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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 한·중 FTA 체결 등 국내외의 어려운 농업 환경 여건에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 시대에 약용식물산업은 농식품산업
에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블루오션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웰빙이 유행하고 있으며, 인스턴트
음식을 지양하고 허브차, 생식, 유기농과 자연 및 약선 요리 등 건강
자연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질병 치료를 위한 전승요법과 건강을 위한 음식으로의
생약재 이용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약용으로 이용 가능한
식물이 2,000여종에 이릅니다. 실제 대한민국약전 및 생약규격집에
수재된 600여 품목 중 식물성 생약재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
니다. 그 중 이용 빈도가 많고 현재 농가에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
는 약용작물은 약 60여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과 관련
하여 국산 한약재를 선호하는 추세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에는 기원이 상이한 이엽우피소가 백수오로 둔갑되어 유통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산물우수관리기준(GAP)을 이행하는
약용작물 계약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책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를 중심으로 각도 농업
기술원 및 산하 지역특화시험장 약용작물 연구원들이 지금까지 연구
한 기술을 바탕으로 비교적 이용이 많고 수요가 많은 약용작물인 감
국 등을 포함한 36종에 대하여 GAP표준재배기술을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표준재배기술로 고품질의 국산 생약재를 생산함으로써
약용작물이 농산물개방화시대의 유망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
라는 바입니다.
2016년 8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허 건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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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제도

1.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2. 우리나라 GAP의 현황
3.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4. 농산물 안전성을 해치는 위해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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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제도
1. 농산물 우수관리(GAP) 제도
가. GAP 제도의 개념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
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기준이다.
또한 GAP는 자연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
공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농약·중금속·미생물
등의 관리 및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나. GAP의 필요성
1)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대
최근 농약잔류, 중금속 오염, 단체 급식 식중독 사고 등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증가로 안
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증대 되고 있다. FAO, Codex 등 국제기구, EU(유럽연합),
미국, 중국, 아세안 국가 등 전세계 각국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 확보제도로
GAP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FTA 체결 증가로 인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만
이 무역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하
여 생산단계부터 시작되는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농산물 생산단계의
GAP 관리체계와 생산 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산, 유통·가공, 판매에 이르는 일관
화된 식품관리체계 구축으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산물 생산체계를 통하여 국내산 농산
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시킨다.

2) 농산물 안전관련 국제동향에 대응
Codex 등 국제기구에서 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채소, 과일류 수출 대상국인 일본, 미
국이 Codex의 채소, 과일류의 안전 생산 기준 내용을 수입 요건화 하는 경우 국산 과일·
채소류 수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
요가 있다.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의하여 자국에서 GAP를 시행하게 되면 수입농산물에
대하여도 동등 수준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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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DA 이후 생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제도 도입
법체계뿐 아니라,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 확보 등 전반적인 안전농산물 관리 시
스템을 정비하여 DDA 이후 수입산 농산물과 대응할 수 있는 품질 경쟁력 확보체계를 구
축할 필요가 있다. 수입농산물 기준에 GAP를 적용할 경우 수입 억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4) 자연환경 보호 및 농업의 지속성 확보
저투입 지속형 농법으로 전환하여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5) 약용자물 GAP 인증 필요성
중국산 한약재가 국내 한약재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더욱이 중국산 GAP에 의한 고품
질 한약재가 수입될 경우 국내 약용작물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국내 한약재에 대한 품질인증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약효를 증명해야 하는 한약재를 객관
화하여 품질인증제를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품질등급 규정
시 약사법에 따른 규격품과 혼란을 야기시킨다.(대한민국약전 및 생약규격집에는 품질등
급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GAP 인증 생산으로 계약재배를 하여 판로를
확보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한약재를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약용작물 GAP 인증 비
율은 2010년 3%에서 2014년 7.4%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2. 우리나라의 GAP의 현황
가. GAP 제도 도입경과
•약용작물에 대한 GAP 실시 지침마련 및 제도 도입 : ’03. 3
•과일, 채소, 약용작물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 ’04. 1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GAP도입)으로 법적근거 마련 : ’05.8
•GAP 인증제도 시행 : ’06. 1
•운영성과
- 인 증 건 수 : ’10) 1,459건 → ’11) 1,756 → ’12) 1,969 → ’13) 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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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가 수 : ’10) 33.4천호 → ’11) 37.1 → ’12) 40.2 → ’13) 46
- 생산계획량 : ’10) 510천톤 → ’11) 642 → ’12) 691 → ’13) 749

나. GAP 운영구조
GAP 제도의 시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촌진흥
청, 산림청이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형태이다.
농식품부는 GAP 법령 및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GAP 제
도 시행을 위한 실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GAP 관리기준
및 표준재배지침을 개발하고,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기관별 역할분담 체계

농식품부
•법령 등 제도정비
•종합 및 기획 조정

농촌진흥청
•우수농산물(GAP) 관리 기준
•표준실천지침 마련
•GAP 인증기관 심사원 교육
•GAP 관리시설 업무 전담자
교육
현장 의견 보고

인증기관
수료증
교부

인증 신청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급
•토양, 수질, 잔류농약 분석
•인증 농업인 기본교육

수료증
교부

인증서 교부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인증농가 사후관리
•시판품 조사

지정 신청

•GAP 인증품 생산
•생산정보 기록 및 유지

교육 신청
인증품
시장 출하

인증품 판매장
•백화점, 하나로 마트 등

지정서
교부

수확후 위생시설

인증농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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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교부

교육 신청

기술 및 교육 지원

기술센터, 농협, 대학

•인증업무수행
•생산과정 조사·평가
•시판품 조사

농관원

수확 후
처리 요청

•세척, 선별, 관리
•위생처리, 포장, 저장,
유통

농산물 우수관리(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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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물 우수관리기준(GAP)
(농산물우수관리기준 개정 2016.3.4.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3호)
1)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
1-1. 농
 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대상 농산물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
도록 관리하여야 한다.(필수)
1-1-1. 인
 증 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할 때까지 일반 농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2. 인증 대상 농산물의 영농행위(경운, 종자소독, 제초작업 등)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출하
일까지의 생산이력 정보 및 출하 정보를 기록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물은 출하일 이후 1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1-3. 생
 산정보 기록사항에는 생산자 또는 단체의 이름과 주소(전화번호 포함), 품목명, 재배
소재지 및 면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하정보 기록사항에는 품목명, 날짜, 물량, 출하
처(유통업체명, 수확 후 관리시설명, 출하처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4. 농산물을 출하할 때 출하처에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며, 출하한 농산물의 안전성에 문
제가 발생하였을 때 회수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2-1. 시
 중 유통 종자(묘목, 버섯 종균·영양체 포함. 이하 같음)를 사용할 경우, 「종자
산업법」에 따른 보증 표시 또는 품질 표시가 있는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필수)
2-2. 자가 채종하거나 자가 육묘하는 경우에는 종자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정
보(생산자명, 생산연월, 생산 지역, 품종명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권장)

3) 농경지 토양 관리
3-1. 농
 경지의 토양 중금속 등 유해 화학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
다.(필수)
3-1-1. 농
 경지의 토양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의 [별표 3]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1지역’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니켈은 토양
오염우려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1-2. 재배포장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있거나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농경지 오염이
우려될 경우에는 중금속 이외의 성분에 대해서도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1-3. 버섯류의 배지와 복토의 경우 3-1, 3-2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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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2011.10. 6>
●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단위: mg/kg)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4

10

60

구리

150

500

2,000

비소

25

50

200

수은

4

10

20

납

200

400

700

6가크롬

5

15

40

아연

300

600

2,000

니켈

100

200

500

불소

400

400

8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시안

2

2

120

페놀

4

4

20

벤젠

1

1

3

톨루엔

20

20

60

에틸벤젠

50

50

340

크실렌

15

15

4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벤조(a)피렌

0.7

2

7

※ 비고
1. 1지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광천지ㆍ대(「측량ㆍ수
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 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ㆍ학교용
지ㆍ구거(溝渠)ㆍ양어장ㆍ공원ㆍ사적지ㆍ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
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ㆍ염전ㆍ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ㆍ창고용지ㆍ하천ㆍ유지ㆍ수도용지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 및 잡종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도로ㆍ철도용
지ㆍ제방ㆍ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국방ㆍ군사시설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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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5.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3-2. 토
 양의 병해충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 「농약관리법」 상의 '농
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
다.(기록 사항 : 농작물명 및 병해충명, 사용자명, 사용 일자, 사용 장소, 제품명,
사용량 등).(필수)
3-3 토
 양의 병해충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윤작, 휴경, 병해충 저항성 품종 재배, 태양
열 소독 등의 방법으로 토양을 관리하여야 한다.(권장)
3-4. 주
 변 토양이나 하천 등으로 비료 또는 농약 성분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토양침식을 줄일 수 있는 재배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3-4-1. 토양을 입단화 하는 등 토양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3-4-2. 배수 시설, 초생 재배, 등고선 재배 등 토양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3-5. 버
 섯류를 재배하는 배지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수확 후 부산
물이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5-1. 배지(복토 포함)에 오염된 병해충은 살균, 발효, 병해충 저항성 품종 재배 등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2. 배지 및 첨가 혼합제의 종류와 사용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기록 사항: 사용자명, 사
용 일자, 품목명, 수분 함량, 배지의 상태 등)
3-5-3. 배지가 주변 토양이나 하천으로 유실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비료 및 양분 관리
4-1. 시
 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사용할 경우,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이 고시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적합한 비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산
물비료 등을 자가 생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서 정
한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4-1-1.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토양
개량용, 작물생육용,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으로 공시되어 있거나 품질인증된 유기농
업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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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유기농업자재를 자가 제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에 제시한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
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만을 원료로 사용조건에 맞게 제조한 것을 이용하여야 한다.
4-1-3. 버섯류에 대해서는 ‘4. 비료 및 양분 관리’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4-1-4.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에 따라 화학비료(질소ㆍ인
산ㆍ칼륨 성분 중 하나 이상의 성분을 함유하는 무기질비료로서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수경재배 등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다.

4-2. 비
 료를 보관할 때 농산물, 포장재, 종자·종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
하여야 한다.(필수)
4-2-1. 보관 중인 비료는 강우 등으로 인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3. 비
 료(토양개량이나 작물의 생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유기농업자재 포함)를 사용할
경우, 그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기록사항 : 농작물명, 사용자명,
사용 일자, 사용 장소, 제품명, 사용량 등).(권장)
4-4. 비
 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 양분 집적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료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4-4-1. 작물별 표준재배지침의 비료 표준 사용량 또는 토양 검정 결과에 따른 비료 사용량을
준수하고, 작물의 비료 성분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여 농작물 수확 후 토양 내의 비료
성분 잔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4-2.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과계 대학 등과 같은 농업 전문 기관의 비료 사용 처방
서를 이용하여 비료 사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4-4-3. 비료 표준 사용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작물은 유사 작물의 비료 표준 사용량에 준하
여 처리하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문 결과를 따른다.
4-4-4. 비료를 살포하는 장비는 비료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5) 물 관리
5-1. 안전한 농업용수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필수)
5-1-1. 농업용수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생활환경 기준 IV등급 또
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별표 4]에서 정한 농·어업용수 수질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단, 작물의 필수양분인 질소, 인 성분은 기준 적용의 예외로 한다)
5-1-2.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수원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 시설이 있거나 환경오염 물질의 유입
이 우려될 경우에는 농업용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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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콩나물, 새싹 채소 등은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
여 재배하여야 한다.

5-2. 작물의 생육상황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적정 관수 및 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5-3. 농
 업용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관하고, 관수 방법 등의 물 관리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기록 사항 : 농작물명, 관수자명, 관수 일자, 관수 장소, 관개 수원,
관수량 등)

[별표 4] <개정 2010.2.16>
● 지하수의 수질기준(제11조 관련)
1.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2.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목적별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공업용수

수소이온농도(pH)

5.8~8.5

6.0~8.5

5.0~9.0

총대장균군

5,000 이하 (군수/100mL)

-

-

질산성질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카드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안

0.01 이하

0.01 이하

0.2 이하

수은

0.001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유기인

0.0005 이하

0.0005 이하

0.0005 이하

페놀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3 이하

0.5 이하

벤젠

0.015 이하

-

-

톨루엔

1 이하

-

-

에틸벤젠

0.45 이하

-

-

크실렌

0.75 이하

-

-

항목
일반
오염물질
(4개)

(단위: mg/L)※ 비고

납
특정
유해 물질
6가크롬
(15개)
트리클로로에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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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어업용수
나.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2.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6) 작물 보호 및 농약 사용
6.1. 병해충 방제 및 농약 살포
6-1-1. 병·해충·잡초를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종
자 소독용 포함)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
장이 고시하는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필수)
6-1-1-1.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대상 농작물과 대상 병·해충·잡초에 등록된 농약
을 사용하여야 하며 농약의 사용 방법, 사용량, 사용 시기, 사용 가능 횟수 등을 준수
하여야 한다.
6-1-1-2. 수
 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1-1-3. 약효 보증 기간이 경과한 농약 등 불량 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1-2. 병·해충·잡초를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기농
업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병해충 관리용으로 공시되어 있거나 품질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필수)
6-1-2-1. 해
 당 품목의 사용 가능 조건 등과 같이 유기농업자재의 포장 및 용기에 표시된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6-1-2-2. 유기농업자재를 자가 제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에 제시한 ‘병해충 관리를 위하
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만을 원료로 사용조건에 맞게 제조한 것을 이용할 수 있다.

6-1-3. 해
 당 농산물의 수확을 위해 영농행위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농약(유기농업자재 포함)의 사용 내역에 대한 기록은 해당
농산물의 출하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기록 사항 : 농작물
명 및 병해충명, 사용자명, 사용 일자, 사용 장소, 제품명, 사용량 등).(필수)
6-1-4. 농
 약 살포 장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농약을 살포한 후에는
장비 내외부에 농약성분이 남아 있지 않도록 세척·관리하여야 한다.(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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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농약을 혼용 살포할 경우에는 혼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권장)
6-1-6.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예찰을 통한 화학적 방제 수단, 생물학적 방제
수단, 물리적 방제 수단, 저항성 품종 선택, 재배적 방제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해충을 관리하여야 한다.(권장)
6.2. 잔류농약 등 유해요소 관리
6-2-1. 수확 또는 저장 중인 인증 대상 농산물은 농약, 중금속 등 위해 요소를 허용기
준치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필수)
6-2-1-1. 인증 대상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공전 제2장에 고시된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상의 농약·중금속 잔류 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2-2. 생산자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잔류농약 등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
다.(권장)
6.3. 농약의 보관 및 관리
6-3-1. 농약은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필수)
6-3-1-1. 농약 보관 장소는 햇빛이 들지 않고, 성분 변화, 결빙,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어야 한다.
6-3-1-2. 농
 약 보관 장소는 농산물, 식·의약품, 사료, 비료 등의 보관 장소와 구분·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6-3-1-3. 농약 보관 장소는 어린이가 접근할 수 없어야 하며,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시와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한다.

6-3-2. 사용 후 남은 농약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원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원래
의 포장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필수)
6-3-2-1. 사용 후 빈 농약 용기, 봉지 및 살포 잔액은 외부로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6-3-3. 농약의 오염 및 유출사고와 같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도구(모래함, 빗자루, 쓰
레받기, 쓰레기 봉투 등)를 비치하여야 한다.(권장)
6-3-3-1. 농약 중독 등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 대처 요령과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 목
록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6-3-4. 농
 약보관소에는 농약 혼합 및 측정에 적합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재고 농
약 보관에 관한 기록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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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확 작업 및 보관
7-1. 농
 산물을 수확할 때에는 개인의 위생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전염
병 증상이 있는 작업자는 농산물을 통해 질병을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농산물 수
확 작업 및 수확 후의 관리 작업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필수)
7-1-1. 수
 확용 농기구, 수확 장비(운반 상자, 수확 도구 등), 운송 장비는 위해 요소에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7-1-2. 병
 해충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고사·손상된 농산물은 수확 과정에서 선별·제거되어
야 하며, 수확한 농산물에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2. 수확물을 품목 및 품종별로 적합한 환경에 저장하여야 한다.(권장)
7-2-1. 서
 류(감자, 고구마 등), 마늘과 양파 등은 일정 기간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된 환경
에서 예건(또는 큐어링)하여야 한다.

7-3. 한
 낮에 온도가 높을 때 수확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수확 후에는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으로 옮겨 보관하여야 한다. 수확 작업 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
고, 상자에 던져서 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권장)
7-4. 고
 온기에 수확하는 농산물의 품온을 낮추기 위하여 예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확 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얼거나 저온 장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권장)
7-5 수확한 농산물이 야생동물이나 애완동물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
다.(필수)
7-5-1. 수
 확물 보관 창고 또는 수확 후 처리 시설 등에 파리, 쥐ㆍ새 등의 야생동물이나 애완
동물이 출입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7-5-2. 수확한 농산물을 야간에 야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일시적인 야외 보관이 불
가피한 경우에는 야생동물이 수확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6. 수
 확 후에 생장 조정제, 훈증제 등 농약(농약활용기자재 포함)을 사용할 때, 「농
약관리법」 상의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의 농자재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회사가 정한 사용량, 사용 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필수)
7-6-1. 농약, 농자재 등의 처리 전반에 대한 관리와 기록은 6-1-3 기준에 따른다.

8) 수확 후 관리 및 시설
8-1. 수
 확한 농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에서 관리하여야 한다.(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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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시설이어야 한다.
8-1-2. 충분한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
리 시설(작업장, 그 밖의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지정한 작업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8-1-3. 다만, 수확 후에 세척ㆍ건조ㆍ박피ㆍ절단ㆍ선별ㆍ조제ㆍ소포장 등의 수확 후 처리 과
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8-2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8-2. 농
 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수확 후 관리) 시설을 이용하여 우수관리인
증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필수)
8-2-1. 수확 후 농산물을 취급하는 작업공간은 취사구역 등 상호 교차오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8-2-2. 수확 후 관리 시설 인근에 화장실과 세면 시설이 있어야 하며,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건조기 또는 청결한 수건(또는 일회용 수건)이 있어야 한다.
8-2-3. 작업장은 비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수확한 농산물과 접촉하는
작업장 바닥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8-2-4. 축산폐수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은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8-2-5.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ㆍ운
영하여야 한다.
8-2-6. 지하수를 사용하여 수확 후 농산물을 세척하는 경우에는 취수원이 화장실, 폐기물처리
시설, 동물 사육장 등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8-2-8. 농산물의 수송·운반·보관 등에 사용하는 물류 기기와 용기는 세척하기 쉬워야 하며
소독과 건조가 가능하여야 한다.
8-2-9. 용수 저장 탱크에 밀폐가 되는 덮개(가능하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유입
을 방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여야 한다.
8-2-10. 수확 후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의 수질기준(재활용
수를 사용할 경우는 정화수)을 충족하여야 한다.
8-2-11. 최종 제품의 세척을 위해 재순환된 물을 사용할 경우 여과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
고, 그 여과 장치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재순환된 물은 수
소이온농도지수(pH) 및 살균제의 농도와 사용 빈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세
척농산물에 한함)
8-2-12. 여과는 사용률과 수량에 따라 관리 일정을 문서로 정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고체
나 부유물질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세척농산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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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수
 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다음과 같은 위생 지침을 준수하
여야 한다.(필수)
8-3-1. 수확 작업 전 및 용변 후, 오염물질 취급 후에 손을 청결하게 씻고, 건조기 또는 청결한
수건으로 건조하여야 한다.
8-3-2. 위생적인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작업을 위해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 조치(예 :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 마스크 및 위생 장갑의 착용 등)를 취하여야 한다.
8-3-3. 수확 후 관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8-3-4. 작업장은 사용 전후에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등 작업장을 청결하
게 관리하여야 한다.
8-3-5. 작업장의 위생 관리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4. 약
 용작물의 경우는 수확물의 건조 전에 발생하는 호흡열·통풍 불량 등에 의해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건조 후에 품질 변화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필수)
8-4-1. 자연 건조할 때에는 통풍이 잘 되는 조건에서 작물의 특성에 맞게 건조하여야 한다.
8-4-2. 인공 건조할 때에는 유해가스 등이 건조물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품질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건조 온도를 6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8-4-3. 뿌리, 잎, 꽃 등의 부위에 따라 알맞은 건조 온도와 시간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8-4-4. 건조 후에는 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비에 젖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
하여야 한다.

8-5. 농
 산물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상자, 포장 필름, 포장지, 용기 등은 위생적인 환경
에서 보관하고 이용하여야 한다.(권장)
8-5-1. 특히, 과실의 경우, 포장이 불량하여 충격이나 압력에 의해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8-6.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한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라
선별·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권장)
8-6-1. 다만, 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품목 또는 품종의 포장규
격이나 등급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9) 환경오염 방지 및 농업 생태계 보전
9-1.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
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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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제도

9-1-1. 농
 약병과 폐비닐은 분리수거하여 폐기물집하장이나 전문 수거업자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9-1-2. 생활쓰레기를 농장주변에서 소각·매립·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권장)

9-2.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
도록 신속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권장)
9-3. 농
 장 및 농장 주변에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
우, 오염원 유출입 등에 대한 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필수)
9-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천·호소 구역
내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 등’을 권고할 경우, 협조
하여야 한다.(권장)
9-5. 농
 경지에 서식하는 생물군 관리 및 보존에 힘써야한다.(권장)
9-5-1. 재배 지역의 생물종 다양성과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10) 농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10-1. 농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해당 위해 요소를 제
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필수)
10-1-1. 농작업자는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장비(농약살포
시 보호장비, 분진마스크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10-1-2. 농약 살포자의 보호장비는 세탁 및 건조 후 청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
야 한다.

10-2. 각
 종 안전사고와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수칙 및 비상 연락망을 비치하
고, 모든 농작업자가 이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권장)
10-2-1. 농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 주변에 응급도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0-2-2. 화재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소화기를 잘 보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
에 비치하여야 한다.
10-2-3. 농업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3. 농
 작업자의 안전과 보건, 휴식과 근로시간, 농업인의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법
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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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
11-1. 농
 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농산물우수관
리인증을 받은 자는 아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 공동 작업자가 실
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필수)
과정명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2시간

교육기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교육 기관(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내용

산물우수관리기준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농산물우수관리 실천 요령 등

4. 농산물 안전성을 해치는 위해요소
GAP에서 위해요소란 농산물에 잔류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식
중독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화학적(농약, 중금속, 독소 등), 물리적(머리카락, 유리,
금속, 고무조각, 곤충 사체 등의 이물질 등) 인자나 조건을 말하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해요소를 허용수준이하로 관리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 생물학적 위해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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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해요소

용수

일반세균
대장균군
노로바이러스
E.coliO157

토양

일반세균
대장균군
B,cereus
Salmonella spp.
노로바이러스
곰팡이

개인
위생

일반세균
대장균군
B,cereus
S.aureus

발생원인

예방조치방법

-사
 람, 가축 분변,
곤충 등에 의해
오염
-부
 적절한 농업용
수 사용
-부
 적절한 수확용
기 사용
-수
 확 후 선별 작
업 중 작업자에
의 한 오염

- 재배지 선정 시 상습 침수지역을 피함.
- 파종전 멀칭하고 애완동물 및 야생동물 출입
방지
- 잠적관수를 사용하고 양액탱크 뚜껑 닫기
- 수확용기 세척 후 사용
- 작업시 손 세척 및 장갑 착용
- 수확 후 관리시설 가까운 곳에 화장실 설치
- 농장주변 발생하는 쓰레기 관리
- 감기, 몸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사
람은 수확 작업에서 제외
- 작업공간 청결 유지
- 작업이 마친 후 작업대와 작업장 세척·소독
- 선별 및 포장작업을 할 때 위생장갑 착용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제도

● 화학적 위해요소
구분

위해요소

발생원인

예방조치방법

용수

잔류 농약
중금속

토양

잔류 농약
중금속

- 부적절한 비료 사용
-농
 약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사용
- 부적절한 재배지 선정
-공
 장 주위 재배지 선정으로 인한 중금
속 오염
- 중금속에 오염된 농업용수 사용
- 규격외의 비료 사용
-빈
 농약병, 농약봉지, 살포잔액의 부
적절한 관리로 인한 2차 오염

- 규격제품(비료)을 사용
- 농약의 살포횟수와 최종 살포시
기 준수
- 공장 주위 재배지 선양 지양
- 농약 비료 등이 서로 뒤 섞이지
않도록 잘 정돈하여 청결하게
보관
- 빈 농약병, 농약봉지, 살포잔액은
전량 수거하여 안전하게 폐기

● 물리적 위해요소
구분

위해요소

경질
이물

농약병
유리병
철사조각

연질
이물

폐비닐, 담배꽁초
마대자루, 비닐끈
비료포대, 전작물
일반쓰레기
개인물품 폐포장용기
폐농자재

발생원인

-농
 장 및 농장 주변에서 발생
하는 쓰레기로 인한 오염
-주
 변 환경 정리의 중요성에
대한 작업자 인식부족
- 농약병의 부적절한 관리

예방조치방법

- 배출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
후 전량 폐기
- 농약병의 폐기 시 별도 보관
후 전량 수거 및 폐기
- 농약 및 비료의 별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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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약용작물
GAP 표준재배기술
내수확대
약용작물▶

감국·강활·당귀·더덕·도라지
독활·둥글레·맥문동·백지·삽주
오갈피나무·오미자·우슬·지치·지황
하수오·황금·황기

신수요
약용작물▶

강황·개똥쑥·금은화·두충·만삼
모과나무·목단·석창포·소엽·식방풍
애엽·원지·익모초·창출·천문동
천속단·현삼·형개

작물▶

약용

감국

대

01
◀내수

확

식물명 : 감국(국화과 Compositae)
생약명 : 감국(甘菊, Chrysanthemi Indici Flos)
학명 및 식물기원 : Dendranthema

indicum (L.) DesMoul.
이용부위 : 꽃

1. 식물의 성상
재배식물의 성상
국화과의 다년생 초본식물이다. 키
는 30~60cm이고 전체에 짧은 털이
있으며 줄기는 자흑색이다. 잎은 어긋
나게 달리며 둥근 난형이고 얇고 부드
러우며 보통 5갈래로 나누어진 깃 모
양으로 재배국화보다 약간 더 갈라지
고 결각 모양의 톱니가 있다. 꽃은 노
란색인 두상화서의 지름 2~2.5cm 정
도로 줄기 끝에 산방상으로 달리고 두
상화서 가장자리 1줄은 설상화이고 가

▲감국

운데는 관상화이다. 개화기는 9~11월이고 결실기는 10~11월이다.

