61** 0.19 -0.35 

Fresh weight of 

shoot 
1 0.66** 0.65** -0.18 -0.38 

Fresh weight of 

root 
0.66** 1 0.97** -0.17 0.18 

Dry weight of 

root 
0.65** 0.97** 1 -0.29 0.13 

Percent of water 

content in root 
-0.18 -0.17 -0.29 1 -0.18 

Root/shoot ratio -0.38 0.18 0.13 -0.18 1 

*Significant at p = 0.05, ** Significant at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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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지역의 18재배지 토양 특성간의 상관 분석을 수행한 결과 pH값이 

높을수록 토양 양분의 지표인 유기물 함량, 전질소, 양이온치환용량은 

낮은 값을 보이는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유기물 함량, 전질소, 

유효인산, 양이온치환용량은 서로 간에 높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토성과 양분간에는 모래함량이 많고 미사와 점토 함량이 적을수록 

토양양분의 지표값들이 높았다(Tabl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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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edaphic characteristics in Angelica gigas Nakai cultivation sites, Korea. 

 pH 
Organic 

matter 
Total N 

Available 

P2O5 
CEC 

The 

content of 
sand 

The 

content of 
silt 

The  

content of 
clay 

K+ Na+ Ca2+ Mg2+ EC Nacl 

pH 1.00 -0.53* -0.52* -0.34 -0.47* -0.09 0.01 0.26 -0.03 0.60 0.37 -0.11 0.24 -0.29 

Gravel 

content 
0.24 -0.34 -0.30 -0.45 -0.14 -0.53* 0.52* 0.41 0.07 0.47 0.17 -0.02 -0.46 -0.44 

Organic 

matter 
-0.53* 1.00 0.98** 0.53* 0.87** 0.61** -0.61** -0.49* -0.33 -0.58* 0.14 0.12 -0.38 0.39 

Total N -0.52* 0.98** 1.00 0.55* 0.84** 0.66** -0.64** -0.58* -0.35 -0.57* 0.25 0.13 -0.41 0.42 

Available 

P2O5 
-0.34 0.53* 0.55* 1.00 0.63** 0.56* -0.49* -0.60** 0.26 -0.49* -0.18 -0.01 0.09 0.22 

CEC -0.47 0.87* 0.84** 0.63** 1.00 0.42 -0.38 -0.42 -0.12 -0.51* -0.05 0.24 -0.44 0.16 

The 

content 

of sand 

-0.09 0.61** 0.66** 0.56* 0.42 1.00 -0.98** -0.84** -0.32 -0.11 0.41 -0.02 -0.01 0.59** 

The 
content 

of silt 

0.01 -0.61** -0.64** -0.49* -0.38 -0.98** 1.00 0.71** 0.36 0.08 -0.40 0.14 -0.07 -0.58* 

The 
content 

of clay 

0.26 -0.49* -0.58* -0.60** -0.42 -0.84** 0.71** 1.00 0.17 0.15 -0.34 -0.28 0.20 -0.49* 

K+ -0.03 -0.33 -0.35 0.26 -0.12 -0.32 0.36 0.17 1.00 -0.12 -0.31 0.10 0.16 -0.33 

Na+ 0.60* -0.58* -0.57* -0.49* -0.51* -0.11 0.08 0.15 -0.12 1.00 0.25 -0.09 0.12 -0.03 

Ca2+ 0.37 0.14 0.25 -0.18 -0.05 0.41 -0.40 -0.34 -0.31 0.25 1.00 0.27 -0.21 0.39 

Mg2+ -0.11 0.12 0.13 -0.01 0.24 -0.02 0.14 -0.28 0.10 -0.09 0.27 1.00 -0.28 0.13 

EC 0.24 -0.38 -0.41 0.09 -0.44 -0.01 -0.07 0.20 0.16 0.12 -0.21 -0.28 1.00 0.34 

Nacl -0.29 0.39 0.42 0.22 0.16 0.59** -0.58** -0.49* -0.33 -0.03 0.39 0.13 0.34 1.00 

*Significant at p = 0.05, ** Significant at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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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지의 토양 특성과 뿌리의 생중량, 건중량, 수분함유량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지상부 생장은 석력함량과는 -0.56, 전기전도도(EC)와는 

0.60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뿌리 생장에서 건중량은 유기물함량, 

전질소함량, 양이온치환용량과 양의 상관성을 보였고, 토양 산도와는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치환성 양이온인 Na+은 함량이 높을수록 뿌리 

생장이 좋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뿌리 수분함유량은 전기전도도 

값과 높은 음의 상관계수를 보였다(Table 30).  

 

Table 30.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root growth characteristics and edaphic 

characteristics in Angelica gigas Nakai cultivation sites, Korea.  

 
Fresh weight of 

shoot 

Fresh weight of 

root 

Dry weight of 

root 

Percent of 
water content 

in root 

Root/shoot 

ratio 

pH 0.07 -0.58* -0.51* -0.19 -0.34 

Gravel content -0.56* -0.37 -0.28 0.25 -0.23 

Organic matter -0.01 0.70** 0.59** 0.38 0.39 

Total N -0.07 0.62** 0.51* 0.39 0.38 

Available P2O5 0.39 0.49* 0.39 0.39 0.67 

CEC 0.10 0.69** 0.54* 0.57* 0.18 

The content of sand -0.13 0.25 0.15 0.30 0.43 

The content of silt 0.11 -0.24 -0.16 -0.24 -0.43 

The content of clay 0.17 -0.22 -0.09 -0.40 -0.34 

K+ 0.21 0.05 0.04 -0.02 0.00 

Na+ -0.41 -0.60** -0.56* -0.05 0.00 

Ca2+ -0.56 -0.27 -0.24 -0.11 0.20 

Mg2+ -0.03 0.29 0.30 0.03 0.09 

EC 0.60** -0.10 0.10 -0.61** -0.24 

NaCl -0.07 0.20 0.26 -0.20 0.35 

*Significant at p = 0.05, ** Significant at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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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시기에 따른 뿌리 건중량의 변화는 개체간의 차이가 커서 시기가 

늦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재배지가 

3차시기에 수확한 개체가 생중량, 건중량이 가장 적었고, 1차, 2차, 4차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ye1-1 재배지는 3차 시기인 10월 

25일에 수확한 개체가 평균 534.0g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반면 

제천지역의 Je1-1 재배지는 전체 재배지 중 3차 시기에 평균 뿌리 

생중량 137.6g, 뿌리 건중량 41.4g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또한 

전체 재배지 중 뿌리 건중량이 가장 높은 값을 보인 재배지는 Je3-2의 

1차 시기에 수확한 개체들로서 평균 149.3g의 값을 보였다(Table 31, P 

<0.05).  

 

 

  

Figure 13. Roots in Angelica gigas Nakai cultivation site (Pye1-1) of Pyeongchang, 

Gangwon-do, Korea by harve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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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Growth characteristics of Angelica gigas Nakai cultivation sites by different 

harvesting times.  

Region 
Cultivation 

sites 
Month/day 

Fresh 

weight of 

root (g) 

Dry weight of 

root (g) 

Percent of 

water content 

in root (%) 

Pyeongchang 

Pye1-1 

10/11 495.2 142.4 70.4 

10/18 371.9 106.8 71.1 

10/25 534.0* 138.8 73.9 

11/1 387.3 120.1 71.2 

Pye2-1 

10/11 386.4 101.9 72.8 

10/18 460.0 123.2 72.9 

10/25 403.3 102.8 74.5 

Jecheon 

Je1-1 

10/12 171.4 50.3 72.0 

10/19 240.7 69.3 70.6 

10/27 137.6* 41.4* 69.8 

11/2 252.8 85.7 66.2* 

Je3-1 

10/12 280.9 69.8 75.4* 

10/19 270.9 70.7 72.9 

10/27 151.4 46.0 70.0 

Je3-2 

10/12 496.8 149.3* 70.8 

10/19 380.3 104.3 72.1 

10/27 319.4 96.9 70.1 

11/2 391.4 118.2 70.5 

Je3-3 

10/12 397.5 115.5 72.5 

10/19 439.2 125.7 71.7 

10/27 279.1 79.7 71.4 

11/2 255.9 81.3 70.2 

Bonghwa Bon-2 

10/16 383.8 96.2 73.0 

10/23 276.4 73.4 73.2 

11/3 250.4 80.2 68.1 

*means significant differnces(P<0.05) among sites for those parameters according to Tukey’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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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유용성분 특성 

 

평창 지역의 4재배지에서 지표성분을 분석한 결과 노다케닌은 

0.29~0.35%, 데쿠르신은 2.90~3.22%,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는 

2.07~2.38%였으며 세 성분의 총합은 평균 5.63%를 보였다. 제천 

지역은 10재배지에서 노다케닌은 0.76~1.27%, 데쿠르신은 

2.49~4.42%,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는 2.03~3.43%로 평창 재배지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세 성분의 총합은 평균 7.02%였다. 

