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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계절(봄, 가을)에 따른 참당귀(Angelica gigas Nakai)의 생장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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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Characteristics of Angelica gigas Nakai on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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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당귀는 가을에 모종을 생산하여 이듬해 봄에 이식 후 가을에 수확하는 2년 주기로 생산하는 방식으

로 재배한다. 본 연구는 정식계절에 따른 참당귀의 생장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한 

해발고 350 m의 재배지에 실험구를 구분하여 가을(18년 11월)과 봄(19년 4월) 2회에 걸쳐 이식하였다. 

연구 결과 생존율은 가을 이식 참당귀가 9.4% 높게 관찰되었고(가을-92.2%; 봄-82.8%), 추대율은 봄 이

식 참당귀가 7.1% 낮게 관찰되었다(가을-37.3%; 봄-30.2%). 전체높이, 잎 길이 및 너비, 줄기 직경 등의 

생장특성은 6월에 가을 이식 실험구에서 8월에 봄 이식 실험구에서 높은 생장율을 관찰하였다. 초기 생

장은 가을 이식에서 긴 활착시간에 의해 높은 생장량이 발생한다고 사료되나 주 생장 시기인 6-8월이 되

면 두 실험구 사이의 지상부 생장 차이가 미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참당귀 뿌리의 생장특성 및 지표

성분 함량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참당귀의 최적 정식시기를 구명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이에 따

른 고품질 재배기술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This study compared the growth characteristics of A. gigas according to the transplanting season, in the 

cultivation located in Yeongju, Gyeongsangbuk-do, transplanted in the autumn and spring. As a result of 

that the plant survival rate were observed the highest autumn transplanting (9.4%; autumn-92.2%, 

spring-82.8%) and bolting rate were observed lowest spring transplanting (7.1%; autumn-37.3%, 

spring-30.2%). Growth characteristics (height, leaf length and width, stem diameter) were observed the 

highest autumn transplanting in June and highest spring transplanting in August. The early growth is high 

growth due to long rooting time in autumn transplanting, but the difference in the ground growth between 

the two experiments was insignificant when the main growth period was from June to August. Further 

analysis of the growth characteristics and marker components of roots of A. gigas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optimal planting time and the establishment of high quality cultiv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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