동속식물
감국(Dendranthema indicum (L.) DesMoul.)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규격집에 생약기원식
물로 수재되어 있으며, 동속 식물로 산국(Dendranthema boreale (Makino) Ling ex Kitam.)
및 가는잎감국(Dendranthema indicum var. acuta (Uyeki) Kitam.)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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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작물 GAP 표준재배기술
◀내수확대 약용작물▶

주요성분 및 약리작용
감국의 전초는 정유, 리나린(linarin), 루테오린(luteolin)의 배당체, 크리산테민
(chrysanthemin), 크리산테막산틴(chrysanthemaxanthin), 다당류, 코우마린(coumarins), 등
을 함유하며 정유 중의 주요성분은 캄펜(camphene), 캄포(camphor), 카본(carvone) 등이다.
약리작용은 소풍(疎風; 풍을 소산시키는 효능), 청열(淸熱; 열을 내리는 것), 평간(平
肝; 간기(肝氣)가 몰리거나 치밀어 오르거나 간의 양기가 왕성한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 명목(明目; 눈을 밝게 하는 효능), 해독(解毒)하는 효능이 있어 풍열감기(風熱感氣),
폐렴, 디프테리아, 위장염, 고혈압, 구창(口瘡; 입 안에 나는 부스럼), 단독(丹毒; 마치 붉
은 칠을 한 듯 온몸이 갑자기 붉게 변하는 것), 습진, 천포창(天疱瘡; 피부와 점막에 수포
를 형성하는 만성 물집 질환) 등을 치료한다.

2. 재배환경
기후
우리나라 각지에 재배가능하며 일조량이 충분하고 통풍이 좋아야 하며 여름철 고온다
습지역은 피해야 한다.

토양
토양 적응성이 높으나, 배수와 보습력이 있는 유기질이 풍성한 모래참흙으로 건조하지
않고 적당한 습기가 있으면 생육이 좋다. 토양 중의 중금속 함량 및 수질은 우수약용작물
재배관리지침의 규정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3. 재배법
번식
1) 분주법
봄에 새싹이 나오기 전 포기를 캐어서 여러 포기로 나누어 심는 방법인데 한 번 재배한
후에는 대개 이 방법으로 번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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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삽목법
삽목시기는 4~5월에 하는 것이 적은 모본으로 많은 묘를 만들 수 있다. 방법은 모래 또
는 비료분이 적은 흙을 10cm 두께로 깔고 묘상을 만든다. 삽수는 길이 8~9cm로 하고 잎
을 2~3매 붙여 둔다. 삽수는 반쯤 상토에 비스듬히 꽂고 물을 충분히 준다. 삽목용 발근
제 IBA 10,000배 희석액에 10분 정도 침지 후 시판상토에 육묘한 후 정식하면 뿌리의 생
육이 좋아지고 결주도 줄어든다.
삽상은 반음지가 되도록 발이나 차광망을 쳐주고 매일 관수하여 뿌리가 내리도록 하면
2주일 정도 지나서 발근이 되고 3~4주일 후에는 새싹이 5~6cm 자라서 정식할 수 있는
묘가 된다. 삽목으로 번식한 묘는 조금 일찍 심을 때는 정식하는 시기에 따라서 경엽이
퍼지는 정도를 감안해서 정식거리를 신축성 있게 하며 평균적으로는 120cm×50cm로 재
식 했을 때 수량이 좋다. 삽목묘는 10a당 1,600주 정도 소요된다.

정식
1) 분주묘
분주에 의해 번식하는 묘는 이른 봄 새싹이 나오기 전에 포기를 캐어 여러 갈래로 쪼개
어 이랑사이 60cm, 포기사이 40cm 간격으로 구덩이를 파고 묘근이 약간 덮힐 정도로 정
식한다.

2) 삽목묘
삽목으로 번식한 묘는 조금 일찍 심을 때는 정식하는 시기에 따라서 경엽이 퍼지는 정
도를 고려하여 정식거리를 신축성 있게 하며 평균적으로는 120cm×50cm로 재식 했을
때 수량이 좋다. 이식작업은 뿌리에 흙을 붙여 비 오는 날 또는 구름이 낀 날에 옮겨 심고
될 수 있으면 관수를 하여 묘가 마르지 않도록 한다.

비배관리
기비는 10a당 두엄 1,000kg, 유박 60kg, 과석 20kg, 초목회 50kg 정도를 넣고 경운한
다음 정식한다. 추비는 개화 1개월 전에 유박 썩힌 액비나 복합비료를 적당량 주면 꽃이
크고 많이 개화한다.
추비 대신 완효성 유기질퇴비(N:P:K=4:2:1)를 기비로 10a당 60kg 시비하면 처리 하
지 않았을 때 보다 58% 정도 수량증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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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밭관리
묘가 30cm 정도 자라면 가지를 많이 치도록
하기 위하여 적심을 하여 꽃가지를 많이 만드
는데 적심의 마감은 8월 중순경으로 한다. 정식
후 중경제초를 해 주고 포기주위에 북을 주며
이랑사이에 짚을 깔아 준다. 감국은 한 번 심으
면 여러 해 동안 꽃을 수확할 수 있으나 3~4년
동안 재배하면 뿌리가 온 밭에 가득 차고 수량
도 점점 감소하며 꽃 크기도 작아지므로 포기를

▲ 감국 포장

캐어서 분주하여 다시 심도록 한다.

잡초방제
북주기 방법이나 검정비닐 또는 매트피복 재배를 한다. 흑색면포 피복재료를 사용하면
생육, 수량과 경제성에는 차이가 없지만 친환경적 재배가 가능하다.

4. 병해충 방제
병
검은무늬병, 갈색무늬병, 흰녹병이 발생하며 고추나선선충, 애벼뿌리선충, 콩뿌리썩이
선충과 같은 선충류가 보고되어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다.

해충
1) 초록장님노린재
가) 피해해충 및 피해증상
장님노린재과에 속하며 성충과 약충이 피해를 준다. 성충의 크기가 5mm 내외의 작은
노린재로 성충, 약충 모두 연녹색을 띤다. 더듬이는 담갈색이나 밑부분은 담녹색이다.
주로 신초부위의 어린잎을 흡즙 가해하며, 피해 받은 잎의 초기에는 백색으로 변색되
나, 자라면서 상처로 남아 구멍이 생긴다. 피해부위는 생육이 위축되며, 기형의 잎이 많
이 생긴다.

029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나) 생활사 및 발생시기
자세한 생태는 알 수 없으나 년 2회 이상 발생한다. 7월 말, 9월 초에 성충과 약충의 발
생이 많다. 감국, 산국, 구절초, 쑥, 국화 등 많은 종류의 국화과 식물을 가해한다.

2) 국화하늘소
가) 피해해충 및 피해증상
하늘소과에 속하며 성충이 피해를 준다. 크기는 6~9mm 정도이며, 더듬이는 거의 몸
길이만큼 길다. 몸은 검은색이며, 앞날개에 회색 털이 빽빽하고, 복부는 적갈색이다. 가
슴 등쪽에는 1개의 적갈색 무늬가 있다.
알은 담황색으로 긴 타원형이며, 유충은 유백색으로 다자란 유충은 2cm 정도이다. 5월
상순~중순경에 줄기 선단부가 갑자기 시들어 아래로 쳐지고 점차 말라죽는다. 이러한 증
상은 성충이 산란할 때 줄기 선단부에 2~3cm 간격으로 위아래에 상처내고 중앙부위에
산란하기 때문에 나타나며, 이 부위를 절개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알을 볼 수 있다. 유충
은 줄기 속을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가해한다.
나) 생활사 및 발생시기
년 1~2회 발생하며 성충은 4~5월경부터 새싹부분에 둥글게 상처를 내고 1개씩 산란한
다. 유충은 줄기 속을 파고 내려가면서 가해하고 다 자랄 때쯤은 뿌리부분까지 도달한다.
8~9월경에는 줄기 속에서 번데기가 되며, 9~10월에 성충이 되어 그 상태로 월동하지만
일부는 다자란 유충으로 월동이 간하다.

5. 수확 및 수확후 관리
이용부위 및 특성
감국은 가을 만개 시 채취하여 양건 또는 화건한 노란 빛이 선명하고 정선된 두상화
이다.

수확시기 및 방법
정식한 가을이 되면 노란 꽃이 피는데 수확 시기는 꽃이 만개되었을 때이며 손이나 가
위로 꽃만 잘라 내거나 천치를 이용하기도 한다. 수확량은 10a당 150kg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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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및 저장
햇볕에 건조하면 갈변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므로 건조 시간이 비교적
짧은 60℃로 건조시켜 조제한다. 건조한 꽃은 되도록 빛깔이 깨끗하고 노란빛이 짙은 것
이 상품이다. 저장은 꽃을 비닐에 넣어 밀봉한 뒤 5℃ 냉장고에 보관하면 습도변화도 없
고 쉽게 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 저장이 가능하다.

6. 생약의 특성과 품질(KHP)
생약의 특성
이 약은 꽃으로 지름 0.3~3cm의 두상화로서 총
포는 4~5겹으로 되어 있고, 바깥쪽의 총포는 선모
양~침모양이고 안쪽의 총포는 달걀모양을 나타낸
다. 설상화는 1줄이고, 노란색이며 쭈글쭈글 하고 말
아져 있으며, 관상화는 여러 개이고, 진한 노란색이
다. 이 약은 특유한 향기가 있고 맛은 쓰다.
▲ 건조 감국

품질
순도시험
⊙ 이물
이 약은 꽃대 및 잎 등의 이물이 3.0% 이상 섞여 있지 않다.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ppm 이하.

마) 엔드린 0.01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건조감량 : 10.0% 이하.

⊙ 산불용성 회분 : 1.5% 이하.

⊙ 저장법 : 밀폐용기

⊙ 회분 :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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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

강활

대

02
◀내수

확

식물명 : 강활(산형과, Umbelliferae)
생약명 : 강활(羌活, Ostericum Root)
학명 및 식물기원 : 강활 Ostericum grosseserratum (Maxim.)Kitag.
또는 중국강활(羌活) Notopterygium incisum Ting 혹은
관엽강활(寬葉羌活) Notopterygium forbesii Boissier
이용부위 : 뿌리줄기 및 뿌리

1. 식물의 성상
재배식물의 성상
강활은 다년생 초본식물로 줄기는 곧게 자라며 키는 1~2m 정도이다. 굵은 줄기는 속이
비어 있고 윗부분에서 잔가지가 많이 생겨서 갈라져 퍼진다. 잎은 어긋나게 달리고 크며
연하고 뿌리에서 나오는 잎의 잎자루는 적자색이다. 갈라진 작은 잎은 난상타원형 또는 난
형이며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는 톱니모양을 하고 있다. 잎자루는 밑부분이 넓어져서 줄
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작은 잎자루는 아랫부분의 것은 길지만 윗부분으로 올라 갈수록 점
차 짧아진다. 꽃 차례는 복산형화서(複散形花序)로 우산을 펼쳐놓은 것 같은 형태이며 가
지 끝과 원줄기 끝에서 10~30개의 작은꽃들이 줄기에서 흩어져 8~9월에 백색으로 핀다.
꽃잎은 5개이며 수술도 5개로 암술보다 수술이 먼저 성숙해 타화수정을 주로 하며 종자는
9~10월에 익는다. 열매의 모양은 타원형으로 평평하며 둘레에는 날개가 있다. 뿌리는 직
근성이며 짧고 굵다. 그러나 꽃대가 올라오면 뿌리의 저장양분이 꽃대로 이동하면서 목질
화가 이루어져 한약재로서 이용할 수 없다. 중국강활과는 형태적 차이가 있다.

동속식물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강활속(Ostericum) 식물은 강활(O. grosseserratum (Maxim.)Kitag.),
신감채(O. grosseserrata (Maxim.)Kitag.), 묏미나리(O. sieboldi (Miq.) Nakai), 큰참나물(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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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anotilingia (H. D. Boiss.) Kitagawa)이 있다. 대한약전에는 강활 (Ostericum koreanum
Maximowicz)의 뿌리 또는 중국강활(Notopterygium incisum Ting) 또는 관엽강활(Notopterygium
forbesii Boissier)의 뿌리줄기 및 뿌리로 규정하고 있다.

성분 및 약리작용
강활의 주요성분은 코레아닌(koreanin), 이소임페라토린(isoimperatorin), 옥시푸세다닌
(oxypeucedanin), 프랑골라린(prangolarine), 임페라토린(imperatorin) 등이 보고되어지고
있다. 약리작용은 해열, 진통, 피부 진균 억제, 심장근육 혈류량 증가작용이 있다.

2. 재배환경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므로 중북부지역의 준고냉지~고냉지가 재배적지이다. 남부 평야
지에서는 한여름에 하고(夏枯)현상을 일으키므로 재배하기 어렵다. 토심이 깊고 유기물
함량이 많은 사양토~식양토가 좋다. 약간 그늘진 곳이 좋으며 남향이나 습기가 적은 곳
은 생육이 불량하기 쉽다. 그러나 과습하면 뿌리가 썩는다.

3. 재배기술
채종
강활은 종자로 번식을 하며 노두(蘆頭) 번식도 가능하다. 종자를 채종할 밭은 서북향
으로 배수가 잘되며 수분이 비교적 잘 유지되는 사양토~식양토를 선택한다. 10a당 퇴비
1,000kg, 깻묵, 초목회, 용성인비를 뿌리고 갈아서 전층시비가 되도록 하고 정지한 후
1.2~1.5m의 두둑을 만든 다음 이랑나비 50cm, 포기사이 20cm로 묘두(苗頭)가 약간 보
일 정도로 종근을 심고 포기 주위의 흙으로 배토(培土)해 준다.
종근(種根)은 건실하게 자란 2년생으로 추대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심는 시기는 중
북부 산간지역에서는 이른 봄에 심는 것이 좋고 기타 지역은 가을에 심는 것이 좋다. 심
은 후에 가뭄이 계속되면 뿌리의 활착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물을 주고 짚이나 건초로 덮
어준다. 출아가 완전히 끝나면 골 옆을 얕게 파고 10a당 질소 3kg, 인산 8kg, 칼리 4kg
을 혼합하여 시비한 후 흙을 덮어 비료의 유실을 방지한다. 5월 중순경에 생육상태를 보
아서 질소질 비료를 약간 추비하고 김매기를 겸해 배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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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하순에는 대부분의 종자가 결실되므로 종자가 떨어지기 전에 베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린 다음 종자를 털어서 정선한다. 정선된 종자는 다시 수분함량이
12% 이하가 되도록 그늘에서 말린 다음 종이 봉지나 마대에 넣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였다가 파종용 종자로 쓴다.

▲ 종자 결실

▲ 강활 종자

재배양식
재배양식은 본밭에 직접 종자를 뿌려서 재배하는 직파 재배법, 묘판에서 1년간 육묘한
후 본밭에 옮겨 심는 육묘이식 재배법이 있다. 뿌리의 정단부를 노두(蘆頭)라고 하는데
가을에 수확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심는 방법도 있다.
직파 1년 재배로는 규격품을 생산할수 없으므로 2년 재배하는데 이 경우 재배환경에 따
라 추대가 많아지면 수량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나 육묘이식 재배에 비해 생산노력은
적게 든다.
육묘이식 재배는 파종, 육묘, 이식 등의 노력비가 많이 드는 결점이 있다. 그러나 이식
하기 전에 뿌리가 가늘거나 또는 지나치게 굵어 추대될 우려가 있는 묘는 골라내고 심게
되므로 뿌리가 크고 잔뿌리 발생이 적어 상품성과 수량성이 높아서 소득이 증대되는 가
장 유리한 재배법이다. 파종량은 1.0~1.2kg/33㎡(10평) 정도 파종하는 것이 적당하다.

묘 기르기
1) 육묘상 만들기
육묘상은 습기가 알맞고 배수가 잘되는 사양토에서 식양토를 택하여 서북향으로 설치
하는 것이 좋다. 본포 10a당 정식할 육묘상의 면적은 33㎡ 정도가 소요된다. 육묘상은 뿌
리 뻗음이 좋도록 깊이 갈고 비료와 토양살충제를 뿌린 다음 정지해서 폭 1.2~1.5m 정도
의 두둑을 동서로 높게 만든 후 흩어 뿌림이나 줄뿌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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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름주기
육묘상의 비옥도가 중정도일 때는 거름을 줄 필요가 없으나, 묘상이 척박하면 퇴비
를 33㎡당 40kg 정도 뿌려주고 생육상태를 보아 가면서 약간의 비료를 시용한다. 묘
가 너무 크면 정식했을 때 본밭에서 추대가 많아지고 수량이 떨어지므로 소묘(묘 직경
0.3~0.5cm)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좋다.

3) 묘상파종
가을에 종자를 채종하여 축축한 모래와 섞어서 노천매장으로 저장했다가 파종하는 것
이 출아율이 높다. 노천매장하지 않은 경우 마른 종자를 파종하면 발아가 고르지 못하므
로 종자를 2~3일간 흐르는 냉수에 침종하였다가 물기를 뺀 다음 48시간 정도 저온처리
(2~5℃)하여 파종한다.
파종 시기는 3월 하순~4월 상순에 파종하고 파종량은 33㎡에 6ℓ(1.0~1.2kg) 정도가
적당하다. 줄뿌림보다 흩어뿌림으로 하는 것이 묘사이의 간격이 고르고 좋다. 육묘상에
고르게 종자를 흩어 뿌린 후 체로 곱게 친 고운 부엽토로 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덮
은 다음 짚을 덮고 물을 충분히 뿌린다. 복토가 깊거나 흙이 단단하면 배축이 땅위로 출
현하지 못하고 썩어버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4) 묘상관리
파종 후 싹이 땅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덮어 주었던 짚을 즉시 걷어준다. 싹이 많이 올
라올 때까지 그대로 두면 길게 웃자라고 짚 사이로 새싹이 나와서 짚을 걷어줄 때 어린
싹이 뽑히거나 상처를 받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잡초 방제는 발생 초기에 철저히 해야 한다. 제초작업이 늦어져 잡초가 크면 풀을 뽑아
줄 때 주변 묘도 뽑힐 염려가 있다. 솎음은 아주 심하게 밴 곳만 조금씩 해준다.

▲ 종자 직파

▲ 파종 후 볏짚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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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심기
1) 묘선별
묘상파종 당년 가을 10월 중·하순에 종근을 파내어 흙을 턴 후 묘의 크기에 따라서 대
묘(묘 직경 0.9cm 이상), 중묘(묘 직경 0.6~0.8cm), 소묘(묘 직경 0.5cm 이하)로 구분
하고 소묘와 중묘를 정식한다. 묘는 크기별로 심는 것이 관리하기 편하며, 대묘는 되도록
심지 않는 것이 좋다. 대묘는 본밭에서 추대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수량이 감소하는 요인
이 되기 때문이다.

2) 정식
가을에 정식할 경우는 가능하면 묘를 굴취한 후 바로 심어서 뿌리가 활착된 후 월동시
킨다. 봄에 정식할 경우는 20뿌리씩 묶어서 저장하고, 노두는 가을에 수확과 동시에 뿌
리에서 떼어내어 움저장 후 이듬해 3월 하순~4월 상순에 심는데 굵은 노두와 종근은 가
급적 4월 상순 이후에 심어 추대를 방지한다. 심는 거리는 토양의 비옥도, 위치, 시비량
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줄 사이 45cm, 포기사이 20cm로 한다. 잡초방제를 위
해 흑색비닐을 피복해주기도 한다. 정식은 골을 깊이 파고 1포기씩 세워서 심는다. 아주
작은 묘(묘 직경 0.3cm 이하)는 2개씩 심는다. 뿌리 끝이 구부러지게 심으면 뿌리가 제대
로 뻗지 못하고 잔뿌리가 많이 나와 품질이 떨어진다. 가을에 심을 때는 흙을 약간 두껍
게 덮어주고 가볍게 눌러주어 서리의 피해를 막아주도록 한다.

시비
본밭의 시비량은 10a당 질소 4kg, 인산 8kg, 칼륨 4kg, 퇴비 1,000kg 정도로 한다. 퇴
비, 인산, 칼리는 전량 밑거름으로 전층시비한다. 그러나 질소비료를 밑거름으로 주거나
5~6월에 일찍 웃거름으로 많이 주면 지상부 생육이 무성하고 꽃대의 발생이 많아지게
되므로 전량 웃거름으로 나누어 시용한다. 초기 생육을 억제시켜 추대가 적게 하고 8월
초순 이후에 질소질 비료를 생육상태에 따라 2회로 나누어 주어 뿌리의 비대생장을 촉진
시킨다.

본밭관리
해동 후 이른 봄에 이식작업을 하므로 초기에 발생하는 잡초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새싹이 어느 정도 올라온 후 김매기를 겸해서 배토해주고 헛골에는 제초제가 식물에 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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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조심해서 뿌려준다. 생육 중기에 비가 내리지 않아 가물 때에는 5~10일 간격
으로 관수를 해준다.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꽃대가 발생하여 꽃이 피게 된다. 꽃대가 올
라와 꽃이 피면 뿌리가 목질화(木質化) 되어 약재로 쓸 수 없게 되므로 꽃대는 발견 즉시
제거해 준다.

▲ 강활 생육 중기

▲ 강활 채종포

4. 병해충 방제
병
1) 궤양병
가) 병징
강활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는 병으로 증상은 잎, 가지에 발생하며 잎에 황백색 유침상
의 작은 반점이 생기며, 병반은 점차 백색 내지 회색의 부정형 병반으로 확대되고, 표피
는 융기되면서 쪼개진다. 잎의 엽맥 부위에서 발생이 심하며, 6월 하순부터 발병하기 시
작하여 8월 이후 까지 지속된다.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병원균은 Pseudomonas syringae로 호기성이며 전염경로는 병원세균은 잎이나 나뭇가지에
서 월동하여 일차전염원이 된다. 토양에서는 병원균이 오래 살지 못하고, 기주식물체의
기공이나 상처부위를 통하여 침입하며, 주로 빗물에 의하여 전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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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제
예방위주, 발병초기에 방제하여야 효과가 있으며 품목고시된 GAP 적용약제로 코퍼하
이드록사이드 수화제, 옥솔린산 수화제, 스트렙토마이신·발리다마이신 수화제, 가스가
마이신 입상수화제가 있다.

2) 줄기썩음병
가) 병징
줄기의 지제부위에서부터 검게 변색되어 썩으며, 식물체의 생육이 불량하게 되고 감염
된 잎은 부패되어 말라 죽는다.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병원균은 Rhizoctonia solani Kühn으로 분생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 갈색의 부정형 균핵
을 형성하며, 생육온도 범위는 10~35℃이고, 25℃ 내외에서 가장 잘 자란다. 전염경로는
병든 부위나 토양 중에서 주로 균핵을 형성하여 월동한 다음, 이듬해 봄에 발아한 균핵으
로부터 균사가 자라 다시 식물체를 침해한다.
다) 방제
질소과용을 피하고 윤작을 한다. 현재까지 등록된 GAP 적용약제가 없다.

해충
1) 차응애
암컷이 0.5mm, 수컷이 0.4mm이고, 암컷 성충은 암적색을 띄며 몸 측면에 암색 반점
이 있다. 여름형 암컷은 붉은 빛이 도는 초콜릿색으로 앞다리 선단부에 연한 황적색이 감
돈다. 휴면 암컷은 붉은색이다. 알은 구형으로 옅은 황색을 띠며, 알에서 갓 부화한 약충
은 옅은 황색이다. 휴면하는 암컷은 자색, 수컷은 적색을 띤다. 응애 발생 패턴은 강활의
경우 6월 중순과 7월 중순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8월 이후에는 줄어들다가 서서히
증가한다.

2) 꼬부랑진딧물
매미목 진딧물과의 곤충으로 몸길이 유시충 1.9mm, 무시충 약 2mm이다. 유시충은 처
리된 표본에서는 배의 피부가 연한 옆무늬를 제외하고 투명하며, 몸의 다른 부분은 검은
색이다. 강활에 있어서 진딧물은 5월 초순부터 발생이 되기 시작하여, 5월 하순부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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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순까지 발생이 급격히 증가 되며, 6월 중순 이후에는 서서히 발생이 줄어들다가 7월과
8월의 고온기에는 발생이 줄어들고, 8월 하순∼9월 상순부터 기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 외에도 뿌리썩음병과 토양해충(거세미, 굼벵이) 등의 피해가
가끔 나타나고 있다.
● 강활 발생 병해충 GAP 적용약제 안전사용 지침
대상
병해충

약제명(품목명)

사용적기
및 방법

코퍼하이드록사이드 수화제
옥솔린산 수화제
궤양병

스트렙토마이신·
발리다마이신에이 수화제

발병초
7일 간격
경엽처리

가스가마이신 입상수화제

희석배수

안전사용 기준
처리시기

사용횟수

500배

-

-

1,000배

수확 30일전까지

3회 이내

2,000배

수확 21일전까지

4회 이내

1,000배

수확 21일전까지

4회 이내

5. 수 확
수확은 정식 당년 가을 10월 말~11월 초에 지상부를 베어내고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캐낸다. 캐어낸 뿌리는 흙을 털고 물로 세척하여 햇볕에 건조시킨다. 햇볕에 반
정도 건조되어 부드러워지면 잔뿌리를 아랫부분의 원뿌리와 함께 모아 보기 좋게 구부려
형태를 잡은 후 완전히 건조시킨다. 상급의 강활은 수분함량이 12% 이하이고, 부드러우
며 겉은 황갈색, 속은 황백색이다. 또 길이 20cm, 직경이 3cm 이상인 것이 상등품이다.
등외품은 별도로 포장하여 출하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수량은 보통 10a당 생근으로
600~700kg, 건근은 200~250kg이 생산된다.