봉화 지역은 노다케닌은 0.64~0.88%, 데쿠르신은 3.22~3.46%,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는 1.93~2.37% 값을 보였으며, 총함량은 평균 

6.17%였다. 따라서 지역 간에는 제천>봉화>평창 순으로 함량 차이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뿌리의 평균 건중량이 낮은 재배지에서 유용성분 

함량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제천의 Je1-3은 석력함량이 60% 이상으로 

높아 개체 당 건중량이 18재배지 중 Je4-2와 함께 가장 낮았으나, 

유용성분 함량은 9.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다.  

각 성분별로 노다케닌은 평창의 네 재배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낮았고, 총함량이 가장 높았던 Je1-3은 노다케닌의 함량 또한 가장 

높았다. 또한 같은 제천지역 Je2-1, Je4-1이 노다케닌 함량이 

1.20~1.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데쿠르신은 

Je1-3이 가장 높았고, Je1-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낮았다.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는 다른 두 성분과 마찬가지로 Je1-3, Je4-2가 

총 18재배지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다. 봉화지역의 Bon-

4재배지는 전체 재배지 중에서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 함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낮았다(Table 32,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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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Active compounds in root extracts of Angelica gigas Nakai cultivation sites, 

Korea (mean  SD). 

Region 
Cultivation 

sites 

Total active 

compounds 
(%) 

Nodakenin 

(%) 
Decursin (%) 

Decursinol 

angelate (%) 

Pyeongchang 

Pye1-1 5.27±1.31* 0.30±0.09*  2.90±0.83  2.07±0.57 

Pye1-2 5.62±1.46 0.29±0.07*  3.22±0.77  2.11±0.68  

Pye2-1 5.87±1.65 0.35±0.09*  3.18±0.97 2.34±0.68  

Pye2-5 5.89±1.06 0.29±0.10*  3.22±0.65 2.38±0.50 

Mean 5.63±1.46 0.31±0.10 3.09±0.87 2.22±0.63 

Jecheon 

Je1-1 5.28±1.38* 0.76±0.24 2.49±0.70*  2.03±0.57  

Je1-2 6.50±0.79  0.89±0.21 3.27±0.46  2.34±0.31  

Je1-3 9.03±2.33*  1.18±0.29*  4.42±1.09*  3.43±1.20*  

Je1-4 5.82±1.16  0.89±0.14  2.66±0.55  2.26±0.57  

Je2-1 7.07±1.73  1.27±0.26*  3.17±1.17  2.63±0.71  

Je3-1 7.61±1.80  0.92±0.26  4.12±0.91  2.57±0.78  

Je3-2 7.27±1.85  0.95±0.27  3.89±0.94  2.43±0.87  

Je3-3 7.84±2.14  0.90±0.24  3.90±1.14  3.03±0.90  

Je4-1 6.31±1.55  1.20±0.38*  2.79±0.79  2.32±0.61  

Je4-2 7.80±3.54  1.01±0.55  3.64±1.71  3.15±1.34* 

Mean 7.02±2.18 0.94±0.31 3.50±1.71 2.58±0.91 

Bonghwa 

Bon-1 6.24±1.64  0.64±0.12  3.22±0.82 2.37±0.79  

Bon-2 6.40±1.11  0.88±0.28 3.46±0.65 2.06±0.39  

Bon-3 6.14±1.31  0.76±0.19  3.27±1.01  2.10±0.45  

Bon-4 5.92±1.27  0.75±0.11  3.24±0.69  1.93±0.64*  

Mean 6.17±1.36 0.76±0.20 3.29±0.82 2.12±0.61 

*means significant differnces(P<0.05) among sites for those parameters according to Tukey’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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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제천, 봉화 3지역의 해발고 및 기상환경과 재배지 뿌리 추출물의 

유용성분간의 상관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상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성분은 노다케닌이며 해발고, 상대습도, 일조시간, 일조율, 

뿌리건중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나머지 강수량을 제외한 

기상요소와는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데쿠르신은 상관성이 높은 요소가 

없었으며 데쿠르신안겔레이트는 최저온도, 최저초상온도와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Table 33).  

또한 재배지 토양 특성과 유용성분 간의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세 

성분 모두 석력함량과 높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노다케닌은 토양 

pH와 Na+함량과는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유기물 함량과 전질소 

함량과는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데쿠르신은 석력함량이 높을수록 함량이 

높아졌으며,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는 치환성 양이온인 Ca2+의 농도가 

높을수록 함량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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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active compounds and meteological 

factors in Angelica gigas Nakai cultivation sites, Korea. 

 
Total content of  

active compounds (%) 
Nodakenin (%) Decursin (%) 

Decursinol 

angelate (%) 

Altitude -0.40 -0.81** -0.14 -0.21 

Mean temperature  0.53* 0.90** 0.24 0.34 

Mean minimum 

temperature  
0.50* 0.87** 0.23 0.29 

Mean maximum 

temperature  
0.57* 0.91** 0.25 0.41 

The highest 
temperature  0.47 0.84** 0.22 0.24 

The lowest 
temperature  0.59** 0.89** 0.25 0.48* 

The mean temperature 

of dew point 0.50* 0.87** 0.23 0.29 

Air humidity  -0.57* -0.91** -0.25 -0.42 

Annual precipitation  0.23 0.10 0.06 0.43 

The duration of 

sunshine 
-0.39 -0.77** -0.20 -0.15 

The percentage of 
sunshine  -0.39 -0.76** -0.20 -0.14 

The minimum grass 
temperature  0.59** 0.84** 0.24 0.53* 

Fresh weight of root -0.41 -0.69** -0.05 -0.43 

Dry weight of root -0.44 -0.73** -0.08 -0.44 

Percent of water 

content in root 
0.13 0.16 0.11 0.07 

Total content of  

active compounds 
1.00 0.66** 0.87** 0.90** 

Nodakenin  0.66** 1.00 0.31 0.49* 

Decursin  0.87** 0.31 1.00 0.70** 

Decursinol angelate  0.90** 0.49* 0.70** 1.00 

*Significant at p = 0.05, ** Significant at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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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active compounds and edaphic 

characteristics in Angelica gigas Nakai cultivation sites, Korea.  

 
Total  

active compounds (%) 

Nodakenin 

(%) 

Decursin  

(%) 

Decursinol angelate 

(%) 

pH 0.46 0.74** 0.23 0.28 

Gravel content 0.74** 0.58* 0.63* 0.68** 

Organic matter -0.17 -0.56* 0.02 0.00 

Total N -0.12 -0.55* 0.03 0.07 

Available P2O5 -0.18 -0.41 0.04 -0.19 

CEC -0.01 -0.36 0.19 0.01 

The content of 
sand -0.15 -0.24 -0.20 0.05 

The content of silt 0.12 0.24 0.14 -0.07 

The content of 

clay 
0.20 0.18 0.29 0.01 

K+ 0.13 0.07 0.29 -0.08 

Na+ 0.43 0.71** 0.14 0.35 

Ca2+ 0.40 0.20 0.24 0.55* 

Mg2+ 0.08  0.04  0.13  0.00  

EC -0.22  -0.17  -0.11  -0.30  

NaCl -0.18  -0.45  -0.11  0.04  

Fresh weight of 

root -0.41  -0.69**  -0.05  -0.43  

Dry weight of root -0.44  -0.73**  -0.08  -0.44  

Percent of water 
content in root 0.13  0.16  0.11  0.07  

Total active 

compounds 
1.00  0.66**  0.87**  0.90**  

Nodakenin  0.66**  1.00  0.31  0.49*  

Decursin  0.87**  0.31  1.00  0.70**  

Decursinol 

angelate  0.90**  0.49*  0.70**  1.00  

*Significant at p = 0.05, ** Significant at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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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시기에 따른 유용성분 함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해발 

674m(pye1-1), 697m(pye2-1)로 비슷하게 분포하는 평창지역은 

유용성분 함량이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평창, 제천, 봉화지역은 2017년 첫서리가 10월 

26~30일로 관측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수확시기를 1차에서 

4차까지 첫서리를 기점으로 나누면 3차 까지가 첫서리 이전으로 볼 수 

있다. Pye1-1재배지는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1주 간격으로 

노다케닌은 0.3%~1.1%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데쿠르신과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는 3차 시기까지 증가하지 않았으나, 첫서리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가장 큰 값을 보였다(Figure 14, P 

<0.05). Pye2-1재배지는 pye1-1재배지와 마찬가지로 노다케닌은 

0.3~0.8%까지 수확시기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였고, 데쿠르신은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는 3차 시기에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35, P 

<0.05). 평창지역의 전체 유용성분 총 함량은 두 재배지 모두 첫서리 

이후에 수확한 시료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특히 Pye1-1재배지의 

1차 시기에 수확한 시료는 총 3지역의 7재배지 중 노다케닌의 함량이 

0.3%로 가장 낮았고,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의 경우 4차 시기에 수확한 

시료가 2.9%로 Je3-3재배지의 1차 시기에 수확한 시료와 함께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해발고 237~370m로 평창 지역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는 제천지역은 

유용성분 함량이 수확시기에 따라 재배지별로 다양한 경향을 보였다. 