6. 저 장
포장용기는 마대 및 크래프트지를 이용한 이중봉투에 저장할 경우 부패 및 해충의 피
해 없이 상온에서 6개월 이상 안전 저장이 가능하다. 비닐에 보관할 경우 무게 변화 및
부패의 위험이 있으므로 부패와 해충의 피해를 줄이려면 냉동고(-5℃)에 저온 저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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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약의 성상과 품질(KP)
성상
1) 강활
이 약은 뿌리로 원뿔모양 또는 긴 원뿔모양이고 보통 가지가 많이 갈리며, 길이
15~30cm, 지름 2~5cm이다. 바깥면은 황갈색~갈색이며 수염뿌리나 그 자국이 군데군
데 남아있다. 근두부 가까이에는 고리를 이룬 가로무늬를 볼 수 있다. 근두부는 비교적
팽대되어있고 보통 줄기 그루나 잎자루 그루가 남아있다. 질은 단단하나 취약하다. 잘린
면은 피부가 연한 갈색 또는 황갈색이고 비교적 성글며 벌어진 틈새가 많고, 목부는 백색
이거나 황백색이다. 이 약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볼 때 뿌리의 가장 바깥층은 3~4열의
코르크세포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4~8층의 후각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분비도는 후각
조직 중이나 사부에 드문드문 배열되어 있다. 수선은 1~3열이고 2차 목부에서 피부까지
방사상으로 배열하고 있으며, 형성층은 3~4열이다. 세포간극은 특히 피부에 많고 유조
직 중에는 전분립이 가득 들어있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있으며, 맛은 처음에 달고 시
원하며 후에 약간 쓰다.

2) 중국강활(中國羌活)
이 약은 뿌리 및 뿌리줄기로 약간 구부러진 원기둥모양이고 때로 가지가 갈리며, 길이
4~13cm, 지름 6~25mm이다. 바깥면은 밤색~흑갈색이고 겉껍질이 벗겨진 곳은 노란색
이다. 마디사이가 짧아지고 고리 무늬가 빽빽하게 융기되어 누에처럼 보이는 것은 잠강
(蠶羌)이라 부르고, 마디사이가 길어져서 대나무마디처럼 보이는 것은 죽절강(竹節羌)이
라 부른다. 마디 위에는 점모양 또는 혹모양으로 튀어나온 뿌리의 자국이 있으며, 갈색이
고 부서진 비늘 조각이 많이 있다. 몸체는 가볍고 질은 취약하여 자르기 쉽다. 잘린 면은
고르지 않고 벌어진 틈새가 많으며 피부는 황갈색~어두운 갈색이고 미끈미끈하며 갈색
의 유점(油點)이 있고, 목부는 황백색이며 수선이 뚜렷하다. 수부는 노란색~황갈색이다.
이 약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볼 때 코르크층은 10여열의 코르크세포로 되어있다. 피부
는 좁고 사부에는 벌어진 틈새가 많으며 형성층은 고리를 이루고 있다. 목부 도관은 비교
적 많다. 유실은 크고 주로 사부에 많으며, 수, 수선에도 분포하고 그 안에는 황갈색의 기
름과 같은 물질이 들어있다. 이 약은 향기가 있고 맛은 약간 쓰면서 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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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엽강활(寬葉羌活)
이 약은 뿌리줄기 및 뿌리로 되어있다. 뿌리줄기는 원기둥모양에 가깝고 위쪽끝에는 줄
기 및 엽초의 자국이 남아 있다. 뿌리는 원뿔모양이고 세로주름 무늬와 껍질눈이 있다.
바깥면은 밤색이고 뿌리줄기 가까운 곳에는 비교적 치밀한 고리 무늬가 있으며. 뿌리의
길이가 8~15cm, 지름이 1~3cm인 것은 조강(條羌)이라 부른다. 뿌리줄기가 굵고 크며
불규칙한 결절상이고 위쪽 끝에 여러 개의 줄기 그루가 있으며 뿌리가 비교적 가는 것은
대두강(大頭羌)이라 부른다. 질은 성글고 취약하며 자르기 쉽다. 잘린 면은 약간 평탄하
며 피부는 연한 갈색이고 목부는 황백색이다. 이 약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볼 때 뿌리의
가장 바깥층은 3~4열의 코르크세포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4~8층의 후각조직이 발달되
어 있으며 후각조직에는 분비도가 있다. 사부에는 분비도가 드문드문 배열되어 있다. 수
선은 1~3열이고 2차 목부에서 피부까지 방사상으로 배열하고 있다. 형성층은 3~4열이
다. 세포간극은 특히 피부에 많고 유조직 중에는 전분립이 가득 들어있다. 이 약은 약간
의 냄새가 있으며, 맛은 비교적 담담하다.

품질
순도시험
⊙ 이물
이 약은 잔경 및 그 밖의 이물이 5.0% 이상 섞여 있지 않다.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ppm 이하.

마) 엔도설판(α,β-엔도설판 및 엔도설판설페이트의 합) 0.2ppm 이하.

바) 엔드린 0.01ppm 이하.

사) 옥솔린산 7.0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건조감량 : 13.0% 이하.

⊙ 회분 : 10.0% 이하.

⊙ 산불용성 회분 : 2.0% 이하. ⊙ 엑스함량 : 묽은에탄올엑스 20.0% 이상.
⊙ 저장법 :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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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

당귀

대

03
◀내수

확

식물명 : 참당귀(산형과 Umbelliferae)
생약명 : 당귀(當歸, Angelica Gigas Root)
학명 및 식물기원 : Angelica

gigas Nakai
이용부위 : 뿌리

1. 식물의 성상
재배식물의 성상
참당귀는 산형과 초본으로 줄기는 암녹색~자주빛을 띠며, 굵기는 직경이
2.0~3.0cm, 키는 1.0~1.5m이다. 주경 및 분지 끝에 복산형화서(復散形花序)로 작은
자색 꽃이 많이 모여서 핀다. 잎 모양은 우상복엽으로 2~3갈래지고 갈라진 작은 잎은
긴타원형 또는 계란 모양이고 잎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이다. 과실은 분과(分果)로써 납
작하고 둥근 모양으로 양쪽에는 날개가 있다. 종자 1,000립의 무게는 2.5~3g 정도이
다. 주근의 길이는 10~15cm, 직경 2~5cm이고 가지뿌리는 20~25cm이다. 뿌리는 강
한 향기를 갖고 있다.

▲ 당귀의 종자, 잎, 꽃, 뿌리 모양

동속식물
중국과 일본은 당귀의 식물기원이 다르다. 중국에서는 Angelica sinensis Diels, 일본에서
는 Angelica acutiloba Kitag.를 당귀로 이용하고 있다. 중국의 당귀는 서늘한 지역에서 자라

042

약용작물 GAP 표준재배기술
◀내수확대 약용작물▶

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재배할 수 없으며, 일본의 당귀는 꽃이
희고 참당귀에 비해 일찍 피며 잎이 작고 결각이 여러 갈래
진다.

육성품종의 특성

▲ 참당귀(좌)와 일본당귀(우)

1) 만추당귀
원주수집종을 집단 개량하여 작물과학원에서 1998년에 육성
한 추대안정성 품종이다. 엽색은 진부재래에 비하여 다소 연한
녹색을 띠며 줄기 색은 녹자색이고 꽃은 적자색이다. 진부재래
에 비하여 초장이 짧고, 엽수가 적으며 근장 및 근경이 크고 지
근수가 많아 주당 건근중이 무겁다.

▲ 생육 및 추대율 비교

● 주요특성(지적, 1996~1998)
품종명

초장
(cm)

엽수
(매/주)

근장
(cm)

근경
(cm)

지근수
(개/주)

건근중
(g/주)

만추당귀
진부재래

56.6
62.1

3.7
4

33.8
32.3

4.2
4

18.9
18.6

68.4
61.9

만추당귀는 추대율이 1.0％로 진부재래 40.4％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으며 10a당 수량
은 339kg으로 진부재래 154kg에 비하여 120％ 증수되었다. 품질은 진부재래에 비하여
추출물함량이 높고, 데쿠루신, 데쿠루시놀안젤라이트 함량이 높았다.
● 만추당귀의 추대율 및 수량성 (지적, 1996~1998)
품종명

추대율
(％)

추출물함량
(%)

데쿠루신
(%)

데쿠루시놀안젤
라이트(%)

건근수량
(kg/10a)

만추당귀

1

57.1

4.05

3.23

339

진부재래

40.4

45.9

3.58

2.59

154

2) 안풍당귀
작물 과학원에서 봉화수집종을 계통집단선발하여 2001년에 육성한 품종으로 추대안정성
이 높다. 엽색은 녹색, 경색은 녹자색, 꽃은 적자색이며 종피색은 담갈색이다. 만추당귀에
비하여 초장이 길고, 엽수가 많고, 근장, 근경이 크고 지근수가 많아 주당 생근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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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풍당귀의 주요 특성(지적, 1999~2001)
품종명

초장
(cm)

엽수
(매/주)

근장
(cm)

근경
(cm)

지근수
(개/주)

건근중
(g/주)

안풍

55.9

4.4

32.9

4.4

21.6

72.0

만추

54.1

4.4

30.9

4.1

19.1

65.0

직파 및 온상육묘 이식재배시에는 2년차에 개화되고, 노지육묘 이식재배시에는 3년차
에 개화된다. 직파 및 온상육묘 이식재배시 1년차에 0~5% 개화, 노지육묘 이식재배시 2
년차에 0~15% 개화한다. 수량성은 수원, 봉화, 안동에서 3년간 실시한 지역적응시험에
서 만추당귀에 비하여 11% 증수되었고, 추출물과 주요 성분함량이 높았다.
● 안풍당귀의 수량 및 품질 특성(지적, 1999~2001)
품종명

건근수량
(kg/10a)

추출물함량
(%)

데쿠루신
(%)

데쿠루시놀
안젤라이트(%)

안풍

363

46.3

3.48

2.79

만추

327

45.0

3.12

2.74

3) 육성 품종 재배의 주의사항
만추당귀는 해발 400m 이상의 중산간고냉지가 적지이고, 육묘이식 재배를 할 경우 묘
두의 직경은 0.7cm 이상의 대묘는 추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묘두직경 0.3~0.7cm의 묘를
심는다. 타화수정 작물이므로 품종의 고유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격리채종을 하
여야 한다.

4) 당귀 품종별 특성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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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

만추당귀

안풍당귀

진부재래

꽃색

농자색

적자색

적자색

엽색

녹색

녹색

진녹색

엽형

2회 3출엽

2회 3출엽

2회 3출엽

근색(표피)

황갈색

황갈색

황갈색

근색(심부)

백색

백색

백색

개화기(월,일)

7.20

7.20

7.20

초 장(cm)

57

55.9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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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

만추당귀

안풍당귀

진부재래

엽 수(매)

3.7

4.4

4.5

근 장(cm)

33.8

32.9

29.1

근 경(cm)

4.2

4.4

3.9

뿌리수(개)

18.9

21.6

18.4

건근중(g/주)

68.4

72

58

Decursin 함량(%)

3.87

3.48

2.87

Decursinol 함량(%)

3.17

2.79

2.05

엑스함량(%)

50.9

46.3

43.8

점무늬병

소

소

소

뿌리썩음병(%)

1.0

0.6

0.8

응 애

소

소

소

성분 및 약리작용
주요 성분은 Decursin, Decursinol, Nodakenin 등의 Coumarin 유도체와 α-Pinene,
Limonene, β-Eudesmol, Elemol 등을 주로 한 精油이다. 건조한 뿌리에는 정량할 때 노다케
닌(C20H24O9 : 408.40) 및 총데쿠르신[데쿠르신(C19H20O5 : 328.36) 및 데쿠르시놀안겔레
이트(C19H20O5 : 328.36)]의 합 6.0% 이상을 함유해야 한다.
약리작용은 활혈 효과, 발암 억제작용, 해열진통작용, 심장, 간장, 비장기능에 효과가
있으며, 혈관질환 이용, 조혈기능을 향상시켜 분만시 빈혈과 타박 증상에 효과가 있다.
특히 참당귀에 함유되어 있는 데크루신 성분은 뇌 속에 들어가서 뇌 안에 독성물질이라
고 알려진 베타 아미로이드를 감소시키고 생성을 억제하여 뇌 세포를 보호하므로 치매
예방과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재배환경
재배토양은 가급적 배수와 보수력이 양호한 토질로서 농경지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
과하지 아니하며, 관개수원은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7~8월의 평균기온이 20~22℃
정도에서 잘 자라므로 해발 500~700m의 준고냉지 또는 고랭지의 반양 반음지가 적지이
다. 토양은 배수가 양호하고 보수력이 좋은 양토∼식양토로 비옥지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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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배법
재배양식
1) 직파재배
기온이 따뜻한 중, 남부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3월 중순~4월 상순에 비닐을 피복
하거나 노지에 파종하여 그해 가을에 1년생을 약재로 수확한다. 발아 후 초기생육은 부진
하나 생육중기와 후기에는 양호하다. 약재의 몸통부분이 적고 굵은 뿌리가 많아 외관상
품질이 다소 낮다. 파종 후 2년차에는 모두 꽃대가 올라와 약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2) 온상육묘 이식재배
온상에서 1~2월에 파종하여 60일~90일 육묘한다. 정식은 4월 상순~중순에 비닐 피
복하거나 노지에 이식한다. 수확은 정식한 그해 가을에 1년생 약재를 수확한다.

3) 노지육묘 이식재배
당귀 주산지인 중북부 산간 고냉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발전된 재배법이다. 4월 상순~4월
중순 또는 가을에 노지에 파종하여 1년간 육묘
하여 다음해 3월 하순~4월 중순에 이식하고 그
해 가을에 약재를 수확한다. 육묘기간이 길어
알맞은 묘를 생산하지 않으면 꽃대발생이 많아
진다.
이식 후 활착율이 높고 초기에는 생육이 다소

▲ 추대전(좌)과 추대된(우) 모습

부진하나 중기와 후기에는 양호하다. 약재의 몸통부분이 크고, 가는 뿌리가 적어 품질이
좋다. 파종 후 3년차에는 모두 꽃대가 올라온다.

노지육묘 이식재배 요령
1) 육묘(모기르기)
가) 파종시기
땅이 얼기전 11월 상순~중순이나 땅이 풀린 4월 상순~중순, 또는 여름인 6월 중순~7
월 상순에 파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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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묘상 만들기
모상은 비옥도가 중정도인 모래참흙이나 참흙땅에 넓이 90~120cm의 높은 두둑을 만
든다.
다) 종자처리
봄이나 여름파종은 마른 종자를 그대로 파종하면 발아가 잘 되지 않으므로 흐르는 물에
3일 이상 담가 종피의 발아억제물질을 제거하고 마르지 않게 보관했다가 7일 이내에 파
종한다.
라) 묘상 파종방법
파종은 흩어 뿌리거나 5~10cm 고랑을 만들고 줄뿌림 한다. 10a에 심을 묘를 생산하려
면 종자 500~750g을 파종하는데 흩어 뿌리는 경우 10~15㎡, 줄뿌림 할 때는 15~20㎡
의 묘판이 소요된다.
마) 복토와 묘상관리
묘판에 충분히 관수하고 파종한 뒤 상토나 잘 썩은 부엽토를 종자가 보이지 않게 덮고
수분유지를 해 준다. 출아하면 너무 밴 곳은 솎음하여 묘두직경 0.7~0.9cm의 균일한 묘
를 기른다.

2) 정 식
가) 정식기
3월 하순~4월 중순에 심는다.
나) 밭만들기
늦은 가을에 퇴비 등 밑거름을 충분히 넣고 깊이 갈고 정지해 두었다가 봄에 갈지 않고
두둑을 짓고 이랑을 만들어 심게 되면 봄의 건조기에 수분유지가 잘 되어 뿌리내림이 좋
아 활착율이 높아진다. 물빠짐을 고려하여 90~120cm의 두둑을 짓고 50~60cm로 골을
낸다.
다) 좋은 모 고르기
묘두직경 0.7~0.9cm의 중간묘를 심어야 꽂대 발생을 줄이고, 수량을 높일 수 있다.
묘두의 직경이 0.7cm 이하인 소묘는 이식 후 생존율이 낮고, 생육이 부진하여 생산량이
적으며, 0.9cm 이상 대묘는 꽂대발생이 많으므로 재배에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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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크기(소, 중, 대)와 규격묘(우)

라) 심는방법
줄사이 50~60cm 간격으로 2줄로 15~20cm 깊이로 골을 파고 포기사이를 25~30cm
간격으로 모를 45° 각도로 심는다.

비료주기
생육정도에 따라 추대 및 수량에 영향을 미치며,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는 지상부 생육이 양호해야 하지만 초기에 생육이 너무 왕성하면 추대율이 높아지게 되
므로 묘의 크기, 재배포장의 비옥도를 감안하여 비료량과 시용방법을 다르게 한다.
가능한 잘 썩은 퇴비 등 유기질 비료를 시용한다. 부득이 화학비료를 시용할 경우는
10a당 질소 16kg, 인산 10~24kg, 칼륨 8~12kg을 준다. 질소질 비료는 전량 웃거름으로
시용하거나 밑거름 30%, 웃거름 70% 비율로 생육상태를 보아서 2~3회 나누어 주고, 웃
거름은 8월 하순까지 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밭관리
정식 후에는 활착이 잘 되도록 수분유지를 해주고 제초작업은 적기에 한다. 장마기에는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직파재배는 제초작업을 철저히 하고 발
아 후 밴 곳은 속아주고 시비관리를 잘 하여 당년에 수확할 수 있도록 한다. 추대된 당귀
는 약재로 쓰지 못하므로 즉시 제거하여 주위 포기의 생육이 촉진되도록 한다.

잡초방제
옮겨 심은 후 초기생육이 늦기 때문에 이른 시기에 잡초 방제를 하지 못하면 방제하기
가 어렵다. 제초제의 사용은 반드시 안전사용 지침에 따라 살포하도록 한다. 정식 후 잡
초 발생 전 토양처리 약제로는 펜디메탈린 입제와 리뉴론 수화제를 사용하는데 이식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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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만 사용하고 종자파종 묘상에는 약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당귀 생
육기에는 세톡시딤 유제나 플루아지포프-피-뷰틸 유제를 사용하며 비닐피복 이식재배
밭의 경우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 액제를 밭고랑 잡초에 경엽처리하여 사용한다.
● 당귀 발생 잡초 대상 GAP 적용약제 안전사용 지침
적용 잡초

약제명(품목명)

일년생
잡초

펜디메탈린 입제
리뉴론 수화제

사용적기
및 방법

물 20ℓ당
사용약량

정식 후 잡초
발생전 토양처리

1,000㎡(10a)당 사용량
약량

살포량

-

2kg

2kg

20g

100g

100ℓ

일년생잡초
(화본과)

세톡시딤 유제

화본과 잡초 3-5엽기,
잡초 경엽처리

25㎖

150㎖

120ℓ

일년생잡초
(화본과)

플루아지포프-피뷰틸 유제

화본과 잡초 3-5엽기,
잡초 경엽처리

20㎖

100㎖

100ℓ

일년생
잡초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
액제

잡초 생육기 밭고랑
(휴간) 경엽처리
(비닐피복 이식재배)

60㎖

300㎖

100ℓ

4. 병해충 방제
병
1) 점무늬병
가) 병징
발생초기 갈색 점무늬로 나타나고, 진전되면 갈색∼암갈색의 부정형 병반으로 확대 되
면서 병반 내부가 찢어지고 구멍이 생기기도 한다. 심하게 진전되면 잎이 퇴색하고 말라
죽는데 병반부위에는 많은 병자각이 형성되어 작은 점으로 보인다.

▲ 점무늬병 병징

▲ 병반의 확대 및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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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점무늬병의 병원균은 Phoma sp.로서 병원균은 병자각의 형태로 월동하고 이듬해 초여
름부터 병포자가 흩날려 확산되며,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의 장마기에 발생이 많다.
다) 방제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여름철 장마기에 주로 발생할 수 있어서 당해년도의 기상조건
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발생 초기에 아족시스트로빈 수화제, 테부코나졸 유제
등 GAP 적용 약제로 방제한다.

2) 갈색점무늬명
가) 병징
발병 초기 잎에 흑갈색의 작은 반점이 형성되고 점차 진전되면 암갈색의 대형 병반으로
확대된다. 오래된 병반은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진다.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갈색점무늬병의 병원균은 Ascochyta sp.이며 비가 많이 오고 과습한 시기가 오래 계속되
면 발병이 심하다.
다) 방제
연작을 피하고 병든 잎이나 뿌리를 제거해 준다.

3) 줄기썩음병
가) 병징
병에 걸린 식물체는 줄기 밑 부분에서부터 갈색으로 변색되어 썩으며 지상부위가 푸른
채로 시든다. 병이 심하게 진전되면 뿌리까지 썩고, 식물체가 말라죽는다.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줄기썩음병의 병원균은 Rhizoctonia solani로 5월~8월에 많이 발생되고 평야지의 따뜻한
지역에서 피해가 심하다.
다) 방제
연작을 피하고 병든 잎이나 뿌리를 제거해 준다. GAP 적용약제로는 카벤다짐·테부코
나졸 액상수화제와 메트코나졸 액상수화제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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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1) 응애류
가) 형태
점박이응애, 차응애, 점박이응애붙이 등이 모두 비슷하여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점박이응애의 경우 성충은 란형으로 크기는 암컷 0.4mm, 수컷 0.3mm 내외이며 여름형
암컷은 담황색 내지 황녹색으로 몸통의 좌우에 검은 무늬가 있다.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잎 뒷면에서 세포의 내용물을 빨아먹으며 피해 초기에는 흰색의 반점이 무더기로 생
기고, 피해가 진전되면서 잎이 갈색으로 변하고 조기 낙엽이 된다. 신초부위를 집단으로
가해하면 잎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여 생육이 지연되고 심하면 신초부위가 고사하
며 밀도가 높아지면 거미줄을 타고 이동하며 탈피각, 배설물 등으로 잎 뒷면이 지저분해
진다. 주변 잡초, 낙엽 등에서 월동하고 4∼5월에는 월동을 마친 암컷과 제 1세대가 증
식하면서 주변 작물체로 이동한다. 년간 9회 정도 발생하고, 7∼9월 고온건조시 다발생
하여 피해가 심하며 9월 하순부터 월동성충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월동처로 이동하고 월
동한다.

▲ 응애류 발생 및 피해증상

다) 방제
발생초기와 유묘기에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며, 수확 후 잔존물이나, 잡초 등 잠복처를
철저히 제거한다. 세대기간이 짧고 같은 계통 약제를 연용 함으로써 저항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방제 시 계통이 다른 약제를 살포한다. 등록된 GAP 적용약제로는 아세퀴노실
액상수화제, 아조사이클로틴 수화제, 헥시티아족스 수화제, 펜프로파트린 유제, 사이플
루메토펜 액상수화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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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수리애기잎말이나방
가) 형태
성충은 날개를 폈을 때의 길이가 14~19mm 정도이며, 앞날개 기부와 끝 부위에 선명한
흑갈색 무늬가 있고, 전연 중앙에서 날개 끝가지 암색부가 있으며, 나머지는 흰색이다.

▲ 어수리애기잎말이나방 유충(좌)과 성충(우)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유충이 잎자루 기부와 줄기 사이로 침입하여 줄기와 잎자루를 가해하면서 밖으로 배설
물을 내보내므로 피해 부위가 지저분해진다. 개화 전에는 꽃봉오리에 내부를 가해하면서
꽃대 속을 파먹어 들어가기도 하는데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피해부분의 뒷부분이 말라죽
는다. 흙속의 고치 안에서 유충으로 월동하여 어수리, 당근, 천궁, 당귀, 구릿대 등 미나
리과와 산형과 식물의 줄기, 화경, 꽃을 가해하는데 년 5회 정도 발생하고 고온기인 7∼8
월에 성충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피해는 6월 상순부터 나타나며 강원도와 경
북의 산간지역에서는 7월 하순에 성충 발생이 많다.

▲ 어수리애기잎말이나방 발생 및 피해 증상

다) 방제
발생 초기에 방제하여야 효과적이나 아직까지 당귀에서 나방류 방제용 GAP 등록 약제
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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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귀장님노린재
가) 형태
성충은 4∼5.5mm 정도로서 몸은 광택이 강한 암갈색을 띠고, 더듬이는 짧고 주둥이
끝은 가운데다리 밑마디 끝에 달하며, 등면에 잔털과 작은 점각이 있다.