Je1-1재배의 경우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1주 간격으로 4회 

분석한 결과 노다케닌은 3~4차 시기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데쿠르신과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는 4차 시기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나, 시기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Je3-1, Je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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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3-3은 수확시기에 따른 증가나 감소의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 

함량의 경우 오히려 4차 시기에 전반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특히 

Je1-1 재배지는 1, 3차 시기에 채취한 시료가 총 7재배지 중 데쿠르신 

함량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고, Je3-1은 1, 2차시기에 채취한 시료가 

데쿠르신 함량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노다케닌은 Je3-1의 3차 

시기에 채취한 시료가 가장 높고 Je3-3은 1차 시기에 채취한 시료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35, P <0.05).  

봉화의 산록부에 해발고가 378m로 가장 높았던 Bon-2 재배지는 총 

7재배지 중 가장 높거나 낮은 값을 보이는 성분이 없었으며, 노다케닌은 

3차, 1차, 2차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데쿠르신은 수확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는 3차 시기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여 세 성분을 합친 총함량 또한 

마지막 시기에 채취한 시료가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35, P <0.05).  

Figure 14. Active compounds of root extracts in pye1-1. The arrow indictes the first 

frost event on 2017 *means significant differnces(P<0.05) among sites for those parameters 

according to Tukey’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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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Active compounds in root extracts of Angelica gigas Nakai cultivation sites 

by harvest time (mean  SD).  

Region 
Cultivation 
sites 

Harvest time 
Total active 

compounds (%) 
Nodakenin 

(%) 
Decursin 

(%) 

Decursinol 

angelate 

(%) 

Pyeongchang 

Pye1-1 

10.11 5.3±1.3  0.3±0.1*  2.9±0.8 2.1±0.6 

10.18 5.8±1.3 0.7±0.2 2.9±0.8 2.2±0.6 

10.25 6.1±1.0 0.9±0.2 3.0±0.5 2.1±0.4 

11.1 7.8±1.5 1.1±0.2 3.8±0.8 2.9±0.7* 

Pye2-1 

10.11 5.9±1.7 0.3±0.1  3.2±1.0 2.3±0.7 

10.18 5.8±1.7 0.6±0.1 2.8±0.9 2.3±0.8 

10.25 6.4±1.4* 0.8±0.2* 3.1±0.8 2.5±0.5* 

Jecheon 

Je1-1 

10.12 5.3±1.4 0.8±0.2 2.5±0.7 2.0±0.6 

10.19 5.7±1.2 0.4±0.1  3.0±0.7 2.4±0.6 

10.27 5.6±1.5 0.9±0.4 2.4±0.7 2.3±0.6 

11.2 6.5±1.5 0.9±0.3 3.2±0.9 2.4±0.6 

Je3-1 

10.12 7.6±1.8 0.9±0.3 4.1±0.9 2.6±0.8 

10.19 7.0±1.6 0.5±0.2  4.1±0.9 2.4±0.6 

10.27 6.9±2.2 1.2±0.4 3.3±1.1 2.4±1.0 

Je3-2 

10.12 7.3±1.9 0.9±0.3 3.9±0.9 2.4±0.9 

10.19 6.6±1.7 0.4±0.2 3.9±1.1 2.3±0.7 

10.27 6.6±2.1 1.0±0.4 3.3±1.1 2.2±0.7 

11.2 7.1±1.5 1.0±0.3 3.8±0.8 2.3±0.6 

Je3-3 

10.12 7.8±2.1 0.9±0.2 3.9±1.1 3.0±0.9* 

10.19 6.2±1.5 0.5±0.1 3.5±0.9 2.2±0.7 

10.27 6.6±1.9 0.8±0.2 3.5±1.1 2.3±0.7 

11.2 6.1±1.4 0.9±0.3 
3.0±0.8

- 
2.2±0.6 

Bonghwa Bon-2 

10.16 6.4±1.1 0.9±0.3 
3.5±0.7

- 
2.1±0.4 

10.23 6.2±0.9 0.7±0.1 
3.4±0.5

- 
2.2±0.5 

11.3 7.4±1.3 1.0±0.2 
3.7±0.6

- 
2.6±0.6 

*means significant differnces(P<0.05) among harvest times for those parameters according to Tukey’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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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유전 특성  

 

재배지는 거리가 인접하고 동일한 노지육묘상을 origin으로 하는 경우 

하나의 집단으로 취급하여 평창지역의 Pye1-1, Pye1-2는 site 4로, 

Pye 2-1, Pye2-5는 site 5로 지정하였다. 제천지역은 Je3-2, 3-3을 

site 6으로 지정하였다. 5개의 SSR유전자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 

33개체에서 총 47개의 대립인자를 확인하였다. 각 유전좌별 6~15개의 

복수 대립인자를 나타냈으며 유전자좌당 평균 대립인자수는 9.4개였다. 

또한 다형성을 보이는 유전자좌에서 대립인자수를 분석한 결과 

tri0746이 15개로 가장 많은 대립인자수를 보였고, tri0123에서 가장 

적은 6개의 복수 대립인자수를 보였다(Table 36).  

집단별 대립인자수(Na)를 분석한 결과 site 4는 7.00개, site 5는 

7.60개, site 6은 6.00개의 대립인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별 유효한 대립인자수(Ne)는 최저 3.83개에서 최대 5.47개로 평균 

4.71개를 보였다. Observed heterogygosity(Ho)값은 site 5> site 4> 

site 6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Expected heterozygosity (He)는 

예상이형접합도라고 하여 집단내 전체 개체 중에서 이형접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개체의 비율을 뜻하는데 site 5> site 4> site 6 순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인 He 분석값은 0.70에서 0.81을 나타냈다. Fixation 

index(F) 값은 site 4> site 5> site 6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site 6의 경우 

0.01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Table 37). 

조사된 3개의 집단에 대한 AMOVA 분석 결과 전체 유전변이의 약 

1%가 집단 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었고, 11%는 개체간에, 

87%는 개체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8). 각 집단 간 

유전적 거리값은 site 4와 site 5집단이 0.187로 가장 낮았으며, site 5와 

site 6집단이 0.302로 가장 높았다(Table 39).  



 

 

78 

 

 

Table 36. Number and approximate size of alleles at 5 SSR loci in Angelica gigas 

Nakai cultivation sites, Korea. 

Locus Approximate size of alles (bp) 

No. of 

alleles 

tri0012 191,194,197,200,203,206,209,212,215,218,224 11 

tri0123 196,199,202,205,208,211 6 

tri0508 191,194,197,200,203,206,209 7 

tri0746 156,159,162,165,168,171,174,177,180,183,186,189,192,193,195 15 

tri0968 166,172,175,178,181,184,187,193 8 

 

Table 37. Genetic variability at 5 SSR loci loci in Angelica gigas Nakai cultivation 

sites, Korea. 

Population N Na Ne Ho He F 

Site 4 

(Pye 1-1,1-2) 

11 7.00 4.82 0.71 0.78 0.093 

Site 5 

(Pye 2-1,2-5) 

12 7.60 5.47 0.75 0.81 0.078 

Site 6 

(Je 3-2,3-3) 

10 6.00 3.83 0.68 0.70 0.018 

Average  6.87 4.71 0.71 0.76 0.063 

N number of individuals analyzed, Na number of alleles, Ne number of effective alleles, Ho observed 

heterozygosity, He expective heterozygosity, F fix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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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Analysis of molecular variance (AMOVA) at 5 SSR loci loci in Angelica 

gigas Nakai cultivation sites, Korea. 

Sorce of variation df Sum of squares 

Variance 

components 

Percentage of 

variation (%) 

Among population 2 5.813 0.030 1 

Among individual 30 67.323 0.228 11 

Within individual 33 59.000 1.788 87 

Total 65 132.136 2.046 100 

 

Table 39. Nei’s genetic distance at 5 SSR loci in Angelica gigas Nakai cultivation 

sites, Korea. 

Population 

Site 4 

(Pye 1-1,1-2) 

Site 5 

(Pye 2-1,2-5) 

Site 6 

(Je 3-2,3-3) 

Site 4 

(Pye 1-1,1-2) 
0.000   

Site 5 

(Pye 2-1,2-5) 
0.187 0.000  

Site 6 

(Je 3-2,3-3) 
0.229 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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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 찰 
 

 

5.1 환경적 요인이 생장에 미치는 영향 

 

5.1.1 천연집단 
 

추병길 등(2009)에 의하면 점봉산의 참당귀는 해발고 700m 이상에서 

확인되었으며, 오대산, 계방산, 지리산 개체군의 분포와 함께 분석하였을 

때 냉온대산림식생지역에 해당된다. 또한 참당귀 개체군 교목층에는 

층층나무, 신갈나무, 고로쇠나무, 들메나무가 우점하고 아교목층에는 

다래, 당단풍, 까치박달나무가 높은 우점도로 출현하였다.  

김광태 등(2002)에서 점봉산 들메나무 군락은 해발 800~900m에 

분포하고 90% 이상이 계곡과 가까운 곳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참당귀 

집단은 해발고가 높고 상층 식생으로 들메나무, 까치박달나무, 당단풍, 

고로쇠나무가 분포하고 계곡 주변의 노암이 있는 요형 지형에 참당귀가 

자생하고 있었다.  

점봉산 자생지는 집단별 개체 분포 및 생장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집단내에 존재하는 교목의 수관 울폐로 인한 광환경과 개체의 밀도 및 

토양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다년생 초본 

개체군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 생장 및 조직별 바이오매스 분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으나(Dale and Causton 1992; Burslem et al. 

1995; Grubb et al. 1996; Casper and Cahill 1998), 년생별로 장기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연구는 다년생 초본류의 특성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Harper 1977). 지금까지의 초본류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집단내 초본의 밀도는 그 식물의 생식전략, 경쟁, 초식동물에 의한 피해, 

다양한 환경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Crawley, 1997). Jeom1은 

넓은 면적에 큰 개체가 많이 분포하여 개체밀도는 0.4개/m2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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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며, 지상부에 비해 뿌리 건중량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개체밀도가 1.8개/m2로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Jeom2는 상대적으로 

어린 1~2년생 개체들이 많아 뿌리의 건중량 및 수분함량이 낮은 값을 

보였으며 지상부의 생중량이 지하부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토양 특성으로는 유효인산과 양이온 중 Ca, Mg이온은 Jeom 1이 월등히 

높았고, 유기물과 전질소 함량이 각 각 25.2%, 1.3%로 Jeom3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기존 연구인 추병길 등 (2009)에 의한 점봉산 참당귀 자생지의 토양 

특성은 산도는 5.5~6.1(pH), 유기물함량은 4.32~15.52%, 유효인산 

함량은 21.84~36.50mg/kg, 전질소함량은 0.18~0.52% 범위였다. 

식물의 생장을 제한하는 토양 양분의 주요 요인으로 질소와 인을 들 수 

있다(Bieleski 1973; Grace and Tilman 1990). 또한 토양 양분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잎이나 줄기의 지상부 보다 지하부에 더 많은 바이오매스를 

분배하는 경향이 있으며(Chapin 1980; Smart and Barko 1980), 빛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식물 기관별 바이오매스 분배에 차이를 두는 등 다른 

개체와의 경쟁을 피하는 전략을 쓰는 경향이 있다(Abrahamson and 

Gadgil 1973).   

점봉산 2차 조사에서는 3개의 집단 중 토양 양분함량이 높은 

Jeom5가 뿌리 건중량이 22.9g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Jeom5는 

유기물함량이 21.4%, 유효인산함량이 33.9 mg/kg으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값을 보였다(P <0.05). Jeom8에 비해 유기물함량은 

3.7배, 유효인산은 1.4배, 양이온치환용량은 1.7배 높은 값을 보이는 

Jeom5는 뿌리 건중량은 3.8배 높았다. 전체적으로 5개의 집단의 평균 

뿌리 건중량이 8.6g으로 1차조사의 7.3g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러나 

뿌리와 지상부간의 생중량 비를 보면 2차 조사시 평균 3.0(1차 조사 

평균 1.4)으로 한달가량 지상부에서 지하부로 양분이 이동하여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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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뿌리의 

수분 함유량이 1차 조사에는 87.4%에서 2차 조사시에는 70.4%로 

감소하였다. 참당귀의 경우, 9월 상중순경이 되면 잎의 동화산물이 주로 

뿌리 부분으로 수송되며 주근과 측근이 신속하게 비대하여 육질화된다. 

(농촌진흥청, 2014). 본 연구에서 자생지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한달간의 집단내 생장특성이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치악산은 계곡 중부(Chiak9)는 계곡 물이 존재하였으며, 사질양토의 

특성을 보였으나 계곡 상부(Chiak10)는 물이 흐르지 않고 미사가 많이 

집적된 미사질 양토의 특성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토성과 토양 양분 간의 

관계에서 미사와 점토함량이 많을수록 양분의 보존능력이 크고 

모래함량이 많을수록 투수성 및 통기성은 양호하지만 건조에 약하고 

양분이 결핍되기 쉽다(남효훈 등, 1999). 이러한 토성의 차이로 인해 두 

집단간의 토양 양분 또한 계곡 상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환경의 영향으로 계곡 상부(Chiak10)의 상층부 생장량이 

중부(Chiak9)보다 더 높은 값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리왕산 개체는 계곡부에 자생하는 치악산 개체에 비해 뿌리의 

개체당 평균 건중량이 7.0g으로 낮은 값을 보였으나, 다른 집단에 비해 

유기물 함량이 10.1%로 높은 Gari12 집단이 뿌리 생중량이 48.7g으로 

다른 5개의 집단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가리왕산 자생지는 임도 주변에 위치하여 비슷한 광 조건을 가졌으나 

유기물 함량의 차이가 뿌리 생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치악산(14.5g)>점봉산(8.6g)>가리왕산(7.0g)순으로 집단

내 개체당 평균 뿌리 건중량이 높았다. 이러한 건중량은 토양의 유기물 

및 전질소함량, 양이온치환용량, Na+, Ca2+, Mg2+ 의 함량과 양의 상관성

을 보였다. 2009년 참당귀 자생지가 분포하는 점봉산, 방태산, 오대산, 



 

 

83 

 

 

계방산 집단의 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산토양의 평균값보

다 유기물함량이 높고 치환성 양이온인 Na+, Ca2+, Mg2+ 의 함량이 높은 

값을 보였다(추병길 등, 2009).  

식물의 필수원소 중 상대적인 함유량에 따라 다함량 

영양소(macronutrient)와 소함량 영양소(micronutrient)로 분류된다. 

다함량 영양소에는 질소(N), 인(P), 칼륨(K), 황(S), 칼슘(Ca) 및 

마그네슘(Mg)이 있다. 다함량 영양소와 비교해 7가지 소함량 영양소인 

철(Fe), 아연(Zn) 등이 있으며, 이밖에 나트륨(Na), 코발트(Co), 

바나듐(Va), 니켈(Ni) 및 실리콘(Si)의 5가지 원소도 일부 식물에서는 

필수 소함량 영양소를 형성한다(Kaufman, 1999). 또한 치환성 Na 

이온이 뿌리의 생장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 결과로 

염분에 민감한 식물은 Na의 농도가 12ppm 이상, EC는 500 lS cm-

1이상이 생장을 제한하는 농도로 알려져 있다(Sparks 1995). 캐나다 

남부퀘벡 지방의 American ginseng (Panax quinquefolius L.)의 경우 

치환성 Ca의 농도가 뿌리 생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 인자로 알려져 

있다(Van der Voort 1998; Nadeau and Olivier 2003). 이러한 지역에는 

약용식물의 생장을 위해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처리를 통해 치환성 Ca 

이온 흡수를 촉진시키고 있다(Coˆte´ et al. 1995; Ouimet and 

Camire´ 1995). Mg의 경우는 식물체내에서 세포의 팽압유지에 의한 

수분조절과 병충해 저항성의 증대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식물 

생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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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재배지 

 

일반적으로 참당귀는 남방한계식물로 지대가 높은 산에서 자생하며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고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생장이 양호하지 

않다. 김영국 등(2009)에 의하면 참당귀의 재배적지는 해발 500m 

이상의 적산온도가 3,700℃이하인 지역이 적합하며, 해발이 낮은 

지역에서 재배하면 여름철 고온의 피해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특히 참당귀는 7~8월의 평균기온이 20~22℃ 정도인 중북부 산간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다(안상득 등, 1994; 유홍섭 등, 1996). 