▲ 당귀장님노린재 성충(좌)과 약충(우)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작물체의 순부위에 주로 발생하며 피해 받은 순은 전개되지 않고 기형이 되거나 지저
분한 황갈색 반점이 많이 생기고, 피해 부위 잎이 자람에 따라 확장되어 불규칙한 구멍이
뚫린다. 당귀, 방풍, 천궁 등 산형과 식물에 발생하여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먹어 피해를
주는데 년간 2회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6월 초부터 성충이 발견되며 8∼9월
발생량이 많지만, 기주 가지 틈새에 숨어 있어서 관찰하기가 어렵다.

▲ 당귀장님노린재에 의한 피해 증상

다) 방제
조기예찰을 통한 적기방제가 필수적인데, 신초 말단부위나 신초들을 펼쳐 보아 진딧물
과 비슷한 어린 약충들이 있는지 신초 부분이 황갈색이나, 흑갈색 반점이 생기고 약간 오
그라들 듯 기형화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방제시기를 결정한다. 현재 당귀에 노린재 방제용
으로 등록된 약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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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호랑나비
가) 형태
성충은 날개를 폈을 때의 길이가 10mm 정도이며, 어린유충은 흑색∼흑녹색이고 흰 무
늬가 있고 4∼5령 유충이 되면 청록∼흑색과 황록색의 띠가 교대로 배열되어 있다.

▲ 산호랑나비 성충(좌)과 유충(우)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잎과 어린줄기 등을 가해하는데, 발생 초기에는 섭식량이 적으나 성장하면서 많아져 엽
맥과 줄기만 남기고 잎을 갉아먹는다. 년 2∼3세대 발생하나 번데기 기간이 일정하지 않
아 발생이 불규칙한데 남부지역에서는 4세대 경과할 수 있다. 주로 산간지에서 피해가 많
이 발견되는데, 늦봄과 초가을에 피해가 많으며 번데기로 월동하고, 월동세대의 성충은
4∼5월에 나타나고, 6∼7월과 8∼9월에 성충이 발생한다. 성충은 낮에 활동하고 산란하
며, 다자란 유충은 잎자루나 마른 잎에 실로 몸을 묶고 번데기가 된다.
다) 방제
유충발생 초기에 포살한다.

▲ 산호랑나비 발생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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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섬서구메뚜기
가) 형태
성충은 암컷이 5cm, 수컷이 3cm 정도이며, 전체적으로 날렵한 모양으로 머리는 창모
양으로 뾰족하게 생겼다. 체색은 약충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옅은 녹색이나 갈색을 띠는
개체도 있다.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식물체의 잎을 불규칙하게 갉아먹고 밀도가 높으면 엽맥만 남기고 먹어 치우는데, 식물
의 잎이 어릴 때 가해당하면 생육이 진행될수록 피해 부위가 커진다. 녹색 잎을 가진 많
은 식물을 가해하는데 땅속에서 알로 월동하여 이듬해 5월 하순경에 부화하고 9월 중하
순부터 성충이 되기 시작한다.

▲ 섬서구메뚜기 및 피해 증상

다) 방제
주변 잡초 등에서 발생하여 이동해 올 수 있으므로 주변 잡초를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현재 등록된 약제는 없으나 발생이 많아 약제 방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약해가 없는 유기
인계 약제를 선정하여 방제해야 한다.

6) 뿌리혹선충류
가) 피해증상
선충이 뿌리에 침입하여 혹을 만든다. 양분과 수분 흡수가 저해되어 식물체의 생장이
부진하다. 피해를 받은 뿌리에는 수많은 혹이 생기고 잔뿌리의 발생이 많다. 뿌리에 혹을
만들고 즙액을 빨아먹는데 품질의 저하는 물론 수량 감소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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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제
연작을 피하며 화본과 작물과 윤작을 한다.
● 당귀 발생 병해충 GAP 적용약제 안전사용 지침
대상 병해충

약제명(품목명)

사용횟수
3

1,000배

수확
7일전까지

3

발병초
7일간격
분무처리

3,000배

수확
14일전까지

3

1,000배

수확
14일전까지

3

1,000배

수확
21일전까지

2

1,500배

수확
30일전까지

3

2,000배

수확
30일전까지

3

1,000배

수확
14일전까지

3

사이플루메토펜 액상수화제

2,000배

수확
21일전까지

2

델타메트린 유제

1,000배

수확
14일전까지

2

2,000배

수확
14일전까지

2

디노테퓨란 수화제

1,000배

수확
14일전까지

2

스피로테트라맷 액상수화제

2,000배

수확
14일전까지

2

2,000배

수확
14일전까지

2

메트코나졸 액상수화제
카벤다짐·테부코나졸
액상수화제
아세퀴노실 액상수화제
아조사이클로틴 수화제
헥시티아족스 수화제
펜프로파트린 유제

에토펜프록스 유제

꼬부랑진딧물
아세타미프리드 입상수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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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기
수확
4일전까지

아족시스트로빈 수화제

홍줄노린재

안전사용 기준

1,000배

점무늬병

점박이응애

희석배수

발병초부터
10일 간격,
경엽처리

테부코나졸 유제

줄기썩음병

사용적기
및 방법

발생초기
경엽처리
(한잎당 1~2,
2~3마리
발생시)

발생초기
경엽처리

발생초기
경엽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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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확 및 수확후 관리
이용부위 및 특성
이용부위는 뿌리이다. 뿌리는 굵고 짧은 줄기 및 잎의 잔기가 남아 있다. 원뿌리 길이는
약 3~7cm, 지름 2~5cm이고 가지뿌리의 길이는 15~20cm이다.

수확시기
수확은 정식한 그해 가을 10월 중순~11월 상순 잎이 누렇게 변하면 수확한다.

수확방법
근수확기,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굴취하고 흙을 털고 잎줄기를 1.5cm 정도 남기고 잘
라 버린다. 수량은 노지 육묘이식 재배할 경우 건근으로 10a당 250~300kg 생산이 가능
하다.

세척
오염되지 않은 물로 흙이나 오염 물질을 씻는다.

건조
당귀는 수확 후 건조 및 관리방법에 따라 외관 품질에 차이가 많다. 특히 당귀의 육질이
갈변되면 품위가 떨어지고 상품가치가 낮아진다. 햇볕에 6~9일 정도 자연건조시킨 후
뿌리의 형태를 보기 좋게 교정하고 40℃에서 2~3일 정도 건조시킨다.

가공 및 저장
건조된 약재는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을 하면 변색이 되고 저장해충이 발
생되므로 온도가 낮고 건조한곳에 저장하여야 한다. 당귀의 절단(1차가공)은 이물질을 제
거하고 고온의 수증기로 5~6분 연화시킨 다음 1.0~1.5mm 뚜께로 절단하여 그늘에서
건조시켜 포장한다.
저장방법은 포대, 비닐, 크라프트지 등이 있는데, 포대와 크라프트지에 보관한 당귀에
서 무게변화 및 병해충 발생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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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 뿌리와 절단 당귀

6. 생약의 특성과 품질(KP)
생약의 특성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노다케닌(C20H24O9 : 408.40) 및 총데쿠르신[데쿠르신
(C19H20O5 : 328.36) 및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C19H20O5 : 328.36)]의 합 6.0% 이상을 함
유한다.
이 약은 뿌리로 원뿔모양 또는 좁은 긴 원뿔모양이고 보통 가지가 갈리며, 길이
15~25cm, 지름 2~5cm이다. 바깥면은 연한 황갈색~흑갈색이고 고르지 않은 세로주름
이 있으며 점모양의 수염뿌리 자국이 있다. 근두부는 팽대되어있고 보통 줄기 및 잎의 잔
기가 남아 있다. 질은 단단하나 무르다. 꺾인 면은 피부가 연한 갈색 또는 황갈색이고 비
교적 성글며 벌어진 틈이 많으며, 목부는 흰색 또는 황백색이다.
이 약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볼 때 5~6층의 코르크층에 이어 세포가 가로로 배열되
어 있고 제1기 피부에서 목부에 이르는 유세포는 거의 사각의 벽돌모양이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피부에는 이생세포간극이 있으며 황갈색의 내용물이 들어 있는 분비도
및 인피섬유 무리가 군데군데 섞여 있다. 도관은 주로 계문도관이나 나선문도관이고, 유
세포에는 전분립이 많이 들어 있다. 이 약은 약간 특유한 냄새가 있고 맛은 약간 쓰면서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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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순도시험
⊙ 이물
가) 줄기 및 목질근 이 약은 줄기 및 목질근이 5.0% 이상 섞여 있지 않다.
나) 그 밖의 이물 이 약은 줄기 및 목질근 이외의 이물이 1.0% 이상 섞여 있지 않다.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ppm 이하.		

다) 메톡시클로르 1ppm 이하.

라)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마) 아조싸이클로틴 0.2ppm 이하.

바) 아족시스트로빈 0.1ppm 이하.

사) 알드린 0.01ppm 이하.
아) 엔도설판(α,β-엔도설판 및 엔도설판설페이트의 합) 0.2ppm 이하.
자) 엔드린 0.01ppm 이하.		

카) 펜디메탈린 0.2ppm 이하.

타) 펜프로파스린 0.2ppm 이하.		

파) 세톡시딤 0.2ppm 이하.

하) 플루아지포프부틸 0.3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회분 :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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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약용

더덕(양유)

대

04
◀내수

확

식물명 : 더덕(초롱꽃과 Campanulaceae)
생약명 : 양유(羊乳), 사엽삼, Codonopsidis Radix
학명 및 식물기원 : Codonopsis

lanceolata Bentham et Hook.f. ex Trautv.
이용부위 : 뿌리

1. 식물의 성상
재배식물의 성상
다년생 초본 덩굴식물로 원뿌리는 가운데는 굵고 머리와 끝은 가늘은 방추형이다. 외면
은 회백색이며 옆으로 쭈글쭈글한 주름이 있으며, 내부는 흰색이며 표면에 작은 구멍이 많
은 다공성(多孔性)이다. 줄기가 2~3m까지 자라면서 시계방향으로 감아 올라가고, 담녹색
을 띤다. 잎은 덩굴 아래에서는 마주나지만 윗부분에서는 어긋난다. 소엽은 4개가 마주나
며 긴타원형으로 양끝이 좁고, 털은 없고 뒷면은 납질이 있다. 꽃은 8~9월에 윗마디의 엽
액에서 피며, 옅은 녹황색으로 종모양으로 아래로 향하여 있다. 꽃잎은 통꽃이며 끝이 5갈
래지고 바깥은 연녹색이고 안에 보랏빛 갈색의 반점이 있다. 수술은 5개, 암술대는 짧고
끝이 3~5갈래진다. 특유의 향이 있고 줄기와 잎을 자르면 우유빛 유액이 나온다.

동속식물 및 품종
변종으로 꽃잎 안쪽에 반점이 없는 푸른더덕(C. lanceolote for. eamculata)이 있다. 만삼(C.
pilosula)은 털이 있는 것이 더덕과 구별되며, 소경불알(C. ussuriensis)은 뿌리가 짧고 둥글
다. 만삼(당삼)은 약용이며(한약규격집) 소경불알(C. ussuriensis)도 식용으로 한다.
육성품종은 없고 야생종을 수집하여 오래 재배하면서 재래종의 분화가 있다. 뿌리의 표
면 색깔이 연한 흑갈색으로 잔뿌리가 많고 가늘며 긴 계통과 뿌리의 표면색깔이 붉은 색
을 띄고 굵고 잔뿌리가 적으며 생장이 왕성한 계통의 두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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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및 약리작용
더덕은 사포닌(saponin), 이눌린(inulin), 플라보노이드(flavonoid)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혈청 지질 감소, 항산화 효과, 중성지질 및 총콜레스테롤 축적 억제, 면역증강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방에서는 강장, 해열, 진해, 거담, 해독을 위해 사용되
고 있다.

2. 재배환경
기후
우리나라 전역의 중 산간 수림에 자생한다. 그늘진 곳에서도 자라지만 양지에서 재배
하는 것이 좋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뿌리발육이 잘되고 사포닌함량이 높고,
향기가 좋아지는 등 품질이 향상된다.

토양
부식질이 많은 모래참흙 땅으로 토심이 깊고 물 빠짐이 좋은 곳, 습기가 있고 통기성이
좋은 토양으로 pH 6.0 정도의 약산성이 더덕의 생육에 적합하다.
● 저온(2℃) 처리에 의한 발아향상효과(원예연, 1970)
처리일수

발아일수(일)

발아율(%)

발아세(%)

무처리

12

7

1

3일

15

62

49

7일

9

94

85

10일

11

93

80

노천매장

11

93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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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배법
채종 및 종자보관
종자로 번식한다. 1년생 더덕에서 채취한 종자는 충실하게 여물지 못하여 발아가 불량
하므로 2년 이상 된 밭에서 병 없이 건전하게 자란 포기에서 채종한다. 꽃이 무한화서로
피므로 열매가 익는 대로 따서 양지에 말린 다음 종자를 취하여 정선한다. 더덕종자는 발
아가 잘 되지 않고 휴면기간이 120일 정도로 길다. 휴면이 끝난 뒤 2~5℃에 7일 이상 저
온처리, 또는 채종 후 노천매장 했다가 파종해야 한다.

적지선정 및 포장 준비
1) 적지선정
토양은 뿌리가 곧고 길게 뻗으므로 토심이 40~50cm 되어야 좋다. 부식질이 많은 모
래참흙 땅으로 물 빠짐이 잘 되는 곳으로서 가뭄이 계속될 때 물을 댈 수 있는 곳이면 이
상적이다. 자갈이 많은 곳이나 모래땅에서는 뿌리에 흠이 생기거나 잔뿌리가 많아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진흙땅이나 가뭄을 심하게 받는 곳도 뿌리의 발육이 불량하므로 재배를
피하는 것이 좋다. 산성 땅에서는 생육이 불량하므로 석회를 주고 심는 것이 좋다. 햇볕
이 잘 드는 곳이 좋다.

재배양식
1) 육묘이식재배
본포에서 재배기간이 단축되어 한정된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뿌리의 비대
생장이 직파재배보다 월등히 빨라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이식 작
업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가지뿌리 발생이 많은 단점이 있다.

2) 직파재배
직파재배 시 파종적기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나 싹이 나온 다음에 서리피해가 없도록 중
남부 평야지대에서는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 산간 고냉지에서는 4월 중순에 파종하는
것이 안전하다. 직파재배는 잡초방제의 어려움이 있어 비닐 피복재배를 많이 한다. 특히
더덕 전용비닐 흑백비닐을 이용하면 잡초억제효과가 크다. 비닐을 피복한 다음 구멍에
3~5알 씩 점파하고 흙으로 가볍게 복토를 하며 종자소요량은 10a당 3~5ℓ 정도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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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배보다 재배기간이 길어지나 뿌리가 갈라지지 않아 상품가치가 높고, 뿌리썩음병 발
생확률도 적다.

모기르기
1) 묘상만들기
묘상은 사양토~식양토로 물 빠짐이

10

좋고 토심이 깊은 곳에 정한다. 본포

8

10a에 필요한 묘상면적은 40㎡이며,

6

비료를 묘상에 고루 산포하고 깊이갈

600

무게(상토)
무게(밭흙)
입모(상토)
입모(밭흙)

4
2

400
200

0

0
3. 2

이를 하고 정지한다.

4. 3

4. 24

파종기(월.일)

묘판은 관리하기 편하도록 넓이
90cm, 높이 30cm 두둑을 만들고 두

800

입모(개/m2)

100kg과 용과린 4kg가 된다. 퇴비와

1200
1000

무게(g/개)

이 면적을 기준한 묘상 시비량은 퇴비

1400

▲ 모판흙과 파종기별 묘생육 (충북도원, 1982)

둑사이 30~50cm의 배수통로를 둔다. 퇴비+산흙+모래를 같은 비율로 혼합한 상토에 육
묘하면 묘생육이 밭흙을 상토로 한 것 보다 좋다.

2) 묘상파종시기
가) 봄파종
중남부 평야지에서는 3월 하순~4월 상순, 고랭지에서는 4월 중순에 파종하는 것이 안
전하다. 늦게 파종하면 발아율이 떨어지고 잡초가 더덕보다 빨리 발아되므로 제초노력이
많이 든다.
나) 가을파종
동해의 우려가 적은 남부지방에서는 가을파종이 좋다. 10월 하순~11월 하순, 토양이
얼기 전에 파종을 하여야 이듬해 봄 흙속에 있는 잡초 종자보다 빨리 발아한다.

3) 파종요령
더덕은 종자가 작고 가벼우므로 흩어뿌림이나 줄뿌림한다. 줄뿌림 이랑거리는 10cm
정도가 적당하다. 바람이 없는 날에 뿌리며, 종자를 잔모래와 혼합하여 고르게 뿌린다.
잘 정선된 종자는 40㎡에 150~200g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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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발아성이므로 종자가 보이지 않도록 5~10mm 두께로 복토한다. 복토 두께를 고르게
하여야 발아가 균일 할 수 있으므로 잘 썩은 퇴비 1 : 모래참흙 2의 비율로 섞은 흙을 체
로 친 상토를 사용한다. 복토가 끝나면 볏짚이나 건초를 덮어 표토의 건조와 굳어짐을 막
고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4) 묘상관리
발아온도는 15~20℃이며, 보통 파종 후 20일이면 발아된다. 묘가 3~5cm 자라면 구름
끼고 흐린 날에 피복한 것을 걷어준다. 바람이 불고 햇볕이 강할 때 작업을 하면 연약하
게 자란 묘가 열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피복물을 너무 늦게 걷어주면 모가 웃자라게 되
고 작업과정에서 묘가 상처를 입게 된다. 묘의 건실해야 수량을 높일 수 있으므로 뿌리의
발육이 좋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밭에 심기
1) 모고르기
모의 뿌리가 곧고 굵으며 지근이 적고 뿌리가 절단되지 않은 건전함 모를 골라 심는다.
절단된 모를 심게 되면 가지가 많은 뿌리 또는 뿌리가 둥글게 되는 등 상품 의 품질이 떨
어지게 된다. 가지 뿌리가 많은 것과 크기가 작은 모는 따로 심도록 한다. 묘를 캐낼 때는
곧은 뿌리가 끊어지거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심는 시기
파종 당년 가을보다는 다음해 봄, 싹이 나오기 전에 정식하는 것이 좋다. 강원도 평야에
서는 4월 상순이 적기이나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중남부지방에서는 3월 하순 경,
중산간지나 고랭지는 땅이 풀리고 밭갈이에 지장이 없으면 정식하도록 한다.

3) 심는 방법과 거리
더덕은 뿌리가 곧게 뻗는 습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똑바로 세워 심는 것이 좋다. 돌이 많
고 메마른 밭에서는 생력화를 위해서 눕혀 심거나 45°로 비스듬히 심기도 하지만, 이렇게
심으면 뿌리가 구부러지므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수량도 낮아진다.
심는거리는 토양비옥도, 시비량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이랑사이 60cm 두
둑을 만들어 포기사이 10cm, 2열로 심는다. 심기 전에 종근을 지베렐린 5ppm(200,000
배액)에 24시간 침지하여 심으면 활착과 수량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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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주기
시비량은 토양조건 및 비옥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한다. 강원도 평야지의 모래참흙에
서 시험한 결과, 10a당 퇴비 1,500kg, 질소, 인산, 칼륨 각 6kg 시용이 적당하였다. 질소
비료는 70%를 밑거름으로 주고 나머지 30%는 꽃피기 전인 7월 중하순경에 웃거름으로
시용한다. 그러나 보수력 및 보비력이 좋은 토양에서는 전량 밑거름으로 시용하여도 생
육에 차이가 없다.
토양비옥도가 낮은 지역에서 유기질비료 중심의 시비시험 경과는 10a당 퇴비
3,000kg, 계분 200kg를 기본 시비하고 화학비료로서 질소 3 인산 6, 칼륨 3.5kg를 기비
로 시용하였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다. 웃거름은 1년차에는 7월 하순에 1회, 2년차부터는
6월 하순과 7월 하순에 2회 웃거름을 주고, 가을에 퇴비를 피복하면 토양보습 및 동해를
막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질소질 비료가 많으면 지상부가 번무하고 뿌
리비대는 촉진되나 조직이 연약해지고 섬유질이 적어져 월동 중에는 뿌리썩음병이 발생
하기 쉽다.

비닐피복 직파재배
1) 파종시기
파종적기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나 싹이 나온 다음에 서리피해가 없도록 중남부 평야
지대에서는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 산간 고냉지에서는 4월 중순에 파종하는 것이 안전
하다.

2) 두둑만들기와 비닐피복
경운 로터리한 후 90cm 두둑을 만들고, 비닐피복을 할 수 있도록 배수통로를
30~50cm 둔다. 더덕 전용비닐은 백색과 흑색비닐을 겹으로 붙여 만든 것으로 사방
10cm마다 정방형으로 구멍이 뚫려있다. 여름철에 지온을 낮추도록 흑색면이 지면으로,
백색면이 위로 향하게 피복한다. 비닐은 토양수분이 알맞을 때 작업하여야 발아를 고르
게 할 수 있다. 건조할 때는 비를 기다리거나 관수 하고, 지나치게 과습할 때는 작업이 불
편하고 능률이 낮으므로 파종이 늦더라도 피복작업을 늦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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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종
비닐을 피복한 다음 구멍에 3~5알 씩 점파하고 흙으로 가볍게 복토를 한다. 종자소요
량은 10a당 3~5ℓ정도이다. 발아 후 본엽 4~5매, 초장 4~6cm 정도 자랐을 때 1본만 남
기고 솎음작업을 하여야 한다.

4) 비료주기
비료 주는 양은 이식재배와 같이 한다.

본밭관리
1) 덩굴 올리기와 순지르기
더덕은 2~3년 재배하므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최종 수량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덩굴성이므로 지주를 세워 덩굴 올리기를 하지 않으면 통풍과 투광이 좋지 못하여 하엽
이 고사하고 여러 가지 병의 발생도 많다. 덩굴 올리기는 수관 내 깊숙이 햇볕을 비추고
바람을 잘 통하게 하여 하위엽의 고사를 막아 충분한 엽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동화량이
증가하며, 병의 발생도 줄어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가) 1자형 지주
각목이나 파이프 등을 두둑의 중간에 2~3m 간격으로 단단하게 세우고 오이망을 씌워
덩굴을 올리는 방법이다. 햇볕 투과량이 많고 작업하기가 편리하나, 강풍에 쓰러질 우려
가 있다.
나) 삼각형 지주
지주 3개를 3각형으로 땅에 박고 위쪽은 ×자형으로 묶어서 양쪽으로 오이망을 씌워
덩굴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자형 지주보다는 햇볕 투과량이 적으며, 특히 가운데 부분은
햇빛을 받지 못해 생육이 저조하여 전체적인 생육이 고르지 못하다. 그러나 지주가 견고
하여 쓰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화 전 20일 무렵, 6월 하순 경에 순지르기
하면 근비대를 촉진하여 수량이 증대된다.

2) 잡초방제
생육초기부터 2~3회 잡초 방제를 해준다. 잡초방제를 위한 GAP 적용약제로는 나프로
파마이드 수화제와 플루아지포프-피-뷰틸 유제가 있으며 화본과 일년생잡초에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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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다. 2년 이후는 짚이나 낙엽을 피복하여 잡초발생을 억제하며, 고랑에 나는 풀은
배토를 겸하여 수시로 김을 맨다.
● 더덕 발생 일년생잡초(화본과) 대상 GAP 적용약제 안전사용 지침
적용 잡초

일년생잡초
(화본과)

약제명(품목명)

사용적기
및 방법

물 20ℓ당
사용약량

나프로파마이드 수화제

이식복토 후 토양처리

플루아지포프-피뷰틸 유제

화본과 잡초 3~5엽기
잡초 경엽처리

1,000㎡(10a)당 사용량
약량

살포량

50g

300g

120ℓ

20㎖

100㎖

100ℓ

4. 병해충 방제
병
1) 녹병
가) 병징
발생시 잎의 앞면에 황색의 작은 반점이 형성되고, 점차 커지면서 병반과 병반이 합쳐
져 대형병반이 형성되며, 심하면 잎 전체가 노랗게 변하고 고사한다. 잎 뒷면은 주황색,
황색의 하포자가 무수히 밀생하고, 흰색의 포자가 생성되기도 한다.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병원균은 Coleosporium koreanum Henn.이며 보통 장마기 전 건조한 시기에 발병이 시작
되며 응애류와 발생하는 환경이 비슷하여 응애류의 피해 증상인 흰색 작은 반점과 함께
동시에 관찰되기도 한다.
다) 방제
GAP 적용약제를 사용하여 발병초기에 방제하도록 하며 프로클로라즈망가니즈·테부
코나졸 수화제, 시메코나졸 수화제, 마이클로뷰타닐 수화제, 크레속심메틸 액상수화제,
테부코나졸 액상수화제, 테부코나졸 유제,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가 적용약제
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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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 뒷면 병징(주황색 포자)

▲ 잎 뒷면 병징(황색 포자)

▲ 잎 뒷면 병징(흰색,주황색 포자)

▲ 잎 앞면 병징(황색 반점)

2) 점무늬병
가) 병징
잎에 부정형의 작은 점무늬가 형성되고, 병반 내부는 탈색되며, 가장자리는 갈색에서
자색을 나타내며 병이 심하게 진전되면 잎이 누렇게 변하고 일찍 떨어진다.

▲ 점무늬병 초기 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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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병원균은 Septoria sp.이며 고온 다습한 여름 장마기에 발생이 심하여, 병자각의 형태로
병든 부위에서 월동하고 병포자를 통하여 공기전염을 한다.
다) 방제
지주재배를 통해 생육기에 통기를 원활하게 해주면서 과습하지 않게 하고, 이병된 식물
체의 잔재를 제거하여 월동한 병원균 포자에 의해 병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약제 방
제시에는 디페노코나졸 유제, 아족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티오파네이트메틸 수화제 등
의 GAP 적용 약제를 살포하여 방제한다.