광조건의 경우 저온 장일 조건에서 생육하는 형으로서, 장일 조건하에서 

생장이 양호하다(농촌진흥청, 2014). 본 연구에서도 참당귀 재배적지의 

특성에 맞게 해발고가 높은 저온 장일 조건의 평창 지역이 개체당 평균 

뿌리 건중량이 130.1g으로 뿌리생육이 가장 우수하였고, 해발 500m 

이하에 재배지가 위치한 제천(84.4g)과 봉화(100.0g)의 경우 

평창지역에 비해 각 각 23~35% 감소한 뿌리 건중량을 보였다. 

기상특성과 생육특성간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기상요인 중 

온도요인과는 높은 음의 상관성, 일조율과 일조시간에 대해서는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참당귀 재배에 적당한 산도는 약산성이나 중성을 선호하게 되는데, 본 

대상지의 경우 토양 양분이 높은 재배지의 토양이 약산성을 띠는 경향을 

보였다. 토양의 모래, 미사, 점토의 함량으로 결정되는 토성은 통기성, 

투수성, 양분 보유력을 결정하여 생산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Ouimet and Camire, 1995). 식양토는 점토 함량이 50%까지 

포함된 것이며, 양토의 경우 모래, 미사, 점토가 분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산록부의 토양으로 작물재배에 적합한 토양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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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지역은 양토, 사질양토이나 Pye2-1 재배지는 양질사토로 

모래함량이 다른 재배지에 비해 많으면서 유효인산 함량이 18재배지 

중에서 가장 높았다. 봉화지역은 사질양토이나 Bon-4 지역은 평창 2-

1재배지처럼 모래함량이 많은 양질사토의 특성을 보였고, 제천지역은 

대부분이 사질양토이나 1-1재배지는 미사함량이 높아 실트질양토의 

특성을 보였다. 참당귀 재배에 적합한 토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미흡하지만 일반적으로 뿌리 작물에 적합한 토양은 양토로서 모래함량이 

많게 되면 점성이 적어 경작이 쉽고 투수성이 좋으나 잔뿌리 발생이 

많게 되고 점토 함량이 많으면 뿌리의 비대가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수확에 노력이 많이 들게 된다(김영국 등, 2014).  

본 연구에서 재배지내의 토성과 양분 요소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경향과 다르게 모래 함량과 토양양분 간의 높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세지역 18재배지의 모래함량의 범위는 46.9~75.2%의 범위를 

보였으며 지역별로 평창지역은 평균 58.7%, 제천은 60.6%, 봉화는 

70.1% 값을 보였다. 배수와 통기성이 좋고 뿌리작물이 생장하는데 

유리하도록 모래 함량을 50~60%로 높여 사양토의 토성을 보이는 

재배지가 대체적으로 뿌리 생장이 좋았다.  

양이온중 Na+의 함량은 토양 산도와는 양의 상관성, 토양 양분 

특성과는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염도를 나타내는 NaCl의 함량은 모래 

함량과는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미사와 점토 함량과는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Na+ 과 같은 양이온은 양이 과다할 경우, 식물 세포의 분열 및 

신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Ca2+ 과 식물체의 엽록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Mg2+를 토양에서 식물체로 흡수되지 못하게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지의 경우 Na+의 함량이 0.04~0.1 cmolc 

kg-1로 높지 않았으며 지역간, 재배지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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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수분함유량은 토양 전기전도도(EC)가 높을수록 낮은값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C(electrical conductivity)는 물속에 이온이 

많을수록 전기가 잘 통하는 원리를 이용한 염류의 농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로서 토양의 양분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EC가 1이하이면 

양분이 부족하고 2 이상이면 양분이 과다하게 되는데 너무 높으면 

토양에 물이 많아도 작물이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된다(이성우 등, 

2011). 연구 대상지의 EC는 평창 지역은 평균 1.6 ds.m-1로 적당한 

값을 보였으나, 제천 지역은 평균 0.3 ds.m-1, 봉화 지역은 평균 0.4 

ds.m-1로 낮은 값을 보여 양분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재배지는 토양이 약산성을 띠면서 토양양분이 높은 재배지가 뿌리 

건중량이 높은 값을 보였다.   

 

5.1.3 천연집단, 재배지 비교 

 

재배지와 자생지의 토양 특성을 비교해보면 재배지는 모래 62.3%, 

미사 27.8%, 점토 9.9%로 사양토의 특성을 보이나 자생지는 모래 

43.3%, 미사 46.7%, 점토 10.0%로 미사질양토의 특성을 보였다. 미사 

함량이 높을수록 양분의 보유력이 높게 되는데, 자생지는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식물질의 분해가 서서히 일어나 유기물 함량 및 

전질소와 양이온 치환용량이 재배지보다 높았다. 반면에 재배지는 이전에 

다양한 윤작 형태로 다른 작물이 생산되었으며 참당귀 뿌리 생중량을 

높이기 위해 퇴비, 유기질 비료 등을 시용하기 때문에 토양 산도의 

범위가 다양하고 인산 함량의 범위는 248.1~1456.4mg/kg으로 

높았다(Table 40, P <0.05).  

토양에서 공급되는 무기 원소 가운데 식물이 많은 양을 필요로 하여 

부족되기 쉬운 원소로 질소·인·칼륨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을 '비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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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요소'라고 하여 특히 중요시하고 있다. 일정한 수확량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모든 작물에 비료의 3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필요량은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특히 인산은 작물의 생명에 

중요한 요소로소 체내 각 부위에 함유되며 세포핵의 구성 성분이다. 

흡수된 인산은 생장이 왕성한 눈부분이나 뿌리의 선단 또는 열매, 종자 

등으로 이동하여 세포수 증가에 이용되고 있다(Chapin, 1980). 따라서, 

자생지, 재배지 모두 토양 양분의 지표인 유기물함량, 전질소함량, 

양이온치환용량이 높을수록 뿌리 건중량 또한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인산함량의 월등한 차이로 인해, 재배지의 뿌리 평균 건중량이 

84~130g으로 자생지(7.0~14.5g)보다 10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량원소지만 뿌리 생장에 필수적인 치환성 양이온의 

경우, 자생지의 뿌리 건중량은 재배지와 비교하여 함량이 매우 높은 Na, 

Ca, Mg 이온과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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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0. Ed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cultivation sites and habitats of Angelica gigas Nakai, Korea (mean  SD). 

 

Site 
Soil 

texture 

pH 

 (1:5, 

H2O) 

Organic 

matter (%) 

Total N 

(%) 

Available P2O5 

(mg/kg) 

CEC 

(cmolc kg-1) 

K+ Na+ Ca2+ Mg2+ 

cmolc kg-1 

Cultivation sites SL 5.9±1.0*  3.3±1.9  0.3±0.1  845.3±382.0* 10.5±2.6  0.59±0.3*  0.07±0.0  4.38±2.0  0.84±0.5 

Habitats 

 

SIL 5.7±0.5  14.0±8.7* 0.7±0.4*  35.0±19.4  17.0±4.1*  0.23±0.1  0.12±0.1*  9.17±7.6*  1.38±0.9*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sites at P < 0.05, using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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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환경적 요인이 유용성분에 미치는 영향 

 

5.2.1 천연집단 

 

재배지의 참당귀는 9월 상중순경이 되면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생육이 

느려지지만 뿌리 내부 유용성분의 집적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농촌진흥

청, 2014). 자생지의 경우 재배지와 기상환경의 차이로 인해 생육이 느

려지는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같은 자생지내 30일 후인 10

월 25일에 채취한 시료의 경우 뿌리 생중량이 9월 25일보다 더 작은 값

을 보였다. 유용성분 함량은 데쿠르신과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의 값이 각 

각 3.8%, 3.6%로 한달 전 1차로 채취한 시료와 비교하여 1.0%, 2.4% 

더 높은 값을 보였다. 2017년 10월 24일~27일 재배지의 수확일과 비슷

한 시기에 채취한 참당귀 뿌리 추출물의 유용성분 총함량은 치악산

(11.1%)>가리왕산(9.4%)>점봉산(8.3%)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토

양 특성 및 생장과 유용성분간의 상관분석을 수행했을 때 데쿠르신 함량

은 유기물 및 전질소, Ca2+, Mg2+ 함량과 높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또

한 데쿠르신과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의 함량은 자생지간의 큰 차이를 보

였으나, 노다케닌은 변동의 폭이 크지 않았다. 식물의 생장 시기 동안 2

차대사산물의 집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상, 

토양 등 다양한 인자가 관여하게 되며(Liu et al., 2015), 각 성분마다 독

특한 환경에서 생산되게 된다(Dong et al., 2011). 김영국 등(2014)에 

의하면 유기질 퇴비를 이용하여 참당귀 생장을 촉진시켰을 때 데쿠르신

과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의 함량 또한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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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재배지 

 

수확시기에 따른 유용성분 함량의 변화는 첫서리 이전과 이후를 

나누었을 때 평창지역만 유용성분 함량이 0.5~2.5%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뿌리 작물 중 작약의 paeoniflorin, 천마의 gastrodin의 

유용성분 함량 집적이 기온변화가 극심해지는 10 월 하순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기재 등, 2000; 김현태와 박응준, 

2013). 