3) 줄기잘록 증상
가) 증상
신초의 중간부위와 끝부분에서 잘록해지며 마르게 되고, 심하면 줄기 전체가 말라 비틀
어진다.
나) 발생생태
증상부위로부터 분리된 균의 병원성 검정 결과 병원성이 없었으며 더덕의 생육초기 열
에 의한 고온장해 피해로 여겨진다. 생육초기 고온현상이 지속되고 강우가 없는 지역에
서 발생이 심하고 검은색 비닐 멀칭 시에 지표면 온도 상승으로 특히 발생이 많다.
다) 방제
적절한 관수와 재배 포장의 온도를 낮춰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 더덕 줄기잘록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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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1) 응애류
가) 형태
점박이응애 성충은 란형으로 크기는 암컷 0.4mm, 수컷 0.3mm 내외이며 여름형 암컷
은 담황색 내지 황녹색으로 몸통의 좌우에 검은 무늬가 있다. 점박이응애, 차응애, 점박
이응애붙이 등이 발생하여 피해를 주며 모두 비슷하여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 응애류 발생 피해 증상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잎 뒷면에서 세포의 내용물을 빨아먹어 초기에는 흰색의 반점이 무더기로 생기며, 심하
면 잎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죽고 조기 낙엽된다. 신초부위를 집단으로 가해하면 잎
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여 생육이 지연되면서 신초부위가 고사되게 되며 밀도가 높
아지면 거미줄을 타고 이동하며 탈피각과 배설물 등으로 잎 뒷면이 지저분해진다. 년간 9
회 정도 발생하고, 7∼9월 고온건조 시 다 발생 하며 9월 하순부터 월동성충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주간을 따라서 월동처로 이동한다. 이후 주변의 잡초, 낙엽 등에서 월동하며 이
듬해 4∼5월에는 월동을 마친 암컷과 제 1세대가 증식하면서 주변 작물체로 이동한다.
다) 방제
발생초기와 유묘기에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며 수확 후 잔존물이나 잡초 등 잠복처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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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제거토록 한다. 세대기간이 짧고 약제 저항성이 쉽게 유발되므로 방제 시 계통이 다
른 약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GAP 적용약제로는 아세퀴노실 액상수화제, 비펜트린 수화
제, 클로르페나피르 유제, 테부펜피라드 유제 등이 차응애 방제약제로 등록되어 있다.

2) 총채벌레류
가) 형태
암컷성충은 1.4∼1.7mm이며 황색으로부터 갈색까지 변이가 크고 약충은 담황색이다.

▲ 총채벌레에 의한 신초 피해 증상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주로 꽃과 신초을 가해하여 흰색 또은 황색의 작은 반점이 생기고 발생 부위를 갉아서
즙액을 흡수하므로 조직이 위축되고 변형되는 피해 증상을 보인다. 주로 잎이나 꽃 등 연
약한 부위나 조직 틈에서 가해하므로 잘 보이지 않지만 낮은 밀도로 발생하더라도 작물
의 생육초기 신초 부위 등에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다. 밀도가 높아지면 꽃 속에서
집단·번식하고 가해하므로 조직이 썩어 부생성 곰팡이가 발생하여 봉오리가 전체적으로
갈변 또는 부패하기도 한다. 대체로 6월 하순과 8월 상중순에 많은 발생을 보이는데 성충
은 30∼70일간 생존하여 식물체내에 수십∼수백개의 알을 낳는데, 노지에서는 4월 하순
부터 11월까지 발생한다.
다) 방제
기주범위가 넓고 번식력도 높아 약제에 의한 완전방제가 곤란하므로 물리적, 경종적, 화
학적 방제를 잘 조화시켜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피해가 심한 포장의 경우 재식 시 비닐
멀칭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으며 개화기의 꽃이나 어린 잎에 피해가 많이 나타나므로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조기에 방제하여야하며, 끈끈이 트랩을 이용 발생을 확인하거
나 흰 종이를 피해가 의심되는 신초나 가지 밑에 놓고 가볍게 털어보면서 해충 발생을 확
인하고 방제시기를 결정하도록 한다. 현재까지 더덕에 등록된 총채벌레 약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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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덕 발생 병해충 GAP 적용약제 안전방제 요령
대상
병해충

약제명(품목명)

사용적기
및 방법

사용횟수

1,000배

수확
7일전까지

3회 이내

2,000배

수확
7일전까지

3회 이내

2,500배

수확
7일전까지

3회 이내

아족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2,000배

수확
7일전까지

3회 이내

헥사코나졸 액상수화제

2,000배

수확
7일전까지

3회 이내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2,000배

수확
14일전까지

4회 이내

플루퀸코나졸 수화제

2,000배

수확
7일전까지

4회 이내

2,000배

수확
14일전까지

3회 이내

프로클로라즈망가니즈·
테부코나졸 수화제

2,000배

수확
14일전까지

3회 이내

마이클로뷰타닐 수화제

1,000배

수확
7일전까지

3회 이내

크레속심메틸 액상수화제

3,000배

수확
7일전까지

3회 이내

아세퀴노실 액상수화제

1,000배

수확
7일전까지

3회 이내

비펜트린 수화제

1,000배

수확
7일전까지

3회 이내

1,000배

수확
7일전까지

3회 이내

2,000배

수확
7일전까지

2회 이내

디페노코나졸 유제
점무늬병
테부코나졸 유제

시메코나졸 수화제

차응애
클로르페나피르 유제
테부펜피라드 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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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용 기준
처리시기

티오파네이트메틸 수화제

녹병

희석배수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발생초
경엽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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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병해충

약제명(품목명)

사용적기
및 방법

희석배수

안전사용 기준
처리시기

사용횟수

이미다클로프리드 수화제

2,000배

수확
7일전까지

3회 이내

비펜트린 수화제

1,000배

수확
7일전까지

3회 이내

2,000배

수확
7일전까지

3회 이내

3,000배

수확
7일전까지

3회 이내

진딧물류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피메트로진 수화제

발생초
경엽처리

5. 수 확
수확시기
수확기는 본 밭에 심은 후 2~3년차 가을에 낙엽이 진후 생육이 정지된 10월 중순 이후
부터 익년 봄에 싹이 나오기 전까지 용도에 맞춰 수확이 가능한데 개당 무게가 30~50g
이 되어야 식용이나 약용으로써 이상적인 크기이므로 출하시기를 조절하여야 한다.

수확방법
본 밭에 심은 후 2~3년차 가을에 낙엽이 진후 생육이 정지된 10월 중순 이후부터 개
당 무게가 30~50g 이상인 것을 수확하며 수량은 10a당 300~400kg 정도이다. 수확할
때는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캐내고 수확 후에는 큰 뿌리와 작은 뿌리로 구분하
여 작은 뿌리는 다시 심어 1년간 더 재배한 후 수확한다. 생근으로 출하할 때는 50g 이상
30~40g, 20~30g 크기로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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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약용

도라지(길경)

대

05
◀내수

확

식물명 : 도라지(초롱꽃과 Campanulaceae)
생약명 : 길경(桔梗, Platycodon Root)
학명 및 식물기원 : Platycodon

grandiflorum (Jacg.) A. DC.
이용부위 : 뿌리 또는 주피를 제거한 것

1. 식물의 성상
재배식물의 성상
다년생 숙근초로 줄기는 대부분 녹색이며 잎이 붙는 부분과 줄기의 중·하부가 자색으
로 착색되는 경우도 있다. 줄기는 50~120cm이며 식물체내에 연합유관을 가지고 있어
상처를 입으면 흰 유액을 분비한다. 잎은 어긋나거나 돌려나고 잎자루가 없으며 모양은
대개 타원형이나 난형이지만 상위부의 잎은 넓은 피침형이다. 잎의 가장자리에는 톱니모
양이 있으며 표면은 녹색, 뒷면은 회록색을 띤다.
꽃은 파종 당해에는 7월 상순경부터, 이듬해부터는 6월
하순경부터 피기 시작하는데 줄기 끝에서부터 총상화서를
이루며 핀다. 양성화로 수술은 5개이고 암술보다 먼저 성
숙하며 1개인 암술은 끝이 5갈래로 갈라져 바깥쪽으로 말
린다. 꽃부리는 백색, 청남색, 분홍색의 종모양 혹은 쟁반
모양으로 끝이 5갈래로 갈라진다. 꽃 중에는 겹꽃으로 피
는 것이 있는데 수술이 꽃잎으로 발달해서 겹꽃으로 피는

▲ 도라지 꽃

것과 화관(花冠)이 2중으로 되어 겹꽃으로 피는 것이 있는데 전자는 수술이 없거나 비정
상인 것에 비해 후자는 정상인 수술이 있다.
과실은 구형 혹은 장구형의 삭과이며 성숙하면 끝이 5개로 갈라진다. 종자는 흑갈색
으로 한 꼬투리당 100~200개의 종자를 갖는데 종자는 길고 납작한 구형으로 천립중이
0.8~1g 정도 된다. 뿌리는 곧은 뿌리로 비대하며 생체로 식용하고 말려서 약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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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속식물
도라지는 초롱꽃과 도라지속(Platycodon) 1속 1
종의 식물로서 염색체는 2n=18개이며 꽃의 색이
나 모양에 따라 다수의 변종이 보고되어 있다.
도라지는 꽃의 색에 따라 청도라지, 백도라지
가 있으며 주로 산에 자생하는 도라지는 청도라
지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원종으로 다루고 있다.
백도라지는 주로 농가에서 재배하는 도라지 중에
서 볼 수 있다. 관상용 품종도 육성되어 재배되고
있다.

▲ 화초용 도라지의 꽃 모양

육성품종의 특성
1) 장백도라지
밀양에서 수집한 재래종을 계통 분리하여 육성
한 품종이다. 1997년부터 5년간 생산력 검정시험
과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밀양, 봉화, 진안, 함
양 4개소에서 지역적응시험을 수행하였다.
장백도라지는 화색이 백색이고 잎모양은 피침
형이다. 개화기, 경장 및 경태는 재래종과 비슷하
나 뿌리가 길고 굵다. 장백도라지의 조사포닌과

▲ 장백도라지의 뿌리비교

Platycodin D의 함량은 재래종보다 적지만 엑스함량은 재래종보다 많다.
밀양, 봉화, 진안, 함양 4개소에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간 3회에 걸쳐 실시한
지역적응 시험에서 2년생의 10a당 수량은 건근으로는 324kg으로 285kg인 재래종 대비
14% 증수하였다.
● 장백도라지의 생육특성 및 품질
계통명

개화기
(월.일)

경장
(cm)

근장
(cm)

근태
(mm)

엑스함량
(%)

조사포닌
함량(%)

건근수량
(kg/10a)

장백도라지

7. 21

81.6

21.0

21.0

38.4

3.686

324

재래종

7. 21

81.1

20.4

19.9

36.1

3.849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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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분과 약리작용
주요 성분은 플라티코딘(platycodin A, -C, -D1, -D2), 폴리갈라신(polygalacin D1,
-D2), 베투린(betulin), 이누린(inulin), 파이토스테롤(phytosterol) 등이 함유되어 있다. 약
리작용은 선폐거담(宣肺祛痰; 가래를 제거해서 폐기를 통하게 하는 효능), 배농(排膿; 고
름을 뽑아 내는 것), 거담(祛痰; 가래를 없애는것), 진해(鎭咳; 기침을 멎게 함), 항백선균
(抗白癬菌) 작용을 한다.

2. 재배환경
기후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하여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지만 따뜻하고 습
윤한 기후를 좋아하므로 햇볕이 잘 드는 양지쪽이 좋다. 종자의 발아적온은 20~25℃이
며, 꽃눈은 15℃ 이상에서 분화한다.

토양
물 빠짐이 잘되는 사양토 혹은 식양토로서 토심이 깊고 유기물함량이 많은 곳이 좋다.
거친 모래나 자갈이 많은 토양이나 가뭄을 잘 타는 토양에서는 잔뿌리가 많아지고 뿌리
의 비대가 불량해진다. 점질토에서는 뿌리 뻗음이 좋지 않으며 수확하는데 노력이 많이
든다. 토양의 중금속 함량 및 관개용수는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의 규정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재배법
번식
도라지는 종자로 번식한다. 종자는 가을에 완전히 성숙하여 꼬투리가 터지기 직전에 베
어 말린 후 털어서 정선한다. 정선된 종자는 종이봉투나 마대에 넣어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했다가 종자로 이용한다.
종자의 발아수명은 상온저장 종자인 경우 채종 후 9개월경에는 발아율이 85%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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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고 12개월에는 42%, 15개월에는 3%로 점차 떨어졌다. 대개 채종 후 7~8개월 이후에
는 종자의 발아율이 급격히 저하되므로 채종 후 다음해 봄에는 파종하는 것이 좋다.

파종
1) 파종기
도라지는 육묘 이식재배도 가능하지만 노력이 많이 들고 이식 중 뿌리가 상처를 받으면
잔뿌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직파재배를 하고 있다.
발아 최적온도는 20~25℃이나 봄파종은 3~4월 중에 실시하는데 발아에 소요되는 기
간이 10일~2주 정도이므로 그 지역의 만상일을 고려하여 발아 후 서리의 피해를 받지 않
도록 한다.
가을 파종시에는 발아한 어린 묘가 얼어 죽을 염려가 있으므로 주로 봄에 파종하는데
부득이 가을에 파종할 때는 싹이 트지 않고 겨울을 넘길 수 있도록 늦게 파종하는 것이
안전하다.

2) 파종 방법
파종은 너비 90~120cm의 두둑을 만들고 6~9cm로 줄뿌림하거나 흩어 뿌림을 한다.
10a당 소요되는 종자량은 3~4ℓ이며 종자를 고르게 뿌리기 위해서는 종자량의 3~4배의
톱밥이나 가는 모래와 잘 혼합하여 뿌린다. 파종이 끝나면 아주 얇게 복토하거나, 복토하
지 않고 답압하여 종자가 토양에 밀착되도록 한 후 볏짚을 덮고 물을 충분히 주어 발아하
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비배관리
밑거름은 밭갈이 전에 전량을 고루 흩어 뿌리고 경운한 다음 밭두둑을 만들어 파종하
며, 종자는 파종상을 만든 후 7~15일 후에 파종하여 비료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 웃거름
은 6월 하순경 꽃대가 거의 생긴 후와 장마가 끝나는 7월 상·중순에 주도록 한다. 또한
퇴비를 종류별로 시용 했을 때 계분퇴비가 비교적 뿌리의 지근이 적은 편이었으며, 계분
퇴비를 750kg/10a를 주었을 때가, 돈분퇴비 1,500kg/10a를 주었을 때 보다 뿌리수량이
23.1% 많았으며, 소득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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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분퇴비

우분퇴비

계분퇴비

▲ 퇴비 시용량에 따른 뿌리모양(충남농업기술원; 2004∼2006)

포장관리
1) 유묘관리
파종한 종자는 토양수분이 충분하면 10일 만에 싹이 튼다. 본 잎이 3~4매 되었을 때
사방 4~6cm 간격으로 솎아주되 솎을 때 줄기와 뿌리사이가 잘라지면 싹이 다시 돋아 솎
음질을 반복하여야 하므로 비가 충분히 온 후 땅이 습할 때 솎음질을 하여 줄기가 끊어지
지 않도록 한다.

2) 배수
대부분의 뿌리작물과 마찬가지로 도라지
도 습해에 유의하여야 한다. 여름 장마기에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포장을 관리하며 토
양 전염성 병이 많으므로 강우 후에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도라지는 개화기에 이르
면 지표면 근처의 줄기가 좌절하는 생리적
도복이 일어나며 도복되면 병에 의한 피해
를 받기 쉽다.

▲ 줄뿌림(왼쪽)과 흩어뿌림(오른쪽)

3) 두둑높이
도라지의 두둑높이를 40cm로 높이고, 도라지 종자를 파종한 후 왕겨를 3.6㎥/10a 정
도를 두둑위에 피복하면 뿌리수량이 무피복보다 23% 증수한다.

4) 꽃대자르기
도라지의 뿌리는 봄부터 꽃망울이 생기기까지 계속 자라다가 꽃이 피기 전부터 종자가
익을 때까지는 더디게 크는 것을 볼 때 개화 결실에 상당한 영양이 소모되고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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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뿌리 굵기를 촉진하기 위해서 꽃대 잘라주기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꽃
대를 너무 일찍 잘라주면 다시 또 꽃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너무 일찍 잘라주지 않
도록 한다. 꽃을 따주었을 때 뿌리의 성분변화를 보면, 적화를 하면 생육은 방임보다 증
가하나 사포닌이나 엑스함량은 감소하며 적심의 경우 이눌린함량은 약간 증가하나 생육
이나 기타 성분은 감소한다.

잡초방제
김매기는 도라지 재배시 가장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도라지는 발아 후 2~3본엽
이 전개되고 줄기가 신장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생육 초기에 잡초의 성장 속
도를 따르지 못하며 흔히 잡초 속에 묻혀버리기 쉽다. 따라서 초기 입모가 상당히 중요한
데 파종 후 입모 하기까지 피복을 하여 두는 것은 토양 수분조절과 함께 잡초 발생을 최
대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첫 번째 김매기는 6월 상순까지, 두 번째는 7월 상순까지 마
치는 것이 뿌리의 생육을 촉진시킬 수 있으나 잡초가 크게 자라기 전에 실시하여야 어린
모의 피해가 적다.
김매기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파종당년 또는 2년 이후 제초제를 살포한다. 도라지
GAP 적용약제로 등록된 제초제로는 세톡시딤 유제, 플루아지포프-피-뷰틸 유제, 할록
시포프-아르-메틸 유제, 클레토딤 유제 등이 있다.
● 도라지 발생 일년생잡초(화본과) 대상 GAP 적용약제 안전사용 지침
적용
잡초

약제명(품목명)

세톡시딤 유제
일년생잡초
(화본과)

플루아지포프-피-뷰틸 유제
할록시포프-아르-메틸 유제
클레토딤 유제

사용적기
및 방법

화본과
잡초
3-5엽기,
잡초
경엽처리

물 20ℓ당
사용약량

1,000㎡(10a)당 사용량
약량

살포량

25㎖

150㎖

120ℓ

20㎖

100㎖

100ℓ

10㎖

50㎖

100~120ℓ

20㎖

100㎖

10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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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해충 방제
병
1) 순마름병
가) 병징
어린잎에서 잎맥을 따라 색이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며, 생육이 나쁘다. 병 증세가 진전
됨에 따라서 흑색으로 변해서 말라죽는다. 심하게 진전되면 식물체 전체가 썩는다.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Pseudomonas 속 세균에 의해 발생한다. 이 세균은 주로 토양 내 혹은 병든 식물체에서
월동하여 병을 일으킨다. 이른 봄 갑자기 추워질 때 주로 언 피해와 함께 병해가 나타나
며, 여름에는 주로 빗물이나 관수에 의해 병이 전파된다.
다) 방제
발생이 심한 포장은 이어짓기를 피하고, 토양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여름철에는 재배포
장의 물 빠짐을 좋게 하고, 관수 시에는 물을 지나치게 대주지 않도록 한다.

2) 점무늬병
가) 병징
잎에 발생하는데 처음에는 원형 회백색 반점으로 나타나고, 진전되면 흑갈색 원형 또는
불규칙한 병반이 형성된다. 중앙은 회백색, 주위는 흑갈색을 띠며 오래되면 병반상에 흑
색 소립점의 병자각이 형성된다.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병원균은 Septoria platycodonis Sydow이며 봄부터 가을에 걸쳐 발생하는데 여름에 발생이
많고, 병반상에 형성된 병자각이 월동하여 비나 바람에 의해 주위로 확산된다.
다) 방제
전년도에 이병된 식물체의 잔재를 제거하여 월동한 병원균 포자에 의해 병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발병 초기에 GAP 적용약제인 아족시스트로빈 수화제, 피
리메타닐 수화제, 폴리옥신비 수화제를 살포하여 방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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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무늬병 병징(좌 : 앞면, 우 : 뒷면)

3) 줄기마름병
가) 병징
줄기와 잎에 발생한다. 줄기에는 처음 물에 데친 모양의 갈색 내
지 적갈색 반점이 나타나고, 심하면 조직이 부패하고, 그루 전체가
말라죽는다. 잎에서는 갈색반점으로 나타나며, 병무늬가 진전되면
흑갈색으로 변하여 잎전체가 마른다. 오래된 병무늬 부위에는 까
만 병자각이 밀생한다.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Phoma 균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이 균은 병든 부위에서 병자각을
형성하고, 병자각 내에는 색이 없는 타원형의 홑세포로 이루어진

▲ 줄기마름병

병포자를 많이 형성한다. 병원균은 종자나 잎, 줄기에서 병자각 또는 균사의 형태로 월동
하여 다음해 도라지를 다시 침해하는데,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 발생이 심하다.
다) 방제
건전한 식물체에서 수확한 종자를 파종하도록 하고, 병에 걸린 식물체는 뽑아내어 불에
태우도록 한다.

4) 탄저병
가) 병징
줄기와 잎에 발생하는데, 줄기에서는 처음에 황갈색의 작은 점무늬가 형성되고, 점차
진전되면서 줄기가 갈색 내지 흑갈색으로 변하여 말라죽는다. 잎에서는 원형 내지 부정
형의 갈색 병무늬로 나타나며, 병든 부위에는 흑색의 강모가 많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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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Colletotrichum 균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이 균은 병든 부위에서 포자층을 형성하고, 포
자층 위에 초승달모양의 분생포자와 바늘모양의 흑갈색 강모를 형성한다. 병원균은 균사
또는 분생포자의 형태로 병든 부위에서 월동하여 1차 전염원이 되며, 온도가 높고, 습기
가 많은 여름철에 발생이 심하다.
다) 방제
경종적 방법으로 예방 또는 방제한다.

5) 줄기썩음병
가) 병징
줄기가 땅과 맞닿는 부위부터 갈색 내지 암갈색으로 변색되고,
썩어 올라간다. 병이 심하게 진전되면 잎이 썩으며, 그루 전체가
시들고 말라죽는다.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Rhizoctonia 균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이 균은 주로 균사의 자람에
의해서 식물체를 침해한다. 병원균은 병든 부위나 토양 중에서 균
핵을 형성하여 월동한 다음, 이듬해 봄에 다시 식물체를 침해한다.

▲ 줄기썩음병

다) 예방 및 방제
발생이 심한 포장은 이어짓기를 피하고 경종적 방법으로 예방 또는 방제한다.

6) 균핵병
가) 병징
뿌리와 줄기에 발생하는데, 뿌리에 발생하면 뿌리가 물러져 썩
고, 감염된 땅가 부분의 줄기에는 하얀 균사가 엉겨붙어 자란다.
오래된 병반부에는 흑색의 부정형 균핵이 형성되어 붙어 있다.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Sclerotinia 균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이 균은 병든 부위나 토양중
에서 균핵을 형성하여 월동한 다음, 이듬해 봄에 발아하여 쟁반모
양의 자낭반을 형성하고, 자낭반 위에 자낭포자를 형성한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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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흩날린 자낭포자는 다시 도라지를 침해하는데, 이 균은 도라지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작물에도 침해하여 균핵병을 일으킨다.
다) 방제
병든 식물체는 일찍 뽑아서 태워버리고, 그 주위의 지표면에 흩어져 있는 균핵은 토양
과 함께 긁어내어 땅속 깊이 파묻는다.

7) 시들음병
가) 병징
줄기와 뿌리가 감염되어 발병초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어 보이나 줄기를 잘
라보면 도관이 변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병이 진전되면 그루 전체가 시들고 말라
죽는다. 어린 묘에서는 땅가 부위가 잘록하게 썩는 입고증상으로 나타난다.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병원균은 Fusarium이며, 대형분생포자와 소형 분생포자를 형성한다. 대형 분생포자는
초승달 모양으로 3~5개의 격막이 있고, 소형 분생포자는 타원형으로 1~2개의 세포로 되
어 있다.
다) 방제
발생이 심한 포장은 이어짓기를 피하고, 경종적 방법으로 예방 또는 방제한다.

8) 자주날개무늬병
가) 병징
병에 걸린 식물체는 쇠약해지고, 점차 그루전체가 말라죽는다. 뿌리에는 자색의 균사체
가 자라서 엉겨 붙어 있다.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Helicobasidium 균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 균은 토양전염성으로 다른 많은 식물체를
침해하기도 하며, 균사가 자라거나 담자포자를 형성하여 2차 전염을 한다.
다) 방제
발생이 심한 포장은 이어짓기를 피하고, 감염된 식물체는 일찍 뽑아내어 불에 태워버리
고, 그 부위의 토양도 함께 긁어내어 땅속 깊이 파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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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꽃썩음병
가) 병징
꽃에 발생하는데 발생 초기에 흰색 내지 담갈색의 작은 반점이 형성되고, 진전되면 병
반이 부정형으로 확대된다. 병든 꽃은 갈변하여 말라죽고 심하면 꼬투리는 썩고 종자의
결실이 불량해진다.

▲ 꽃썩음병 병징(좌) 및 대발생 포장(우)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병원균은 Stemphylium sp.이며 도라지에 잎마름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분생자경의 끝에
분생포자가 형성되고, 분생포자에는 많은 횡격막과 종격막이 있다. 고온 장마기에 발생
이 심하고 병원균은 분생포자나 균사의 형태로 월동하여 공기로 전염된다. 도라지 생산
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종자의 활력에 영향을 주어 이듬해 파종시 수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
다) 방제
증식용으로 종자 채종 시 가급적 꽃썩음병이 걸린 부위의 종자는 채종하지 않도록 하고
이형 종자의 정선이 필요하다.