재배지는 자생지와 다르게 노다케닌 함량이 지역별 큰 차이를 보여 

지역간 전체 함량 차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노다케닌은 생장량이 좋지 못한 재배지에서 함량이 높고 기상인자 중 

온도요소와는 양의 상관성을, 습도와 일조시간, 일조율과는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참당귀의 재배지간 유용성분 함량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1993년 봉화, 영천, 수원 지역의 재배지를 대상으로 성분 함량을 비교한 

논문이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 참당귀 뿌리의 데쿠르신 함량이 봉화산은 

4.86%, 영천산은 4.75%, 수원산은 2.33%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성분 함량은 생육시기(4월~11월)의 기상환경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평균 대기온도, 강수량과는 각 각 -0.20,  

-0.32로 음의 상관계수를, 일교차, 일조량과는 각 각 0.36, 0.60의 

상관계수를 보였다(성낙설 등, 1993).  

본 연구에서 특이할 점은 세 성분 모두 석력함량과 높은 양의 

상관계수를 보였는데, 심토의 석력함량은 뿌리의 신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석력함량이 너무 많아 35％(용량비율) 이상이면 작물의 뿌리가 

신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보비력과 보수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Liu et al., 2014). 데쿠르신,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 노다케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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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쿠마린(Coumarin) 유도체로서 식물이 병원균에 대한 방어, 건조 

등의 비생물적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 및 호르몬 조절에 쓰이게 

된다(Bourgaud et al., 2006). 재배지는 노다케닌과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 함량의 경우 뿌리 건중량과 음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특히 노다케닌은 토양 양분이 높은 재배지일수록 함량이 

낮아지는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Figure 15).  

  

 

또한 데쿠르신과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는 각 각 나트륨이온과 

칼슘이온과의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데쿠르신과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는 

함량을 높일 수 있는 유도물질로서 구리이온이 잘 알려져 있다. 

구리이온은 잘 알려진 비생물학적 유도물질(abiotic elicitor)로서 

쿠마린계 화합물의 생합성을 유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송화(Portulaca)의 세포 배양 시 구리이온 처리에 의해 같은 

쿠마린계 성분인 베타시아닌(betacyanin)의 생산성이 1.3배 정도 

Figure 15. Dry weight and total active compounds of roots in Angelica gigas Nakai 

cultivation sites, Korea 

0

2

4

6

8

1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P
y

e1
-1

P
y

e1
-2

P
y

e2
-1

P
y

e2
-5

J
e1

-1

J
e1

-2

J
e1

-3

J
e1

-4

J
e2

-1

J
e3

-1

J
e3

-2

J
e3

-3

J
e4

-1

J
e4

-2

B
o
n

-1

B
o
n

-2

B
o
n

-3

B
o
n

-4
Pyeongchang Jecheon Bonghwa

T
o

ta
l 

o
f 

a
ct

iv
e 

co
m

p
o

u
n

d
s 

(%
)

D
ry

 w
ei

g
h

t 
o

f 
ro

o
t 

(g
) Dry weight of root (g)

Total content of active compounds(%)



 

 

92 

 

 

높아졌으며, 해바라기에서도 쿠마린 화합물의 생산을 유도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Gutiérrez-Coronado et al., 1995). 또한 구리이온을 처리할 때 

칼슘이온은 식물체 내로 흡수되고, 칼륨이온은 배출되는 등 이온의 

플럭스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하는 이온 플럭스와 구리이온 간의 

상호관계가 화합물의 생산을 유도하는 작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hee et al(2010)은 참당귀 뿌리를 MS (Murashige and 

Skoog 1962)배지에 배양했을 때 yeast extract (2 g l-1) 와 Cu 

이온(0.5 mM)을 마지막 급격한 생장 단계에 처리했을 때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가 1리터당 6.86mg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실제로 재배지에서 10주 동안 2주 간격으로 위의 

처리를 수행하고 1년 뒤 수확하였을 때 생장은 1.5배, 데쿠르신 함량은 

1.7배 증가된 효과를 보았다고 하였다.  

 

5.2.3 천연집단, 재배지 비교 

 

성낙설 등(1993)은 봉화, 영천, 수원, 재배지의 데쿠르신/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 두 물질간 구성비율이 1.5의 조성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생지는 데쿠르신/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의 비율이 

1.2의 조성을, 재배지는 1.4의 조성을 나타내어 자생지가 재배지에 비해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의 함량이 더 많은 특성을 보였다.  

자생지는 뿌리의 노다케닌, 데쿠르신,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 총합이 

8.3~11.1%로 재배지의 5.3~7.0%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각 성분 

별로는 자생지의 경우 노다케닌은 평균 1.0%, 데쿠르신은 3.7%,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는 4.4%였으며, 특히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가 

재배지보다 1.9% 더 높았다(Table 41). Graf et al(2007)에 의하면  

혈근초라는 약용작물의 생장은 재배지에서 좋았지만, 초식동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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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효과를 보이는 sanguinarine 성분은 자생지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캐나다의 단풍나무림내 자생하는 약용식물의 경우 생장에 유리한 

토양과 광조건이 유용성분 총합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Naud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자생지에 분포하는 

참당귀의 경우 재배지에 비해 생장에 대한 바이오매스 분배를 줄이고 

비생물적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기작으로 이차대사산물의 생산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자생지에서 토양의 각 성분별 상관 분석 결과를 보면 데쿠르신은 토양 

양분요소(유기물 및 전질소함량, Ca, Mg 이온 함량)와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는 자생지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었으며, 전체함량이 높게 나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노다케닌은 

자생지에서 뿌리 수분함유량이 높을수록 함량이 증가하였다. 참당귀의 

유용성분은 지용성 쿠마린의 유도체인 dihydropyranocoumarin 

계열로서 cytochrome P450 효소가 관여하는 phenylpropanoid 

pathway에 의해 생합성되는데 정확한 경로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Bourgaud et al., 2006). 단 식물체내 질소함량이 높은 부위에 

furanocoumarin 계열 성분이 많이 축적된다는 연구결과는 

있었다(Berenbaum, 1981).  

재배지에서 기상요소와 토양특성과 유용성분 함량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노다케닌은 뿌리 건중량과 높은 음의 상관계수(-0.73)을 

보였다. 즉 뿌리 생장을 좋게 하는 기상 및 토양환경에서 노다케닌의 

함량이 낮았다. 데쿠르신과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는 석력함량과 양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요소가 없었다. 

쿠마린 유도체들은 식물의 병원체에 대한 방어나, 비생물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Brown, 1981), 재배지내 

생장을 저해하는 요인에 의해 노다케닌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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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Active compounds between cultivation sites and habitats of Angelica gigas 

Nakai, Korea (mean  SD). 

 
Total of active 

compounds (%) 

Nodaken

in (%) 

Decursin 

(%) 

Decursinol 

angelate (%) 

Cultivation sites 
6.8±2.1 0.9±0.3 3.4±1.1 2.5±0.9 

Habitats 9.1±1.6* 1.0±0.2* 3.7±0.7* 4.4±1.2*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sites at P < 0.05, using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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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집단 유전 특성 

 

5.3.1 천연집단 

 

참당귀 자생지의 분자마커를 이용한 유전다양성을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었으며, 박상익 등(2016)에 의한 종판별을 위한 엽록체 기반 

SSR 마커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 참당귀(Angelica gigas)를 

포함한 Angelica 속 식물 14종을 수집하여 분자마커를 개발하였다.  