▲ 잎마름병 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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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뇌두부패 증상과 당근뿌리혹선충
가) 병징 및 피해증상
뇌두부패 증상의 경우 봄철 출아기에 뇌두가 부패하여 썩고 줄기가 뿌리와 쉽게 분리되
고, 심하면 뿌리전체가 썩게 된다. 당근뿌리혹선충의 경우 피해 받은 뿌리는 수많은 혹이
생기고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한다.
나) 병원체 및 발생생태
뇌두부패 원인균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병부에 Fusarium 균이 분리되고 있고 뇌
두부패 증상은 2년근 이상 배수 불량 재배 포장에서 발생이 많다. 당근뿌리혹선충의 경우
연작지나 2년근 이상의 재배 포장에 발생이 많고, 특히 사질토 포장에서 발병률이 높다.
선충류는 뿌리 속에 발생하므로 피해 받은 뿌리는 많은 혹이 생기며 기형으로 변하여 상
품성이 저하되고, 식물체의 양분과 수분 흡수를 저해시켜 생장이 부진하게 된다.
다) 방제
뇌두부패 증상의 경우 현재 적용 약제가 없으므로 늦가을 낙엽이 지면 재배 표면은 볏
집 등으로 피복하여 봄철 출아기 토양의 급격한 온도변화에 따른 뿌리의 물리적 손상을
억제하여 토양병원균에 의한 2차적 뇌두부패의 피해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당근뿌
리혹선충의 경우 가급적 연작과 사질토에서의 재배를 피하며 유기물을 충분히 사용하여
야 하며 타 약용 작물을 포함한 당해년도 선충피해가 컸던 포장에서는 휴경을 하고 심경
을 해주면 선충의 밀도가 감소되어 추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뇌두부패 증상

▲ 선충류에 의한 피해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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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1) 응애류
가) 형태
점박이응애, 차응애, 점박이응애붙이 등이 발생하며 비슷하여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
다. 점박이응애 성충은 란형으로 크기는 암컷 0.4mm, 수컷 0.3mm 내외이며, 여름형 암
컷은 담황색 내지 황녹색으로 몸통의 좌우에 검은 무늬가 있다.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잎 뒷면에서 세포의 내용물을 빨아먹으며 피해 초기에는 흰색의 반점이 무더기로 생
기고, 피해가 진전되면서 잎이 갈색으로 변하고 조기 낙엽이 된다. 신초부위를 집단으로
가해하면 잎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여 생육이 지연되고 심하면 신초부위가 고사하
며 밀도가 높아지면 거미줄을 타고 이동하며 탈피각, 배설물 등으로 잎 뒷면이 지저분해
진다. 주변 잡초, 낙엽 등에서 월동하고 4∼5월에는 월동을 마친 암컷과 제 1세대가 증
식하면서 주변 작물체로 이동한다. 년간 9회 정도 발생하고, 7∼9월 고온건조시 다발생
하여 피해가 심하며 9월 하순부터 월동성충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월동처로 이동하고 월
동한다.
다) 방제
유묘기에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며, 수확 후 잔존물이나, 잡초 등 잠복처를 철저히 제거
한다. 세대기간이 짧고 같은 계통 약제를 연용 함으로써 저항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방
제 시 계통이 다른 약제를 살포한다. 등록된 GAP 적용약제로는 플루페녹수론 분산성액
제, 펜피록시메이트 액상수화제, 에톡사졸 액상수화제, 밀베멕틴 유제 등이 있다.

▲ 점박이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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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류에 의한 피해

2) 도라지수염진딧물
가) 형태
성충은 2∼2.5mm 정도이고 유시충은 적갈색이며 머리, 가슴, 배의 옆무늬, 뿔관은 흑
색이며 나머지 부분은 투명하다. 각 배마디 등판에는 피부딱지가 옆으로 줄지어 있고 끝
편은 원뿔모양이다.

▲ 도라지수염진딧물 발생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도라지 등 초롱꽃과 식물에 기생하는데 줄기와 순부위에 수십마리씩 무리를 지어 흡즙
하여 신초의 생육을 저해한다.
다) 방제
발생초기에 방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현재까지 도라지에 등록된 적용 약제가 없
어 타 작물에 등록된 진딧물 전용 약제를 사용할 경우 약해가 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농약잔류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수확 전에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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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채벌레류
가) 형태
암컷성충은 1.4∼1.7mm이며 황색으로부터 갈색까지 변이가 크고 약충은 담황색이다.

▲ 총채벌레 약충 및 성충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주로 꽃과 신초을 가해하여 작은 흰색 또는 황색의 반점이 생기는데 발생 부위를 갉아
서 즙액을 흡수하므로 조직이 위축되고 변형된다. 주로 잎이나 꽃 등 연약한 부위나 조직
틈에서 가해하므로 잘 보이지 않지만 낮은 밀도로 발생하더라도 작물의 생육초기 신초
부위 등에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크다. 밀도가 높아지면 꽃 속에서 집단 번식하고 가해하여
조직이 썩어 부생성 곰팡이가 발생하여 봉오리가 전체적으로 갈변, 부패하기도 한다. 년
5∼6회 이상 발생하는데 기주식물 종류 및 기상조건(온도)에 따라 불규칙하며 성충은 30
∼70일간 생존하여 식물체내에 수십∼수백개의 알을 낳으며, 노지에서는 4월 하순으로
부터 11월까지 발생하고 대체로 6월 하순과 8월 상중순에 많은 발생을 보인다.
다) 방제
개화기의 꽃과 어린 잎에 피해가 많이 나타나므로 발생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조기
에 방제하여야 한다. 기주범위가 넓고 번식력도 높아 약제로 완전 방제가 곤란하므로 물
리적, 경종적, 화학적 방제를 잘 조화시켜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피해가 심한 경우 재
식시 비닐 멀칭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끈끈이 트랩을 이용하여 발생을 확인하거나 흰
종이를 피해가 의심되는 신초나 가지밑에 놓고 가볍게 털어보면서 해충 발생을 확인하고
방제시기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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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채벌레에 의한 피해 증상

● 도라지 발생 병해충 GAP 적용약제 안전사용 지침
대상
병해충

약제명(품목명)

사용적기
및 방법

처리시기

사용횟수

1,000배

수확 7일전까지

3회 이내

1,000배

수확 7일전까지

3회 이내

폴리옥신비 수화제

1,000배

수확 7일전까지

3회 이내

플루페녹수론 분산성액제

1,000배

수확 7일전까지

3회 이내

2,000배

수확 7일전까지

2회 이내

4,000배

수확 7일전까지

3회 이내

1,000배

수확 7일전까지

3회 이내

아족시스트로빈 수화제
점무늬병

안전사용 기준
희석배수

피리메타닐 수화제

펜피록시메이트 액상수화제
녹병
에톡사졸 액상수화제
밀베멕틴 유제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발생초기
경엽처리

5.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이용부위 및 특성
잔뿌리를 잘라내고 껍질을 벗겨서 약용 또는 식용으로 이용한다. 도라지는 파종 후 알
맞은 관리만 하면 2년차 가을에 굵기 2cm, 길이 20~30cm의 뿌리를 수확할 수 있다.

수확
식용으로 할 때는 년 중 시장시세에 따라 수확할 수 있으나, 약용으로 쓸 때는 3~4년
이상 재배한 것을 가을에 지상부가 완전히 말라죽은 후 또는 봄에 수확한다. 도라지 종자
로 봄에 파종하고 3년 재배한 도라지 수량은 건근중으로 10a당 640kg~760kg 정도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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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도라지를 물에 깨끗이 씻어 겉껍질을 대칼로 벗겨 말린 것을 백길경이라 하
고, 캐낸 뿌리를 껍질 채 말린 것을 피길경이라 하는데 수출은 백길경을 주로 한다.

건조
전에는 햇볕 또는 그늘에서 말리었으나 최근에는 건조기가 많이 개발되어 벌크 건조기
를 이용하여 50~60℃의 온도에 건조하면 3~4일 만에 깨끗하게 건조되어 상품가치를 높
일 수 있다. 도라지의 사포닌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적 저온인 45℃에서 건조하는 것이
사포닌함량이 높았다.

6. 생약의 특성과 품질(KP)
생약의 특성
이 약은 뿌리로 가늘고 긴 방추형 또는 원뿔모양이며 때로 가지가 갈리기도 한다. 원뿌
리는 길이 10~15cm, 지름 1~3cm이다. 바깥면은 회갈색, 연한 갈색 또는 흰색이고, 위
쪽 끝에는 줄기를 제거한 자국이 오목하게 남아 있으며, 그 부근에는 가는 가로주름과 세
로 홈이 있다. 근두부를 제외한 뿌리의 대부분에는 거친 세로주름과 가로 홈이 있고 껍질
눈 모양의 가로줄이 있다. 질은 단단하나 꺾기 쉽다. 횡단면은 섬유성이 아니며, 피부는
목부보다 약간 얇고 거의 흰색이며 군데군데 빈틈이 있고, 형성층 부근은 갈색을 띤다.
목부는 흰색~연한 갈색이고 조직은 피부보다 약간 치밀하다.
이 약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볼 때 코르크층은 황갈색지만 대부분은 이미 제거되어있
다. 사부는 넓고 바깥쪽의 사부수선은 구부러졌으며 사관 무리는 대부분 눌려서 퇴폐되
어있다. 유관은 무리를 이루어 흩어져 있고 그 안에는 황갈색의 과립상 물질이 들어 있
다. 안쪽의 사부중에는 유관무리가 사관과 동반하여 배열하고 있다. 형성층은 고리를 이
루고 목부는 수선이 넓고 도관은 다각형이며 한 개 또는 여러 개가 모여서 방사상으로 배
열하고 있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약간 있으며 맛은 처음에는 담담하고 후에는 아리고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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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순도시험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나프로파마이드 0.1ppm 이하.
나)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다) 디엘드린 0.01ppm 이하.
라)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마) 알드린 0.01ppm 이하.
바) 엔드린 0.01ppm 이하.
사) 치노메치오네이트 0.3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회분 : 6.0% 이하.
⊙ 엑스함량 : 묽은에탄올엑스 25.0% 이상.
⊙ 저장법 :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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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약용

독활

대

06
◀내수

확

식물명 : 독활(두릅나무과 Araliaceae)
생약명 : 독활(獨活, Aralia Continentalis Root)
학명 및 식물기원 : Aralia

cordata var. continentalis (Kitag.) Y.C.Chu
이용부위 : 뿌리

1. 식물의 성상
재배식물의 성상
독활은 다년생
초본식물로 줄기
는 곧추서고 키
가 1~2.5m에 달
하며 황백색의
잔털이 있다. 어
릴 때는 갈색이
나 생장하면 녹

▲ 땃두릅 어린잎과 열매

색이 된다. 근경이 덩어리로 땅속깊이 비대하고, 뿌리는 암갈색을 띠고, 외측둘레는 유백
색, 속은 담황색을 띤다.
잎은 어긋나고 줄기의 중간에는 2~3회 우상복엽, 위에는 1회 우상복엽이다. 중간부위
잎은 위 잎보다 2배 이상 크고, 소엽 5~7개이고, 타원형이며 끝은 뾰족하고 가장자리는
날카로운 톱니를 이루고 있다.
7~8월에 원줄기의 끝이나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서 큰 원추화서가 자라 층상으로 갈
라진 가지 끝에 둥근 산형화서를 이루며 꽃이 핀다. 꽃은 양성화, 담황색, 수술 5개이다.
열매는 둥글고, 흑자색으로 종자 5알이 들어 있다. 종자는 긴 공모양이고, 1,000알의 무
게는 1g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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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속 및 유사 식물
독활의 원식물은 A. cordata Thunb.(Fl. Jap. 127. 1784)와 A. continentalis(Bot. Mag. (Tokyo)
49：228, f. 3. 1935)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땃두릅(A. continentalis=A. cordata：한
국식물도감. 정태현. 1957; 조선식물지. 임록재. 1998)과 독활(A. cordata：한국식물명
고. 이우철. 1996)을 같은 식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표준식물목록에는 독활
(continentalis)을 땅두릅(cordata)의 변종(var. continentalis (Kitag.) Y. C. Chu)으로 정리하고
있으나 식물의 존재는 불명하다.
중화본초에는 continentalis와 cordata를 독활과 구분하고 있고, 중국약전에는 독활의 원
식물을 중치모(重齒毛) 당귀(Angelica pubescens Maxim f. biserrata Shan et Yuan)로 규정하고
있어 대한약전과는 다른 점이 있다. 이같이 중국에서도 독활과 두릅나무(楤木)의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또한 Angelica 식물에도 독활을 붙이는 것은 이들 2속이 유사종이기 때문
이라 고려된다. 한편 땃두릅나무(땅두릅나무; Oplopanax elatus)는 목본으로 땃두릅과는 다
른 식물이다.
● 초본 aralia의 한약 원식물 (중화본초, 1999)
한약명

식물명(학명)

長白송목

장백송목 (A. continentalis)

九眼독활

식용토당귀; 식용송목 (A. cordata), 柔毛용안독활 (A. henryi),
龍眼독활 (A. fargesii), 濃紫용안독활 (A. atropurpurea)

牛角七

芹葉용안독활(A. apoides)

甘肅토당귀

감숙토당귀(A. kansuensis)

白九股牛

叢枝송목(A. melanocarpa)

草독활

云南용안독활(A. yunnanensis)

독활

重齒毛당귀(Angelica pubescens f. biserrata)

주요 성분 및 약리작용
독활은 카우레노산(C20H30O2 : 302.45) 및 콘티넨탈산(C20H30O2 : 302.45)의 합 0.4%
이상을 함유한다. 아스파라긴, 포도당, 철분 비타민 B1, B2, C 등 영양성분과 사포닌도
함유되어 있으며, 칼륨성분이 많아 식염의 과다섭취로 오는 피해를 막아준다.
약리작용은 감기, 두통, 전신통, 치통, 풍증, 해열, 발한, 류마티스, 피부염 및 외상에
효능이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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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배환경
기후
추위에 비교적 잘 견디므로 고랭지를 제외한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재배가 가능하며,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생육이 좋다.

토양
독활은 생육이 왕성하여 토질을 가리지 않고 잘 자라지만 유기물 함량이 많고 물빠짐이
좋은 참흙이나 질참흙으로 토심이 깊고 수분유지가 잘 되는 곳에 잘 자란다.

3. 재배법
번식
종자 또는 묘두로 번식하며, 때로 꺽꽂이 번식도 하지만 주로 묘두 분주법으로 한다. 실
생번식은 종자 발아력이 약해 10a당 2ℓ 정도가 소요되며, 대량증식의 이점은 있으나 잡
종 집단이므로 특성이 불균일하고 육묘에 따르는 재배기간 연장과 생산비 증가요인이 있
다. 삽목의 경우도 육묘가 필요하며, 분주묘는 부산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본밭에 바로 정
식할 수 있다. 그러나 1주에서 3~10개의 적은 묘가 생산되므로 대량증식은 어려워 10a당
2,500~2,800주가 소요된다.

1) 실생육묘
가) 채종 및 종자처리
10월 하순 경에 잘 익은 열매를 수확하여 과육을 제거하고 수선하여 충실한 종자를 선
별한다. 발아억제 물질이 있어 휴면하므로 즉시 파종하면 당년에 발아하지 않는다.
종자를 건조조건에 저장하면 발아가 잘 되지 않으며, 30일이 지나면 발아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따라서 노천매장하거나 4℃ 정도로 습윤 저온저장하고 이듬해 봄에 파종한다.
건조 저장한 종자는 반드시 습윤조건에서 저온처리 또는 저온층적하여야 휴면이 타파
되어 발아할 수 있다. 11월 초에 채종하여 30일간 일반 저장한 종자를 동계에 노천매장과
4℃ 저온처리하면 처리기간은 최소 30일 이상 75일 정도이며, 지베렐린(GA) 500ppm (5
일 침지)을 처리하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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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아생리와 육묘
광발아성이며, 발아는 변온(주/야 19/15℃)에서 25℃ 정온보다 발아가 잘된다. 묘판
은 잘 썩은 퇴비 2kg, 복비(18-18-18) 25g을 1㎡ 기준으로 뿌리고 경운, 정지한다. 나비
1.2~1.5m의 높은 두둑으로 파종상을 만들고 15cm 간격으로 얕게 파종골을 내고 줄뿌림
을 한다. 광발아성이므로 얇게 복토하고 볏짚을 덮은 다음 충분히 관수해 준다. 발아가
2/3 정도 진행되면 볏짚을 걷어준다.

2) 근경분주 및 삽목
가) 근경분주
한약재는 뿌리를 이용하므로, 뿌리를 잘라 약용
으로 갈무리하고, 근경을 싹눈이 2~3개 붙도록 잘
라 심는 방법이다. 근경의 크기는 클수록 좋으나 묘
생산량을 고려하여 60g 정도로 한다. 봄에는 바로
심고, 가을에는 물빠짐이 좋은 곳에 동해를 입지 않
도록 가식하고 이른 봄에 본밭에 아주 심는다.

▲ 땃두릅 어린잎과 열매

나) 삽 목
6월 중순경 새로 돋아나는 줄기를 15cm 정도로 잘라서 순을 없앤 다음 루톤이나 IBA
1,000~2,000배액에 30초간 처리하여 깨끗한 강모래나 버미큘라이트에 꺾꽂이를 하고
시원한 그늘에 두고 비닐터널을 설치해 준다.

본밭에 심기
1) 시비와 두둑만들기
생육이 왕성하고 흡비력이 강하므로 거름을 충분히 준다. 밑거름은 밭갈이 전에 전면에
뿌리고 경운, 정지하여 전층 시비되도록 한다. 밑거름 시비량은 10a당 퇴비 3,000, 질소
12, 인산 8, 칼륨 16kg이며, 추비는 질소 8kg(40%)을 시용한다. 두둑은 90~75cm 정도
로 넓게 만들고, 심을 골을 20cm 깊이로 판다.

2) 본밭에 심기
정식 시기는 중산간부 4월 상~중순, 평야 3월 하순이 적당하다. 밀식하면 수량은 많으
나 굵은 뿌리를 생산하기 위하여 적당한 심는 거리는 60~45cm이다. 심는 요령은 묘의
싹이 위로 향하게 세우고 뿌리사이로 흙이 잘 들어가도록 덮고 짚이나 낙엽을 피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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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 및 본밭관리
독활은 생육이 왕성하므로 생육초기에 1~2회 김매기를 해주면 7월경부터는 경엽이 무성
하게 자라 잡초가 번성하지 않는다. 2년차에는 5월 말 이전까지 제초해주면 잡초는 문제되지
않는다. 2년 이후 꽃대가 올라오면 7월 하순부터 잘라 뿌리의 생육이 잘 되도록 한다. 웃거름
은 연 2~3회를 여름철에 준다. 2년차 가을부터 지상부가 말라 죽으면 퇴비나 밑거름을 밭골
위에 흩어 뿌려 복토하듯 전면에 사용한다. 웃거름은 유기질비료를 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
다. 뿌리가 비대하는 작물이므로 여름철에는 배수구를 깊게 해서 물빠짐이 잘 되게 한다.

4. 병해충 방제
모틀모자이크병, 누른오갈병, 점무늬병, 갈색무늬병, 뿌리혹선충병, 식물기생선충, 가시
길쭉바구미, 파밤나방, 점박이응애 등이 독활에 발생하는 병해충으로 보고되어 있지만 현재
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병해충은 없다. 장마철 배수불량지에서 뿌리가 썩고 잎과 줄기가 갈
색으로 변하면서 죽는 경우가 있으므로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정비해 준다.

5. 수확 및 세척, 건조, 저장방법
정식 2년 이후부터 수확이 가능하며, 가을부터 봄 사이에 수확한다. 수확은 뿌리가 깊이 뻗
으므로 상하지 않도록 굴삭기를 이용한다. 10a당 수확량은 평균 583kg이며, 정식 2년 이후부
터 수확이 가능하고, 가을부터 봄 사이에 수확하여 뿌리의 가격이 좋을 때는 뇌두만 남기고, 뿌
리는 약용으로 출하한다. 가격이 좋지 않을 때는 굵은 뿌리만 절단하고, 잔뿌리는 뇌두와 같이
연화재배용으로 이용하면 경제적이다. 뿌리는 잘라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박피
기에 넣어 박피하거나, 솔로 문질러 깨끗이 닦은 후 햇볕에 말리거나 40℃ 이하의 건조기에서
건조시킨다. 건조 독활 저장은 플라스틱 상자에 저장하였을 때 8개월간 부패가 발생하지 않아
저장용기로 효과가 높지만, 스티로폼상자는 수분흡수율이 높아 부패가 빨리 진행된다.
● 독활 저장용기별 장기저장 정도
작목

독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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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기

저장온도

저장 전 무게
(g)

저장 후 무게
(g)

부패도***
(0~9)

저장기간
(개월)

플라스틱
상자

상온*

151.02

154.35

1

8 이상

저온**

150.36

155.17

1

8 이상

스티로폼
상자

상온

154.81

171.91

5

5

저온

151.13

171.22

1

8 이상

크라프트

상온

154.41

159.2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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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

저장용기

저장온도

저장 전 무게
(g)

저장 후 무게
(g)

부패도***
(0~9)

저장기간
(개월)

독활

크라프트

저온

150.38

155.01

1

8 이상

* 상온 25℃, ** 저온 4℃ *** 0 : 부패없음, 1: 5%이내, 3 : 5~15%, 5 : 15~25%, 7 : 25~35%, 9 : 50% 이상

6. 독활 새순 이용기술
독활 뿌리는 한약재 원료로 이용하고, 독활순과 잎은 알칼리성 고급 영양식품, 조리식
품에 이용하고 있어 이용률 향상을 위한 피복자재를 선발한 결과 볏짚을 피복하였을 때
상품수량이 가장 높다.

7. 생약의 특성과 품질
생약의 특성
이 약을 건조한 것을 정량할 때 카우레노산(C20H30O2 : 302.45) 및 콘티넨탈산(C20H30O2
: 302.45)의 합 0.4% 이상을 함유한다. 이 약은 뿌리로 긴 원기둥모양`~막대모양이고 길이
10~30cm, 지름 5~20mm이다. 바깥면은 회백색~회갈색이며 세로주름과 잔뿌리 자국이
있다. 꺾인 면은 섬유성이고 연한 노란색의 수가 있고 질은 가볍고 엉성하다. 이 약의 횡단면
을 현미경으로 볼 때 후각조직 내에 분비세포를 가진 작은 수지도가 있다. 형성층은 3~5열
로 뚜렷하고 목부의 도관 주위에는 목부섬유가 발달하고, 수로부터 수선은 3~5열로 사부까
지 연결되어 있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있고 맛은 텁텁하고 약간 쓰다.

품질
순도시험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ppm 이하.

마) 엔드린 0.01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건조감량 : 12.0% 이하 (6시간). ⊙ 회분 : 9.0% 이하.
⊙ 산불용성 회분 :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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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

둥굴레(옥죽)

대

07
◀내수

확

식물명 : 둥굴레(백합과 Liliaceae)
생약명 : 옥죽(玉竹, Polygonati Odorati Rhizoma), 위유(萎蕤)
학명 및 식물기원 : Polygonatum

odoratum Druce var. pluriflorum Ohwi
또는 기타 동속근연식물
이용부위 : 뿌리줄기

1. 식물의 성상
재배식물의 성상
다년생 초본식물로 높이 30~60cm이며 6줄의
능각(稜角)이 있고 끝이 처지며 육질의 근경은 점
질이고 옆으로 뻗는다. 호생엽은 한쪽으로 치우
쳐서 퍼지며 긴 타원형이고 길이 5~10cm, 너비
2~5cm로서 엽병이 없다. 5~7월에 꽃이 피고 꽃
은 밑부분은 백색 윗부분은 녹색이며 1~2개씩 엽
액에 달리고 길이 15~20mm로서 소화경은 밑부

▲ 둥굴레

분이 합쳐져서 화경으로 된다. 6개의 수술이 있고 수술대에 잔돌기가 있으며 꽃밥은 길이
4mm로서 수술대와 길이가 거의 같다. 8월에 열매가 성숙되면 둥글고 흑색으로 익는다.

동속식물
한약재로 이용하는 Polygonatum 속 식물을 황정과 위유(옥죽)로 나누는데 최근의 중
국 중약지에는 둥굴레 6종, 황정은 8종으로 분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퉁둥굴레(P.
infolatum Kom.), 용둥굴레(P. involucratum Max), 왕둥글레(P. robustum Nak.) 등도 옥죽과
같이 쓰고 있다(향약대사전. 1990. 정보섭, 신민교).

098

약용작물 GAP 표준재배기술
◀내수확대 약용작물▶

진황정(P. falcatum A. Gray), 층층갈고리둥글레(P. sibiricum Redout), Polygonatum
kingianum Delar.은 황정의 원식물로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약전).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
이 없으며 주로 자생지에서 채취하여 재배하고 있다.

▲ 둥굴레

▲ 무늬둥굴레

▲ 층층둥굴레

주요 성분 및 약리작용
둥굴레 근경에는 콘발라마린(convallamarin), 콘발라린(convallarin), 카엠프페롤-글루
코사이드(kaempferol-glucoside), 쿠에르시톨-글리코사이드(quercitol-glycoside), 비타민
(vitamin) A 등이 함유되어 있고 이외에 전분 25.6~30.6%와 점액이 들어있다. 또 잎과
근경에는 아제티딘-2-카복실릭 엑시드(azetidine-2-carboxylic acid)가 함유되어 있다. 약
리작용은 윤조(潤燥; 음을 보하고 진액을 생겨나게 하는 방법), 제번(除煩; 번조(煩躁)
한 것을 제거하는 효능), 생진(生津; 침이나 체액의 분비를 촉진시킴), 지갈(止渴; 갈
증을 푸는 것)의 효능이 있고 열병음상(熱病陰傷; 열병으로 음(陰)이 상한 것), 해수번
갈(咳嗽煩渴-심한 구갈(口渴)), 과로에 의한 발열, 소곡역기(小穀易飢-식후에 곧 기아
(飢餓))를 느끼는 것), 빈뇨(頻尿; 배뇨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되는 증상), 중풍폭열
(中風暴熱), 운동장애, 질근결육(跌筋結肉)을 치료한다. 장기간 복용하면 안색과 혈색
을 좋게 한다.

3. 재배환경
기후
우리나라 전국 각처의 산야지 음지에 흔히 자생하며 경남 함양과 산청에서 많이 재배되
고 있다. 내한성이 강하며 생육온도는 13~25℃로 반그늘에서 잘 자라며, 월평균 강수량
이 150~200mm일 때 지하경 발육이 가장 왕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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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굴레는 우리나라 중, 북부 산지에 재배가 가능하나 기후는 크게 가리지 않는다. 하지
만 심한 건조와 과습이 계속되는 습지에서는 생육에 지장을 주어 재배가 곤란하다. 기온
이 15~28℃ 토양수분 50~80%의 조건에서 재배할 수 있다. 둥굴레는 환경 적응성이 비
교적 강하며 온도가 9~13℃일 때 근경이 맹아하며 18~22℃가 되면 꽃봉오리가 생기고,
19~25℃에서 지하경이 비대하며 온도가 20℃이하로 내려가면 열매가 성숙하고 지상부
의 생장은 멈춘다. 계절로 보면 2~3월에 추대, 4~5월 개화, 6~8월 지하경 발육, 8~9월
열매가 성숙하고, 9~12월 성장이 정지하여, 생장주기는 210~230일이 된다.

토양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 또는 점질양토로 토심이 깊고 비옥한 곳이 좋다. 재배적지는
미산성 사질양토 또는 점질양토로 토심이 깊고 부식질이 많아 비옥하며 토색은 황색으로
배수 양호한 곳이 좋으며, 점질토로 배수불량하고 습기가 많은 지역은 부적당하다.

3. 재배
번식법
둥굴레는 종자 또는 지하경으로 번식이 가능하다. 지하경 번식은 작기를 경감 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으나 증식율이 낮아 대면적 재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실생은 육묘기간이
길고 생육이 늦다. 또한, 둥굴레는 상배축 휴면을 하여 유묘출현에 약 18개월이 소요되는
식물이다. 가을에 떨어진 종자가 이듬해 봄에 어린뿌리만 발달하고 싹이 나오지 않으며
유아와 배축은 다음해 봄에 생장하게 되므로 유묘관리가 번거롭다. 따라서 종자를 이용
한 실생 재배의 어려움이 있다.
● 둥굴레의 발아생태 (Wareing 등, 1981)
낙과
가을

유근돌출
겨울

봄

상배축신장
여름

가을

낙과~유묘출현 약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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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 준비
종근은 가을에 수확하여 당년에 생장한 황백색 근아를 사용한다. 종근은 흙을 털고 선
별한 후 심는데 일기가 나쁠 때는 저온에 저장한다. 10a당 소요 종근 수량은 300~450kg
이다. 종근은 미리 준비하였던 깨끗한 모래에 묻어 최아된 것을 심으면 입모율이 높고 출
아기간도 빨라지게 된다.

정식
종근의 파종 시기는 봄, 가을 모두 가능하며, 시험결과는 없지만 10월 상순~11월 상순
이 적당하다. 심는 방법은 파종 골에 종근을 2줄로 심는 방법과 한 줄로 심는 방법이 있
다. 두 줄로 심을 때는 한 줄은 눈이 좌로 다른 줄은 우로 가게 하여 심고 한 줄로 심을 때
는 눈이 좌, 우로 번갈아 바뀌게 심는다.
두둑의 너비는 120~180cm로 넓게 만들고 30cm 간격으로 파종 골을 내고 10cm 간격
으로 종근을 심는다. 심은 후에는 부숙 퇴비를 덮고 세토 후 이랑을 평평하게 고른다.

비배관리
둥굴레는 어느 약초보다도 많은 양의 비료를 흡
수하는 약초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밭 갈기 전
에 10a당 퇴비 3,000kg을 뿌리고 경운한 후 계분,
돈분, 비료 및 콩 복합비료 2포를 뿌리고 다시 깊
이갈이하고 로타리한 뒤 5~10일 후에 준비된 종
근을 정식한다.
둥굴레는 정식한 후 4~5년 후 수확하게 되므로

▲ 둥굴레 포장

화학비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지상부가 웃자라게 되어 뿌리수량이 적게 된다. 그러므
로 수확기를 결정한 후 비료는 가급적이면 복합비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정식 전 완효성
유기질퇴비를 10a당 60kg씩 주면 1, 2년생에서 종근의 무게가 증가한다.
특히 둥굴레는 정식한 2~3년에는 제초작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늦가을이나 이른 봄에 덜 썩은 소외양간 거름을 밭 전체에 3~5cm 정도 뿌려주면
잡초제거에도 효과적이며 가뭄, 장마에 수분을 유지할 수 있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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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해충 방제
병
1) 잎마름병
잎 가장자리로부터 누렇게 말라 들어가며 병이 심하게 진전되면 잎이 오글오글하여 지
면서 말라 죽는다.

2) 뿌리썩음병
장마기에 지제부가 변색되어 썩으며 지상부의 생육이 나빠지고 뿌리가 잘 크지 않고 심
하면 식물체가 모두 말라죽는다. 물 빠짐이 좋지 않을 때 또는 점질토에서 많이 발생하므
로 배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탄저병
6~8월 사이에 잎과 줄기에 발생되고 심하면 잎이 마르며 비, 바람이 심하고 습도가 많
을수록 병 발생이 심하다.

4) 흰가루병
잎과 열매에 발생하며 발병 초기에는 흰색반점이 생기면서 잎과 열매에 밀가루를 뿌려
놓은 것 같이 보인다. 발병후기에는 병든 부위가 황색으로 변하고 식물체가 약화되며 비
교적 고온 건조한 상태에서 발병된다.

5) 점무늬병
잎자루에 주로 발생하며 발생 초기에는 갈색 반점이 형성되나 병이 진전되면 회갈색,
대형의 원형 또는 부정형 반점으로 나타난다. 병은 하엽부터 상엽으로 진전되며 일반적
으로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피해가 심하다. 방제는 2월 초순 생육초기에 비닐하우스에서
비가림을 하면 병 발생이 억제되고 생육과 수량이 월등히 좋아진다.

6) 푸른곰팡이병
열매에 많이 발생되며 어린 열매에는 처음 흰색의 균사가 밀생하고 점차 심해지면 푸
른색의 분생포자가 많이 형성되며 이병된 열매는 미이라상으로 부패된다. 균사의 형태로
이병부위 또는 토양에서 월동하여 1차 전염원이 되는 것으로 전해지나 아직 자세히 연구
된 바 없다. 둥굴레의 모든 병해에 대하여는 등록된 약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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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1) 진딧물류
유묘 때 가뭄이 계속되면 발생하기 시작하여 피해를 주므로 발생 초기에 진딧물약제를
뿌려주면 쉽게 방제할 수 있으나 GAP 약제로 시험이 이루어져 등록된 약제는 없으므로
약제 살포시 주의를 요한다.

5. 수확 및 수확후 관리
이용부위의 성상
둥굴레 뿌리줄기는 지하에서
옆으로 벋고 원주형으로 육질이
두껍고 표피는 황백색이고 단면
은 분황색이다. 횡으로 마디모양
의 줄이 지고 마디에서 많은 수
염뿌리가 난다.
▲ 둥굴레 근경

수확
종근 재식 후 3~5년에 수확할 수 있으며 수확 시기는 봄, 가을에 할 수 있으나 가을에
낙엽이 드는 10월 하순경에 수확하는 것이 좋다. 봄에 수확하면 수분이 증발되어 품질이
떨어지고 수량도 낮게 된다. 수량은 10a당 2,000~2,600kg 정도이다.

세척, 건조 및 저장
수확한 것은 물에 깨끗이 씻어 잔털을 제거하고 10,000배 희석된 염소수에 10분 간 침
지하면 유해미생물 수가 감소한다. 약용으로 이용할 것은 30분 정도 70℃ 내외에서 쪄서
60℃로 열풍건조하고 비닐에 넣어 밀봉한 후 5℃ 저온 저장고에 저장하면 수분함량 변동
이 적어 미생물 번식도 늦고 장기저장도 가능해진다. 식용, 가공용으로 이용할 것은 굵고
좋은 것만 선별하여 포장하여 출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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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약의 특성과 품질(KHP)
생약의 특성
이 약은 뿌리줄기로 긴 원기둥모
양이고 대게 납작하며 때로 가지
가 갈려있고 길이 4~18cm, 지름
3~16mm이다. 바깥면은 황백색 또
는 연한 황갈색이고 반투명하며 세
로주름 및 약간 볼록한 돌림마디가
있다. 또한 질은 단단하지만 부서지
기 쉽거나 약간 물렁물렁하고 쉽게
자를 수 있다. 자른 면은 각질 모양
이거나 과립성이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약간 있고 맛은 달고 씹으면 끈적끈적하다.

품질
순도시험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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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계)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계)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ppm 이하.
마) 엔드린 0.01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회분 : 6.0% 이하.
⊙ 산불용성 회분 : 3.0% 이하.
⊙ 엑스함량 : 묽은에탄올엑스 12.0% 이상.
⊙ 저장법 :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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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약용

맥문동

대

08
◀내수

확

식물명 : 맥문동(백합과 Liliaceae)
생약명 : 맥문동(麥門冬, Liriope Tuber)
학명 및 식물기원 : 맥문동 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또는 소엽맥문동 Ophiopogon japonicus Ker-Gawler
이용부위 : 뿌리의 팽대부(膨大部)

1. 식물의 성상
재배식물의 성상
맥문동은 백합과의 다년생 초본식물이다. 잎은
뭉쳐서 나며 초장 25~35cm, 엽폭 6~10mm로 선
형 혹은 선상피침형이다. 잎 표면은 녹색이고, 광
택이 나며 밑부분이 가늘어져 잎자루 같은 모양을
이룬다.
꽃은 총상화서로 6~8월에 개화하며, 백색이나
자색을 띠고 꽃잎은 6개로 갈라진다. 양성화이며

▲ 맥문동 꽃

수술 6개, 암술은 1개인데 암술은 둔한 바늘모양이
다. 자방은 상위이고, 열매는 콩알크기로 동그랗
고, 10~11월에 흑자색으로 익는다.
괴근은 긴타원형 또는 둥근난형으로 길이
10~25mm, 지름 3~5mm이며, 한쪽 끝은 뾰족하
고, 다른 쪽은 좀 둥글다. 바깥 면은 엷은 황색~엷
은 황갈색이며, 크고 작은 세로주름이 있다. 피층

▲ 맥문동 괴근

은 부드러우며 무르고 중심주는 질겨서 꺾기 어렵다. 피층의 꺽은 면은 엷은 황갈색을 나
타내고 약간 반투명하며 점착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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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엽맥문동은 맥문동에 비해 수량성이 낮기 때문에 재배하지 않고 있다.

동속식물
맥문동아제비족(Opiopogoneae)에는 Liriope, Ophiophogen, Pelisanthes 속으로 분류되
며 세계적으로 18종이 있다. 우리나라 자생 맥문동 근연식물은 Liriope 속의 맥문동(L.
platyphylla), 개맥문동(L. spicata), 좀맥문동(L. minor)이 있고, Ophiopogon 속의 소엽맥문동
(O. japonicus)와 맥문아재비(O. jaburan)가 있다.
대한민국약전에는 맥문동과 소엽맥문동을 한약기원식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엽맥문
동은 수량이 낮아 국내에서는 주로 맥문동을 재배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소엽맥
문동을 한약재로 하고 있다.

육성품종의 특성
1) 맥문동1호
영남농업연구소에서 재래종 집단으로부터 영양
계분리하여 1991년에 육성하였다. 엽색이 농록색
이며 화색은 담자색이다. 과형은 구형이고 괴근은
장구형이며 육색은 백색으로 재래종의 회백색과
구별된다.
싹트는 때가 재래종보다 다소 빠르나 꽃대가 나
오는 때는 비슷하다. 괴근이 지표에서 20cm 깊이

▲ 맥문동1호의 착근습성

에 95%나 분포하는 천근성이므로 수확이 용이하

다. 토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재래종보다 강하고, 내한성과 논재배할 때의 습해에 대한
저항성도 재래종과 같이 강하다. 생육이 재래종보다 왕성하고 수량도 많다.
● 맥문동1호의 특성
품 종

초장
(cm)

생엽중
(g/주)

괴근수
(개/주)

건괴근수량
(kg/10a)

메타놀엑스
(%)

맥문동1호

34

35

44

336

23.3

밀양재래

31

31

32

268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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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수
영남농업업연구소에서 김해지역 재래종 집단에
서 영양계분리하여 2002년에 육성하였다. 생육중
기에 잎 끝이 눕지 않고 직립하며, 엽색은 맥문동1
호보다 연한 녹색이고, 덩이뿌리의 모양은 방추형
이다.
추대 및 개화는 맥문동1호보다 약간 늦으며, 잎
의 크기와 엽수는 비슷하고, 분얼수와 괴근수는 맥

▲ 맥문동 “성수”

문동 1호보다 약간 많고 괴근중이 무거운 다수성
으로서, 괴근의 조사포닌함량과 주요 약효성분인 스피카토사이드(spicatoside) A의 함량이
맥문동1호보다 높다.
● 맥문동 성수의 주요 특성
품종
성

수

맥문동1호

개화기
(월. 일)

초장
(cm)

엽폭
(mm)

괴근수
(개/주)

괴근중
(g/주)

조사포닌
함량(%)

Spicatoside A
함량(%)

8. 2

33.7

6.0

41.3

17.0

2.06

0.078

7. 31

33.7

6.0

39.3

16.0

2.01

0.076

주요성분 및 약리작용
맥문동의 괴근에는 여러 종류의 스테로이드(steroid)계 사포닌(saponin)을 함유하고 아
그리콘(aglycone)은 루스코게닌(ruscogenin)이다. 또 베타-시토스테롤(β- sitosterol), 스
티그마스테롤(stigmasterol), 베타-시토스테롤(β-sitosterol-β-d-glucosid e)를 함유하고
있다. 열매는 오피오사이드(ophioside)를 함유하며 이는 카엠프페롤(kaempferol-3glucogalactoside)이다.
약리작용은 양음윤폐(養陰潤肺; 음액(陰液)을 보태어 폐(肺)를 윤택(潤澤)하게 함으로
써 해수(咳嗽; 기침) 및 조담(稠痰; 가래)을 제거하는 효능), 청심제번(淸心除煩; 심열(心
熱)을 제거하여 열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것을 치료하는 효능), 양위생진(養胃
生津; 위를 자양하고 진액을 만드는 것)의 효능이 있고 폐조(肺燥)로 인한 건해(乾咳), 토
혈, 각혈, 폐위, 폐옹(肺癰), 허로(虛勞)로 인한 번열(煩熱), 소갈, 열병으로 인한 진상(津
傷), 인건구조(咽乾口燥; 목이 건조하고 입이 마르는 증세), 변비를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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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배환경
기후
내한성이 강하여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능하나 생육기간이 긴 남부지역이 유리하다. 서
북향의 음습지 또는 나무그늘에서는 지상부 생육은 좋으나 괴근 발달이 불량하여 수량이
떨어지므로 햇빛이 잘 드는 곳이 좋다.

토양
토양은 가급적 배수와 보수력이 양호한 토질로서 농경지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관개 수원은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3. 재배법
번식
1) 분주법
수확 후 괴경을 따낸 포기를 갈라 심는
방법으로 대량 번식할 수는 없으나 당년에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주로 이용
되는 재배이다.
번식용으로 쓸 포기는 포기의 발육이 좋
고 덩이뿌리가 건실하게 비대발육한 것을
선택한다. 번식용으로 쓸 포기는 수확할
때 따로 모아서 뿌리를 5~7cm 정도 남기
고 잘라 버리고 땅위 부분의 잎도 2/3 정도

▲ 맥문동 분주

잘라버린 다음에 다발로 하여 마르지 않도록 흙 속에 저장한다. 본밭에 심을 준비가 되면
포기가 큰 것은 4~6본으로 나누어 심는다.
뿌리를 짧게 끊어주는 이유는 줄기 가까이 덩이뿌리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며, 잎을
잘라 주는 이유는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 무리한 증산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다. 보통은 수
확면적의 2~3배를 심을 수 있는 포기가 생긴다. 분주량은 10a당 1,500주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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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자번식
종자번식법은 대량으로 번식이 가능하나 발아기
간이 길고 모판에서 1년 동안 비배관리 후 본포에
정식 하는데, 품종의 균일도가 낮아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늦가을 종자가 흑자색으로 변하면 채종하여 과
육을 제거하고 7~10일간 바람에 말려 썩지 않게
저장하였다가 다음해 봄에 특별히 묘상을 설치하

▲ 맥문동 종자

지 않고 반음지의 습한 사질양토에 12~15cm 간격
으로 골을 치고 좀 배게 줄뿌림한다.
파종한 후 2~3개월이 지나면 발아, 출현하게 된다. 묘판에서 1년 동안 비배관리하여
묘로 이용한다.

정식
1) 정식시기
정식시기는 지방에 따라 다르겠으나, 남부지방에서는 3월 중·하순부터 4월 중순경이
며 추운 지방에서는 해동직후에 정식한다. 일반적으로 이식은 빨리 하는 것이 좋으며 대
체로 수확한 후 10일 이내에 정식한다. 5월 상순 이후 식재하면 수량이 급감한다.

2) 밭만들기
사질토양 밭은 가뭄을 타기 쉬우므로 늦가을에
미리 퇴비, 계분 등을 시용하고 2~3회 갈아서 대
략 땅을 고른 후 겨울을 지낸다. 봄이 되면 다시
경운하지 않고 그대로 이랑을 만들고 정식하면 토
양의 보수상태가 좋아 뿌리의 활착이 빠르고 생육
도 좋다.
봄에 밭을 갈고 심을 때 잘 썩지 않는 퇴비를 밑
거름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토양모관수의 상승을
억제하여 착근을 지연시키고 가뭄을 타게 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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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는 방법
정식은 150~180cm의 두둑을 짓고 이랑사이 30cm, 포기사이 10cm 정도로 하여 주당
4~6본을 괭이나 호미로 심는다. 묘를 너무 얕게 심으면 쓰러져 활착이 잘 안되고, 너무
깊게 심으면 뿌리 뻗음이 나빠지고 지상부 생육도 불량하다.
이른 봄에 정식하므로 수분이 있어 활착에는 지장이 없으나 정식 후 한발이 계속되면
생육에 지장이 있으므로 농업용수로 적합한 물로 관수한다.

비배관리
맥문동은 인산, 칼리를 많이 주어야 덩이뿌리의 형성이 잘 되어 수량이 많아진다. 밑거
름은 10a당 계분과 유박을 각 200kg을 시용하는 것이 좋으며, 질소는 22kg(요소 48kg)
을 시용 한다. 인산과 칼륨은 적합한 시용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인산
18kg(용성인비 90kg), 칼륨 18kg(염화가리 30kg)을 시비한다.
밑 비료는 밭갈이 전에 골고루 뿌린 다음 로타리하여 전층시비가 되도록 한다. 질소는
40%만 밑 비료로 주고 나머지 60%인 13.2kg(요소 28.7kg)을 6월 상순, 9월 상순, 12월
상순경에 3회에 나누어 시용한다.

잡초방제
일년생 잡초를 방제하기 위한 GAP 적용 약제로 펜디메탈린 입제가 있으며 농약 안전
사용 지침에 의거 사용토록 한다. 정식 후 수시로 중경, 제초하고 작업 시에는 가급적 포
기 밑을 밟지 않는 것이 좋다. 친환경 재배를 위해서는 유공흑색부직포를 사용한다. 피복
을 하지 않은 곳에 비해 제초노력은 67% 감소되고 생산량은 28% 증수된다.
● 맥문동 발생 일년생잡초 대상 GAP 적용약제 안전사용 지침
적용 잡초

약제명(품목명)

사용적기 및 방법

일년생잡초

펜디메탈린 입제

이식복토 후
3일 이내 토양 처리

1,000㎡(10a)당 사용량
약량

살포량

2kg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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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대제거
맥문동은 대부분 종자로는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꽃대를 제거함으로써 수량 증대를 기
대할 수 있다. 7월부터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여 7월 하순부터 8월에 걸쳐 꽃이 피는데,
추대기와 개화기에 꽃대를 제거해주면 약 20% 정도의 수량을 높일 수 있다.

4. 병해충 방제
병
1) 붉은점무늬병
가) 병징
잎에 발생하는데 발생초기에는 등황색의 원형반점이 생기나 병반이 진전되면서 내부는
담갈색, 외부은 적갈색의 원형병반을 형성한다. 건전부와의 경계부위는 담황색을 띠는데
발병이 심하면 잎 전체가 변색되며 고사한다.

▲ 붉은점무늬병 병징

▲ 병반의 확대 융합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병원균은 Stenellopsis liriopes이며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피해가 심하며, 균사체로 월동하
고 공기전염으로 전파하여 병을 일으킨다.
다) 방제
등록된 GAP 적용약제로 발병초기 살포하여 방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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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1) 총채벌레류
가) 형태
암컷성충은 1.4∼1.7mm이며 황색으로부터 갈색까지 변이가 크고 약충은 담황색이다.

▲ 총채벌레 발생과 피해증상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주로 잎이나 꽃 등 연약한 부위나 조직 틈에서 가해를 하므로 낮은 밀도로 발생하더라
도 작물의 생육초기 신초 부위 등에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크다. 맥문동에서는 엽맥 전체
에서 흡즙으로 인한 피해 증상을 보이고 심할 경우 작물의 생장이 위축되기도 한다. 년
5~6회 이상 발생하는데 기주식물 종류 및 기상조건(온도)에 따라 불규칙하며 성충은
30~70일간 생존하여 식물체내에 수십~수백개의 알을 낳는데, 노지에서는 4월 하순으
로부터 11월까지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6월 하순과 8월 상중순에 많은 발생을 보인다.
다) 방제
기주범위가 넓고 번식력도 높아 약제로 완전 방제가 곤란하므로 물리적, 경종적, 화학
적 방제를 잘 조화시켜야 효율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피해가 심한 포장의 경우
재식시 비닐 멀칭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끈끈이 트랩을 이용하여 발생을 확인하거나
흰종이를 피해가 의심되는 신초나 가지밑에 놓고 가볍게 털어보면서 해충 발생을 확인하
고 방제시기를 결정하며 발생초기 GAP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방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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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문동 발생 병해충 GAP 적용약제 안전방제 요령
대상 병해충

약제명(품목명)

사용적기
및 방법

이미녹타딘트리스알베실레이트
액상수화제
디페노코나졸 액상수화제
붉은점무늬병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발병초
7일간격,
경엽처리

폴리옥신비 수화제

총채벌레류

노발루론 액상수화제

발병초
7일간격,
경엽처리

희석배수

안전사용 기준
처리시기

사용횟수

1,000배

수확
30일전까지

3회 이내

2,000배

수확
30일전까지

3회 이내

2,000배

수확
30일전까지

3회 이내

1,000배

수확
30일전까지

3회 이내

2,000배

수확
14일전까지

3회 이내

5.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이용부위 및 특성
괴근을 약용으로 사용하며, 12월~2월에 가늘고 긴 수염뿌리의 끝에서 짧고 굵은 괴근
이 비대한다.

수확시기
4월에 정식하면 이듬해 3~4월에 수확할 수 있다.
영남지방에서는 3월 중순에 수확해야 괴근수량이
많아진다. 3월 중순 이후에는 새싹이 생육하게 되고
이에 따라 괴근의 저장양분이 소모되고 괴근에서는
새로운 뿌리가 발생하여 상품의 질이 떨어지면서
괴근수량도 감소된다. 형편에 따라서는 2~3년 만
에 캘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수량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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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방법
사질양토에서는 잎을 잡고 뽑기도 하지만 표토가 깊어 괴근이 깊이 들어 있는 것은 끊
어지므로 적당한 농기구를 이용하여 수확을 한다. 수량은 10a당 약 100kg 정도이다.
트랙타 부착식 다목적 근수확기를 이용할 때는 괴근의 손실은 있으나, 수확이 용이하여
노력이 절감되고 소득증대 효과를 기할 수 있다.

세척 및 건조
포기에서 따낸 괴근은 정선하여 흙을 제거하고 10,000배 희석한 염소수에 10분간 침지
한다. 열풍건조 60℃로 24시간 건조하고 덩이뿌리에 붙어있는 잔뿌리를 멍석 같은 것에
잘 문질러 없앤다.

1차가공
말린 괴근을 장맥이라 한다. 장맥을 정선하여 5~10시간 물에 담가 말랑말랑해 지면 심
을 빼고 다시 잘 건조하는데 이 건조된 것을 환맥이라 한다. 환맥이 장맥보다 고급품으로
취급된다.