식물 집단의 유전다양성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식물에 따라 서로 다른 생활형이나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유전변이를 보인다(Helenurm et al., 2005). 점봉산의 각 집단별로 전수 

샘플링을 통해 분석한 유전 다양성을 비교해 보면 Jeom1(N= 26, 

He=0.60, F=0.285)은, Jeom2(N= 26, He=0.67, F=0.160), 

Jeom3(N= 17, He=0.69, F=0.052)보다 적은 개체가 넓은 

면적(70m2)에 분포하면서 비교적 낮은 유전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반대로 Jeom3은 좁은 면적(25m2)에 Jeom1과 비슷한 개체 수를 

유지하면서 He 값은 더 높았다. 또한 F(Fixation index)값만을 비교했을 

때 Jeom1은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집단의 

크기가 제한적인 식물의 경우 유전적 부동(genetic drift), 병목현상 

(bottleneck effects) 및 근친교배(inbreeding) 등의 원인으로 인해 

낮은 유전다양성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rrett 

and Kohn, 1991; Hilfiker et. al., 2004). 각 집단과 유전적 거리는 Jeom 

1과 Jeom2가 0.906으로 가장 높았으며, Jeom2와 Jeom3은 0.337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생장 특성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Jeom1은 

큰 개체(2~4년생)가 넓은 면적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Jeom2는 비교적 

어린 개체(1~2년생)가 많이 분포하고 Jeom3은 다양한 크기의 년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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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로 Jeom1이 비교적 적은 수의 

모수 종자에 의한 실생묘 유입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유전다양성은 낮고 

높은 F(Fixation index)값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AMOVA 분석 결과에 의해 유전변이의 분포 양상 및 집단 간 

분화정도를 추정한 결과, 전체 유전변이의 약 18%가 집단 간 유전적 

차이에 기인하였으며, 나머지 77%가 집단 내 개체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집단간 분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RAPD마커를 이용한 식물 집단 간 유전적 분화정도(ΦST)는 다년생 

초본류의 경우 0.25, 타가수분과 자가수분을 하는 식물이 각각 0.27, 

0.65, 그리고 특산식물이나 제한된 분포를 보이는 식물들이 0.26~0.34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ybom and Bartish, 2000). 또한 ISSR 

마커를 통해 조사된 희귀식물의 경우는 유전적 분화정도(ΦST)가 

일반적으로 0.5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Qiu et al., 2004; Xia et al., 

2005). 이처럼 식물 집단간 유전적 분화(genetic differentiation)는 

다년생 초본이고 넓은 분포역을 가지며, 타가수분을 하는 식물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참당귀는 한반도의 고산의 음습지에 

자생하는 제한적인 분포범위를 가지지만 집단 간 파편화가 심하지 

않으며 아직까지는 비교적 풍부한 개체수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추병길 등, 2009). 이러한 분포 패턴으로 미루어 보아 

참당귀는 인접한 집단 간의 유전자 이동이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실제로 참당귀 집단에 대한 Nm (estimate of gene flow from 

Gst)이 2.184로 (표로 제시되지 않음) 집단 간 유전자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뒷받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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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재배지 

 

자생지의 참당귀는 추대율이 낮은 대신 병충해, 생리장해에는 약하다. 

이에 비해 일반 재래종은 추대율이 높고, 매년 추대율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창의 pye1-1, 1-2(site 

4), pye2-1, 2-5(site 5) 재배지의 경우 영흥당귀라는 품종을 

식재하였다. 국립종자원에 2008년에 등록된 영흥당귀 품종(제05호-

0032-5호)은 산당귀와 재래종을 교배해 F1 계통을 만든 뒤, 3% 

미만만 추대되는 우량 계통을 골라서 다시 추대되는 정도를 확인하였다. 

재배시험한 지 3년 뒤 나온 계통에서 세력·내병성이 좋은 계통을 

우수품종으로 개발한 것이다.  Je3-2, Je 3-3(site 6) 경우는 방태산 

참당귀의 종자를 채취하여 노지에 채종하여 1년 육묘한 모종을 

식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종자의 기원이 분명한 세 집단을 

대상으로 유전다양성을 분석하였다. 각 집단별로 분석한 유전 다양성을 

비교해 보면 site 6(N= 10, He=0.70, F=0.018)은 site 4(N= 11, 

He=0.78, F=0.093)와 site 5(N= 12, He=0.81, F=0.078)보다 비교적 

낮은 유전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F(Fixation index)값만을 비교했을 

때 site 4와 site 5는 높은 값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집단의 크기가 

제한적인 식물의 경우 유전적 부동(genetic drift), 병목현상 (bottleneck 

effects) 및 근친교배(inbreeding) 등의 원인으로 인해 낮은 

유전다양성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rrett and 

Kohn, 1991; Hilfiker et. al., 2004). 각 집단과 유전적 거리는 site 5와 

site 6이 0.302로 가장 높았으며, site 4와 site 5는 0.187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AMOVA 분석 결과에 의해 유전변이의 분포 양상 및 집단 간 

분화정도를 추정한 결과, 전체 유전변이의 약 87%가 집단 내 개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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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적 차이에 기인하였으며, 나머지 1%가 집단간의 차이에 있었다. 

이는 재배지의 집단간 유전적 분화가 자생지의 20%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배지 집단의 대한 Nm (estimate 

of gene flow from Gst)이 16.7로 (표로 제시되지 않음) 나타남으로써 

집단 간 유전자 교류가 자생지에 비해 매우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뒷받침하였다. 

 

5.3.3 천연집단, 재배지 비교 

 

자생지 집단은 44개의 대립인자수를 나타냈으며, 각 유전좌별 6 

(tri0123, tri0508)~11(tri0012, tri0746)개의 복수 대립인자를 

나타냈으며, 재배지 집단은 총 47개의 대립인자수를 나타냈으며, 각 

유전좌별 6(tri0123)~15(tri0746)개의 복수 대립인자수를 나타냈다. 

유전자좌당 평균 대립인자수는 자생지 집단은 8.8개, 재배지 집단은 

9.4개였다. 전체적인 대립인자분포를 비교하여 보면, tri0508, tri 

0746에서는 자생지에서 나타나지 않은 대립인자가 재배지 집단에서 총 

5개가 나타났으며, tri0968과 tre0012는 재배지와 자생지 각 각 3개, 

4개씩 서로 다른 대립인자가 나타나, 재배지는 총 8개, 자생지는 4개의 

서로 포함되지 않는 대립유전자가 나타났다(Figure 16). 유전다양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He(예상이형접합도)값은 자생지는 

0.60~0.69이고 재배지는 0.70~0.81로 재배지가 더 높은 값을 보였다. 

값이 클수록 유전적 부동(genetic drift), 병목현상 (bottleneck effects) 

및 근친교배(inbreeding) 등의 원인으로 인해 낮은 유전다양성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 Fixation index(F)값은 자생지는 site 3(0.052)을 

제외하고 0.160~0.285로 재배지의 0.018~0.093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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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ughan et al(1995)은 재배콩보다 야생콩에서 더 많은 대립인자를 

확인하였으며 유전적 다양성 값에서도 더 큰 것으로 확인한 바 있고, 

재배형 콩에서 높은 빈도로 관찰된 많은 대립인자가 야생콩에서는 낮은 

빈도로 혹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배지가 비교적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자생지의 

경우 지리적인 격리로 인해 고립된 집단내에서 타가교배가 이루어졌으며 

재배지는 참당귀 재배지가 넓은 면적에 많이 분포하여 다양한 개체간의 

타가 교배가 이루어져 유전다양성은 높아지고 집단간 변이는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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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Distribution for allele size (bp) of Angelica gigas Nakai habitats and 

cultivatio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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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 론 

  

참당귀는 자생지와 재배지에서 기상 및 토양환경에 따라 뿌리 

생장량을 조절하며, 유용성분 구성의 독특한 특성을 보였다.  

해발고 237~385m에 분포하는 제천은 평창지역보다 약 35%의 

수확량 감소를 보였지만 지표성분 함량은 7.0%로 건강기능성식품 

원료소재 기준을 초과하였다. 자생지 또한 뿌리 평균 건중량은 

7.0~14.5g으로 헥타르당 44kg으로 재배지에 비해 수확량이 10배 이상 

적지만, 지표성분 함량은 8.3~11.1%로 높은 값을 보였다. 해발 650m 

이상, 적산온도 3200℃이하의 평창 지역 재배지는 유기물함량 

6.9±1.9%, 전질소함량 0.3±0.1%, 유효인산함량 1121.3±382.0mg/kg, 

양이온 치환용량 14.8±2.6cmolc kg-1인 조건에서 393kg/ha로 수확량이 

최대였지만, Ca, Mg 이온 함량이 높은 재배지보다 지표성분 함량이 

5.6%로 1.5배 낮았다.  

또한 참당귀의 유용성분의 각 요소는 환경에 따라 독특한 특성을 

보였는데 자생지는 재배지보다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 함량이 최대 

43%이상 높고 데쿠르신은 자생지의 높은 토양양분에 영향을 받아 

유기물 및 전질소함량, 양이온치환용량이 높을수록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재배지의 노다케닌은 저온장일 조건에서 오히려 함량이 

낮아져 기상환경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성분이었다. 수확시기별로는 

자생지에서 9월말보다 10월말에 수확한 뿌리의 데쿠르신 총합이 최대 

3.3% 증가하였고, 재배지는 해발 650m 이상에서 첫서리 이후 수확할 

경우 총 지표성분함량을 2.5%까지 최대화할 수 있었다.  

의약품의 공정서인 대한약전외한약 규격에는 참당귀 뿌리 추출물의 

노다케닌 및 총데쿠르신의 합이 6.0 %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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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지의 경우 그해의 기상환경과 재배지의 특성에 따라 6.0% 미만이 

되어 기능성 식품 원재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를 통해 참당귀의 수확량 및 유용성분 함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생지의 기상 조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치환성 양이온 

함량(Mg, Ca)을 자생지와 같은 농도로 보충하거나, 지금보다 수확시기를 

늦쳐 첫서리 이후에 수확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참당귀 종자의 기원을 통제하여 길러낸 1 년생 모종을 다양한 환경에 

식재한 뒤 연차별 모니터링을 통해 유용성분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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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growth and active 
compounds of Angelica gigas 

between habitats and cultivation 
sites 

 

                                          

YUNMI PARK 

Major in Forest Environmental Science 

Department of Forest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mposition and contents of useful components of medicinal plants can be 

various depending on the growth period an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light, 

temperature, and soil. The supply of Korean angelica (Angelica gigas Nakai) does 

not satisfy social demand, because environments are different in each cultivation site 

and the contents of useful components are variable depending upon weather 

conditions. Thus,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Korean angelica’s root growth and contents of useful root components in natural 

habitats and cultivation sites, to establish a database for selecting optimal cultivatio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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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natural habitats of 17 Korean angelica communities on 

Mt. Jeombong, Mt. Chiak, and Mt. Gariwang. Additionally, 18 cultivation sites in 

Pyeongchang, Jecheon, and Bonghwa were investigated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cultivation sites were compared with that of natural habitats. For 

environemtnal factors, the monthly mean temperature, air humidity, daylight hours, 

precipitation, soil acidity, and soil nutrient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over the 

growing season of April to October, 2017. For the growth characteristics, both the 

fresh and dry weights of the aerial parts and roots of Korean angelicas were measured. 

The specimens were dried by hot-air at 35~40℃and the optimal analytical method 

with UPLC conditions was used to analyze useful components of nodakenin, decursin, 

and decursinolangelate in percentages.  

Korean angelica’s natural habitats were distributed in concave terraces in valleys 

at 750-1,130 m above sea level where caopy was closed, valleys without high trees, 

and terrains near forest roads that were favorable for the accumulation of organic 

matters. The cumulative temperature of the natural habitats ranged from 3,092 to 

3,592 ℃ using 5 ℃ criteria. The soil texture of natural habitats was silt loam. The 

soil had 14.0 ± 8.7% of organic matter content, 0.7 ± 0.4% of total nitrogen content, 

35.0 ± 19.4 mg/kg of available phosphate content, and a cation exchange capacity of 

17.0 ± 4.1 cmolc kg-1. 

The dry root weight of Korean angelicas in the cultivation sites was averaged 167.9 

g and significantly increased under the condition of low temperature and long days. 

The cultivation site at the highest altitude was located at 674 m above sea level in 

Pyeongchang and the cumulative temperature was 3,123 ℃. Its soil texture was loam, 

containing 6.9 ± 1.9% of soil organic matter content, 0.4 ± 0.1% of total nitrogen 

content, 1,121.3 ± 382.0 mg/kg of available phosphate content, and a cation exchange 

capacity of 14.8 ± 2.6 cmolc k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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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tic diversity in the natural habitats was lower than that in the cultivation sites, 

because cross-breeding occurred in the geographically isolated groups. Genetic 

exchange took place among various individuals in neighboring groups, leading to a 

higher genetic diversity within the groups and lower variations between the groups.  

The sum of the contents of three marker components, including nodakenin, in the 

natural habitats was 8.3-11.1%, which was higher than the 5.3-7.0% of the cultivation 

sites. The nodakenin contents was 1.0 ± 0.2% and 0.9 ± 0.3% in the natural habitats 

and cultivation sites, respectively. The decursin contents was 3.7 ± 0.7% and 3.4 ± 

1.1% in the natural habitats and cultivation sites,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decursinolangelate contents was 4.4 ± 1.2% and 2.5 ± 0.9%, in the natural habitats 

and cultivation sites, respectively. The correlation analysis for each component found 

that the decursin contents was high in the groups with high soil nutrients and high Ca 

and Mg ion contents in the natural habitats, as the gravel contents became lower in 

cultivation sites. While decursinolangelate had a high correlation with the gravel 

contents in the cultivation sites, the nodakenin contents was high in the cultivation 

sites with higher monthly air temperatures and shorter day-lengths. 

The sum of nodakenin, decursin and decursinolangelate, which are the marker 

components of Korean angelica, should be at least 6.0% according to the Korean 

Pharmacopoeia standards for herbal medicine. However, the contents of the 

components in Korean angelica cultivated in South Korea often fall below 6.0%, due 

to weather conditions and cultivation site characteristics, making the plants 

unmarketable for raw material for functional food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oot 

yields and contents of effective components in the cultivation sites would be 

improved if the exchangeable cation contents (Mg, Ca) and weather conditions are 

maintained as similar level as those in the natural habitats. 

 



 

 

120 

 

 

Keywords: Angelica gigas Nakai, Habitat, Cultivation site, Growth characteristics, 

Active compounds, Nodakenin, Decursin, Decursinolangelate 

 

Student number: 2010-31041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연 구 사 
	2.1 참당귀 자생지의 특성
	2.2 참당귀 재배지의 특성
	2.3 참당귀 유용성분
	2.4 약용작물 생장 및 유용성분

	제 3 장 재료 및 방법
	3.1 조사지
	3.2 기상 자료
	3.3 입지 조사
	3.4 생장 측정
	3.5 유전 특성
	3.6 유용성분 특성
	3.7 통계 분석

	제 4 장 결 과
	4.1 자생지 환경과 참당귀 특성
	4.1.1 임분 특성
	4.1.2 토양 특성
	4.1.3 생장 특성
	4.1.4 유용성분 특성
	4.1.5 유전 특성

	4.2 재배지 환경과 참당귀 특성
	4.2.1 토양 특성
	4.2.2 생장 특성
	4.2.3 유용성분 특성
	4.2.4 유전 특성


	제 5 장 고 찰 
	5.1 환경적 요인이 생장에 미치는 영향
	5.2 환경적 요인이 유용성분에 미치는 영향
	5.3 집단 유전 특성

	제 6 장 결 론
	인용문헌
	Abstract


<startpage>16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연 구 사  4
  2.1 참당귀 자생지의 특성 4
  2.2 참당귀 재배지의 특성 4
  2.3 참당귀 유용성분 6
  2.4 약용작물 생장 및 유용성분 7
제 3 장 재료 및 방법 11
  3.1 조사지 11
  3.2 기상 자료 18
  3.3 입지 조사 22
  3.4 생장 측정 24
  3.5 유전 특성 29
  3.6 유용성분 특성 30
  3.7 통계 분석 32
제 4 장 결 과 33
  4.1 자생지 환경과 참당귀 특성 33
   4.1.1 임분 특성 33
   4.1.2 토양 특성 35
   4.1.3 생장 특성 39
   4.1.4 유용성분 특성 46
   4.1.5 유전 특성 51
  4.2 재배지 환경과 참당귀 특성 54
   4.2.1 토양 특성 54
   4.2.2 생장 특성 59
   4.2.3 유용성분 특성 69
   4.2.4 유전 특성 77
제 5 장 고 찰  80
  5.1 환경적 요인이 생장에 미치는 영향 80
  5.2 환경적 요인이 유용성분에 미치는 영향 89
  5.3 집단 유전 특성 95
제 6 장 결 론 101
인용문헌 103
Abstract 117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