저장
맥문동은 딱딱할 정도로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는데 저장시 습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건
조된 맥문동은 마대에 넣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한다. 습기가 있으면 다시 건조하
여 보관한다. 그런데 여러번 건조를 하게 되면 괴근이 갈변하고 품질이 저하되므로 장기
간 저장할 때는 괴근의 수분함량도 일정하고 색도변화도 적은 PE비닐봉투에 넣어 5℃ 저
온 저장고에 보관한다. 비닐 저온 저장으로 충해도 예방할 수 있으며, 상품성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기능성 필름을 이용하여 저장하면 감모율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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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약의 특성과 품질(KP)
생약의 특성
이 약은 뿌리의 팽대부로 긴 네모기둥 또는 둥근 네모기둥 모양이고, 길이 12~40mm,
지름 4~9mm이다. 바깥면은 황백색이고 세로주름이 있다. 질은 부드러우면서 질기다.
꺾인면은 황백색이고 약간 투명하며 중심주는 가늘고 억세며 질긴 목심이다.
이 약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볼 때 표피세포는 직사각형~다각형이며 1열의 세포로
되어 있다. 겉껍질의 세포는 1~2열이며 표피세포보다 크고 목화되어 있다. 피부는 매우
넓어 약 30열의 세포로 되어있으며 그 안에는 점액질 및 옥살산칼슘 속침정이 들어있
다. 내피층의 외측은 1~3열이 석세포로 되어있다. 내피층 세포는 세포벽이 고르게 비후
되었고 통과세포가 있다. 유관속은 방사유관속이며 사부 묶음은 12~20개이고 그 각각
은 목부 묶음 중 활처럼 들어간 부위에 자리하고 있다. 목부 묶음은 목화조직이 서로 연
결되어 고리를 이룬다. 수는 작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약간 있고 맛은 약간 달며 점
착성이 있다.
소엽맥문동 이 약은 뿌리의 팽대부로 긴 네모기
둥 모양 또는 방추형이고, 길이 10~25mm 지름
3~5mm이다. 한 쪽 끝은 뾰족하고 다른 쪽은 약
간 둥글다. 바깥면은 연한 노란색~연한 황갈색이
며 크고 작은 세로주름이 있다. 꺾기 쉬우며 꺾인
면은 황백색이고 약간 투명하며 중심주는 가늘고
억세며 질긴 목심이다.

▲ 건조 맥문동

이 약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볼 때 표피세포는
직사각형~다각형이며 1열의 세포로 되어 있다. 겉껍질 세포는 3~5열이고 세포벽은 목
화되어 있다. 피부는 넓어 약 14~27열의 세포로 되어있으며 그 안에는 점액질 및 옥살산
칼슘 속침정이 들어있다. 내피층의 바깥쪽은 1열의 석세포로 되어있다. 내피층 세포는 세
포벽이 고르게 비후되었고 통과세포가 있다. 중심주는 매우 작고 중심주초는 1~2열의 유
세포로 되어있다. 유관속은 방사유관속이며 사부 묶음은 13~22개이고 그 각각은 목부
묶음 중 활처럼 들어간 부위에 자리하고 있다. 목부 묶음은 목화조직이 서로 연결되어 고
리를 이룬다. 수는 작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약간 있고 맛은 약간 달며 점착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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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순도시험
⊙ 이물
이 약은 가는 뿌리가 1.0% 이상 섞여 있지 않다.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ppm 이하.

마) 엔드린 0.01ppm 이하.

바) 펜디메탈린 0.2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회분 : 3.0% 이하.
⊙ 저장법 :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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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약용

구릿대(백지)

대

09
◀내수

확

식물명 : 구릿대(산형과 Umbelliferae)
생약명 : 백지(白芷, Angelica dahurica root)
학명 및 식물기원 : 구릿대 Angelica dahurica Bentham et Hooker
또는 그 변종
이용부위 : 뿌리

1. 식물의 성상
식물의 형태
구릿대는 2∼3년생 초본으로 줄기는 굵고 키는 1~2m 내외로 직립하며 녹색 바탕에 담
자색을 띤다. 뿌리는 방추형으로 가지가 있고 껍질은 황갈색이지만 속살은 담황색이다.
뿌리줄기에서 난 잎과 줄기의 아래 부분의 잎은 잎자루가 길고 3개씩 2∼3회 깃털 모양
으로 갈라지며, 끝에 작은 잎은 다시 3개로 갈라진다. 소엽과 잎조각은 긴 구형 또는 좁
은 긴 달걀 모양이며, 길이는 5~10cm, 너비 2~5cm로 끝이 뾰족하거나 점차 뾰족해지
는 점첨두이고 가장자리에 규칙적이고 예리한 톱니가 있다. 줄기의 잎은 하부에 주걱모
양의 큰 포가 줄기와 잎자루를 싸고 있다.

▲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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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은 흰색이고 겹산형화서로 줄기 끝과 가지 끝에 핀다. 양성화이며 수술 5개, 암술 1개
이다. 작은 꽃의 꽃자루는 20~40개로 길이 4~6cm이며, 잔돌기가 많고 총포는 없다. 열
매는 분과(分果)로서 평평한 타원형이며 가장자리는 날개모양을 하고 있다. 종자 1,000
알의 무게는 3.3g 내외이다.
뿌리는 방추형으로 굵으며 가지가 있고 근두부에서 뿌리 끝으로 가늘어진다. 뿌리 길이
는 10~25cm, 근두부 직경 1.5~2.5cm로 껍질은 거칠고 황갈색이다.

동속식물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백지는 자생 구릿대(Angelica dahurica (Fisch. ex Hoffm.) Benth.
et Hook. f. ex Franch. & Sav.)이며, 항백지(Angelica dahurica Bentham et Hooker f. var.
formosana Shan et Yuan)는 백지의 변종으로 중국에서 재배하고 있는 종이다.

▲ 구릿대

▲ 항백지

육성품종의 특성
1) 백지1호
이 품종은 경북농촌진흥원에서 지방 재래종을 계통 분리하여 1995년에 육성하였다. 재
래종에 비하여 잎자루가 길며 잎은 근경에 많이 붙고 근피의 색은 황갈색이다. 뿌리는 재
래종이 짧고 구부러진데 반하여 길고 곧다.
내서성이 강하고 스코폴레틴(scopoletin) 함량이 77mg/kg으로 재래종보다 81% 높고,
수량은 약 30% 증수한 양질 다수성 품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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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1호 및 재래종의 특성(1년생)
형질

특성기준

지방재래종

백지1호

초형

개화기의 초형(개화기 전초의 모양)

직립 개장형

직립 개장형

꽃의 색(개화기 꽃의 색)

흰색

흰색

산형화서 수(개화기 산형화서의 수)

14~16

14~16

개화의 조만(개화 40% 도달일)

7월 말

7월 말

엽색(생육 최성기 잎의 색깔)

농녹색

농녹색

엽형(개화기 주경 중간 잎의 모양)

긴타원형

긴타원형

엽장(생육최성기 가장 큰 잎의 길이)

5~10cm

5~12cm

엽폭(생육최성기 가장 큰 잎의 폭)

2~5cm

3~6cm

엽의 착색유무(개화기 주경 중위엽)

무

무

경장(주경의 정화 착생부위까지)

1.5m 내외

1.5m 내외

경의 분지(생육최성기 분지 수)

11~13개

11~13개

근장(근두에서 주근 끝까지의 길이)

7~24cm

10~27cm

근경(근두부의 직경)

1.5~2cm

1.5~2.5cm

근색(수확기 뿌리의 색)

담황갈색

담황갈색

종자 길이(성숙한 종자의 길이)

8~9mm

8~9mm

1,000립중(g)

3.3g

3.3g

수확기 도복의 정도

강

강

꽃
개화기

잎

줄기

뿌리

종 자
내도복성

주요 성분 및 약리작용
주요 성분은 비아칸겔리신(byakangelicin), 비아칸겔리콜(byakangelicol), 임페라
토린(imperatorin), 옥시퓨세다닌(oxypeucedanin), 마르메신(marmecin), 스코폴레틴
(scopoletin), 이소비아칸겔리콜(isobyakangelicol)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약리작용은 진통작용, 중추신경흥분작용, 항균작용이 있어 한방에서는 진통약으로써
감기, 두통, 치통, 안면신경통 등에 쓰이고 담배 제조시 향료로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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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배환경
기후
구릿대는 우리나라 각지의 산과 들에 자생하며 내한성이 강하고 생장력이 왕성하여 전
국 어느 곳에서나 재배가 가능하다. 온도는 서늘하고 햇볕이 드는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
라므로 중북부 이북 지방이 재배 적지이다.

토양
토양은 사양토~식양토로서 토심이 깊고 유기물 함량이 많으며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이
좋다. 모래땅에서는 가는 뿌리가 많이 발생하고, 점질토에서는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
한다. 연작지에서는 장해가 심하게 나타난다.

3. 재배기술
채종
가을에 파종하면 3년째 꽃대가 발달하여 개화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2년차에 불시에 개
화하는 경우가 있다. 당귀와 마찬가지로 추대 개화한 식물체의 뿌리는 중심주가 목질화
하거나 썩기 때문에 불시추대가 많아지면 품질이 저하되고 수량도 낮아진다. 불시 추대
하는 원인은 종자에 의한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종자를 채종할 때는 불시 추대하여 개화한 개체는 제거하고 파종 후 2년째 개화
하지 않은 식물체만 선발하여 채종포를 조성하고, 타가수정을 막을 수 있도록 격리 채종
한다. 특히 육성품종은 반드시 격리포를 조성하여야 품종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종자는 10월 하순~11월 상순에 채종하는데, 1차 분지에서 결실된 것이 파종 후 출아율
이 높고 불시추대율도 낮아 품질이 좋다. 일반적으로 원줄기에 맺은 종자는 충실하지만
추대율이 가장 높고, 2, 3차 가지의 종자는 빈약하여 추대율은 높지 않으나 출아율이 낮
다. 따라서 1차 분지에서 채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송이의 꽃 중에는 가장자리의 것이 가운데의 것보다 추대율이 낮다. 과숙한 종자
도 추대율이 높으므로 적기에 수확한다. 채종한 종자는 정선 후 잘 건조시켜 종이봉투나
마대에 담아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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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의 발아
발아율은 대체로 낮은 편이고, 광조건과 변온에서 발아가 잘되며, 발아적온은 15℃ 정
도이다. 1년 묵은 종자는 발아가 잘 안되므로 종자용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종자는 저온
저습조건에 저장하여야 하나 저장시설이 여의치 못할 때는 매년 채종하여 쓴다.

재배양식
일반적으로 직파 재배한다. 육묘이식재배는 수량성은 높지만 육묘와 이식 노력비가 많
아지며, 뿌리에 분지가 많아 주근의 생장을 저해하여 품질이 떨어진다.

파종
1) 파종 시기
봄 파종과 가을 파종이 가능하다. 봄 파종은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므로 가을 파종이 좋
다. 대체로 중북부지역에서는 가을파종, 중남부지역에서는 봄 파종을 많이 한다. 봄 파종
은 3월 하순, 가을 파종은 10월 하순~11월 상순이 적기이다.
파종을 너무 일찍 하면 유묘가 크게 자라고 영양도 충분하여 2년차에 추대율이 높고,
너무 늦으면 기온이 낮아 출아와 유묘생장이 늦어 월동 중에 유묘가 동해를 받기 쉽고,
뿌리수량도 낮다.

2) 심는 거리
봄에 파종하여 당년 가을에 수확하는 경우에는 120cm 넓은 두둑에 30cm 간격으로 줄
뿌림 또는 포기사이 10cm로 3~4립씩 점파한다. 파종량은 10a당 1~2kg 소요된다.
검정비닐을 피복하면 잡초억제 효과가 있고, 고온기에 한낮의 높은 온도를 낮추고 토양
습도 및 공극이 유지되어 뿌리 비대가 좋고 수량도 증가한다.

비료 주기
백지는 생육 속도가 빠르며 비료 흡수력이 높은 작물이다. 밑거름은 10a당 퇴비
1,200kg, 질소 6.4kg, 인산 12.0kg, 칼륨 6.1kg를 경운 전에 시비한다. 6월 하순과 8월
상순에 2회에 걸쳐 웃거름으로 질소 3.2kg씩 주면 수량이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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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밭 관리
본엽 2~3매가 되면 솎아주고, 줄뿌림한 경우는 주간거리를 10cm 정도로 솎음작업을
해준다. 김매기는 2~3회 실시하며 북주기를 겸해서 실시한다. 김매기는 잎이 무성하게
자라서 이랑을 덮기 전까지 해준다. 추대된 그루는 제거한다.

▲ 구릿대 사과 혼식재배

▲ 구릿대 추대

4. 병해충 방제
병
1) 검은점무늬병
병원균은 Ascochyta sp.이다. 잎에 원형 내지 부정형의 검은 병반을 형성하는데, 병반 주
위는 변색되고, 심하게 진전되면 잎이 말라 죽는다. 병자각을 형성하며, 병자각내에 많은
병포자를 형성하는데, 병포자는 무색, 단세포 혹은 격막이 1개 있다.
전염경로는 병든 잎에서 병자각의 형태로 월동한 다음, 병포자를 비산하여 공기전염을
하는데, 여름철의 장마기에 발생이 심하다. 예방 및 방제는 경종적인 방법으로 예방을 위
하여 건실하게 관리하고, 배수를 철저히 한다.

2) 줄기썩음병
병원균은 Rhizoctonia solani KÜhn이다. 줄기와 뿌리가 암갈색으로 변하여 썩으며, 뿌리
의 감염부위가 잘록해지는 경향이 있다. 병든 식물체의 지상부는 시들고 심하면 말라죽
는다. 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든 포기는 모두 뽑아 불살라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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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무늬병
병원균은 Phoma sp.로서 고온 다습한 장마기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
와 관련하여 늦장마가 시작되는 7~8월 많이 발생하며, 아래쪽의 노엽에 주로 발생하여
병발생이 진전되면서 주로 하엽이 고사하는 증상을 보였다.

4) 기타 병해
그 외 녹병(Puccinia nanbuana Henn.), 모자이크병(Potyvirus) 등이 발생한다. 예방을 위
하여 건실하게 관리하고 배수를 철저히 한다.

▲ 백지 점무늬병 증상

▲ 백지 점무늬병 포자

해충
1) 뿌리혹선충류
국내에 많이 분포하는 뿌리혹선충류(Meloidogyne spp.)는 당근뿌리혹선충과 고구마뿌리
혹선충이 있다. 뿌리 속으로 침입한 선충이 뿌리에 혹을 만들고 그 속에 생활하므로 양분
과 수분흡수가 저해되어 식물체의 생장이 부진해진다. 피해를 받은 뿌리에는 혹이 많이
나 있으며, 잔뿌리의 발생이 많다.
생활사 및 발생시기는 알 속에서 1회 탈피한 뒤 깨어난 2령 유충이 뿌리 속으로 침입하
여 3회 탈피한 후 성충이 된다. 암컷은 젤라틴 물질을 뿌리 밖으로 분비하여 알주머니를
만들고 100~150개의 알을 낳는다. 1세대 기간은 24~30℃에서 4~5주이며 온도가 낮으
면 50여 일이 걸린다. 연작할 경우 선충밀도가 증가하여 피해가 심하게 발생하므로 윤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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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충피해 증상

▲ 뿌리수확장면

▲ 뿌리 굴취

5. 수확 및 수확후 관리
수확
봄에 파종한 백지는 당해 10월 중~하순, 가을에 파종한 것은 이듬해 9월 하순, 잎
이 고사하였을 때 수확한다. 줄기를 낫으로 베어내고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발이 긴 쇠
스랑으로 캐어 흙을 털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로 잘 씻는다. 건근 수량은 10a당
300~350kg 정도 수확 가능하다.

건조
햇볕이나 건조기에서 말린다. 햇볕에 말려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면 뿌리를 곧게 펴고
잔뿌리를 모아 형태를 잡은 후, 크기별로 선별하여 적당한 크기로 묶어 50℃에서 완전히
건조시킨다.
뿌리가 너무 굵어 건조시간이 오래 소요될 경우에는 근두부를 5cm 정도 쪼개어 말리면
내부의 건조가 빨라 절개하지 않을 때보다 건조시간을 56%로 단축시킬 수 있어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고, 저장 할 때 내부 갈변에 의한 상품성 저하를 막을 수 있다.

포장용기
포장용기는 마대와 크래프트지를 이용한 이중 봉투에 저장할 경우 부패 및 해충(화랑곡
나방)의 피해 없이 상온에서 6개월 이상 안전 저장이 가능하다. 비닐에 보관할 경우 무게
변화 및 부패의 위험이 있으므로 부패와 해충의 피해를 줄이려면 냉동고(-5℃)에 저온
저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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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릿대 생근

▲ 생근의 종단면

6. 생약의 특성과 품질
생약의 특성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옥시퓨세다닌(C 16H 14O 5: 286.29), 임페라토린
(C16H14O4:270.29) 및 이소임페라토린(C16H14O4: 270.29)의 합 0.7% 이상을 함유한다.
이 약은 뿌리로 짧은 원뿌리에서 많고 긴 뿌리가 갈라져서 대체로 방추형을 이루고 있
다. 길이 10~25cm, 지름 15~25mm이며 바깥면은 회갈색~어두운 갈색을 띤다. 근두부
에 약간의 엽초가 남아 있고 좁게 두드러진 돌림마디가 있다. 뿌리에는 세로주름과 세로
로 두드러진 여러 개의 가는 뿌리 자국이 있다. 횡단면의 주변은 회백색으로 빈틈이 많고
중앙부는 어두운 갈색을 띤다. 이 약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볼 때 중심부로부터 도관과
수선이 방사상으로 잘 발달되어 있고 전분립이 많으며 유세포 내에 옥살산칼슘집정이 들
어있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있고 맛은 약간 쓰다.

품질
순도시험
⊙ 이물질
가) 이 약은 엽초가 3.0% 이상 섞여 있지 않다.
나) 이 약은 엽초 이외의 이물이 1.0% 이상 섞여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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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ppm 이하.
마) 엔드린 0.01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회분 : 7.0% 이하.
⊙ 산불용성 회분 : 2.0% 이하.
⊙ 엑스함량 : 묽은에탄올엑스 25.0% 이상.

▲ 백지 원형건재

▲ 백지 절편

▲ 항백지 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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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약용

삽주(백출)

대

10
◀내수

확

식물명 : 삽주(국화과 Compositae)
생약명 : 백출(白朮, Atractylodes Rhizome White)
학명 및 식물기원 : 삽주 Atractylodes japonica Koidzumi 또는
큰꽃삽주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umi
이용부위 : 뿌리줄기 또는 주피를 제거한 것

1. 식물의 성상
식물의 성상
국내 자생하는 삽주는 높이가 30~100cm에 달
하는 다년초로서 뿌리가 굵으며 마디가 있다. 근
생엽과 밑부분의 잎은 꽃이 필 때 없어지고 경생
엽은 긴 타원형, 도란상 긴 타원형 또는 타원형이
며 길이 8~11cm로서 표면에 윤채가 있고 뒷면
에 흰빛이 돌며 가장자리에 짧은 바늘 같은 가시
가 있고 3~5개로 갈라지며 엽병은 길이 3~8cm
이다. 윗부분의 잎은 갈라지지 않고 엽병이 거의
없다.
꽃은 7~10월에 피며 지름 15~20mm서 원줄
기 끝에 달리고 포엽은 꽃과 길이가 같으며 2줄
로 달리고 2회 우상으로 갈라진다. 총포는 종형
이며 길이 17mm 나비 12~14mm이고 포편은

▲ 삽주와 큰꽃삽주 비교

7~8줄로 배열되며 끝이 둔두 또는 원두이고 외편은 타원형, 중편은 긴 타원형이며 내편
은 선형으로 끝이 자주색이다. 양성소화의 화관은 길이 10~12mm고 암꽃의 화관은 길이
9~11mm서 모두 백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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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식물과 재배종
백출의 원식물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삽주(A.
japonica)와 큰꽃삽주(A. macrocephala)를 다같이 백출로 쓰고 있으며(대한약전 8개정, 일본
약국방 14개정), 중국에서는 큰꽃삽주(A. macrocephala)를 원식물로 한다(본초강목, 중국
약전).

▲ 삽주와 큰꽃삽주 비교

삽주와 큰꽃삽주는 형태적 특성이 비슷하며 공통점은 엽병이 있고, 잎이 항상 3~5갈래
로 깊게 갈라지며, 근경발달이 발달한다. 반면에 삽주는 우리 나라 전역의 산야에 자생하
며 종자 결실이 잘 안됨으로 근경을 이용한 영양번식을 하고 있다. 최근 도입하여 재배하
는 큰꽃삽주는 생장이 빠르고 근경이 커서 수량이 많고 채종량이 많으나, 물 빠짐이 나쁠
경우 뿌리썩음병의 발병율이 높다.
● 삽주와 큰꽃삽주의 형태적 차이
식물명

근경

꽃

분포

큰꽃삽주

직립, 단구형

두상화가 크고(길이 2.5~3.5cm,
직경 2~3cm), 꽃잎은 자홍색

중국, 일본

삽주

橫走, 結節狀,
肥厚

두상화가 작고(길이 2cm,
직경 1~1.5cm), 꽃잎은 백색

한국반도, 시베리아 동부,
중국 동북, 일본

▲ 큰꽃삽주 개화 및 생육중기

▲ 자생삽주 개화 및 생육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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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의 원식물
삽주속 식물은 종에 따라 백출과 창출로 한약명을 달리하며, 약리효능도 다소 다르
게 나타난다. 창출의 원식물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 모두 가는잎창출(중국명 茅蒼朮; A.
lancea D. C.) 또는 큰삽주(중국명 北蒼朮; A. chinensis Koidzumi)를 창출이라 한다(대한약
전 8개정). 백출은 엽병이 있으나 창출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성분과 약리작용
주요 성분은 아트라티론(atractylone), 아트라티레나이드(atractylenlide)-Ⅲ, 히네솔
(hinesol), 부테놀라이드(butenolide) A와 B, 3-β-아세톡실아트락틸론, 3β-하이드록실아
트락틸론, 셀리나(selina)-4 (14) 등이 함유되어 있다.
약리작용은 이뇨, 혈당강하, 혈관확장, 소화촉진, 억균, 항염, 항종류(抗腫瘤) 작용 등
이 있다.

2. 재배환경
기후
고온다습한 조건보다는 온난하며 서늘한 기후조건에서 생육이 양호하며, 한냉지 재배
도 가능하지만 생육기간이 짧아 근 비대 정도가 온난지보다 낮다. 평균기온 24~29℃에
서 생육이 왕성하며, 기온이 30℃를 초과하면 지상부 생육은 지연된다.
뿌리생육에 적합한 온도는 26~28℃이며, 시기별로는 8월 중순부터 9월 하순까지 주야
일교차가 크며 토양수분이 적당할 때 뿌리비대가 왕성해진다.

토양
재배포장은 배수가 잘되는 식양토~사양토가 적합하며 연작 재배 시 역병과 뿌리썩음
증상 발생이 심하며, 개간지에 재배하면 역병과 뿌리썩음증상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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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배방법
번식방법
종자번식과 근경을 이용한 영양번식이 가능하다. 종자번식은 채종이 잘되는 큰꽃삽주
에서 이용하며, 삽주는 채종량이 적어 근경을 이용한다. 종자를 이용할 때는 균일도가 떨
어져 특성과 생육이 고르지 못하고 근경번식은 증식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 종자번식의
경우 대체로 육묘이식과 직파재배를 할 수 있으나 직파재배기술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육묘 이식재배가 안전하다.

채종 및 종근생산
1) 채종
근경은 파종 후 2년차에 수확하는데 1년차에는 꽃
봉오리가 늦게 맺혀져 개화되는 식물체는 많지 않으
며, 2년생은 5월경부터 왕성하게 성장하여 9월 상
순에 개화하고 다수의 종자를 결실한다. 따라서 채
종은 2년생 이후에 한다. 큰꽃삽주의 종자 크기는
길이 8~10mm, 폭 3.4mm, 두께 1.8~2mm이며
1,000개 무게는 25.6~37.5g이다. 단명종자이므로

▲ 종자

일년 이상 묶은 종자는 발아율이 낮아 파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2) 종근용 실생육묘
육묘이식과 직파재배를 할 수 있으나 직파재배보다는 육묘 이식재배가 입모 확보에 유
리하다. 충실한 종자를 25~30℃의 물에 24시간 침종한 후 그늘에서 말려 파종하면 출아
기간 단축 및 발아율을 높일 수 있으나 토양이 건조할 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
발아할 때는 종자 무게의 3~4배의 수분을 흡수하게 되므로 토양수분이 충분하여야 하
며, 출아기간은 15~20℃ 조건에서 파종 후 10~15일이면 출아가 된다.
4월 상순에 배수가 잘되는 밭에 20cm 간격으로 줄뿌림한 후 토양수분 보존과 잡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짚으로 두텁게 피복한다. 출아는 파종 후 14일 경부터 시작된
다. 출아 된 후 5월 중순경부터 6월 하순경까지 포기사이를 10cm 간격으로 솎아준다.
10a(300평) 재배에 필요한 1년생 종근을 얻기 위한 종자량은 1kg 정도이다. 근경을 굴취
하여 종근용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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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근저장
종근은 수확한 근경을 이용하거나 종자를 파종하여 1년생 종근을 별도로 생산한 것을
이용한다. 저장 중에 부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지월동이 가능한 남부지역에서 종근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겨울나기 동안 육묘상을 얼지 않게 짚이나 흙으로 두텁게 피복하
여 준다.
노지 월동이 어려운 중부 또는 중북부
산간지역에서는 종근을 굴취하여 이병
종근, 부패한 종근, 상처가 있는 종근을
선별 제거한 후 저장하며, 종근 저장기간
전에 눈을 2~3본으로 정리하여 저장하
면 2년차 재배 시 뿌리가 부정형으로 자
라는 것을 막아준다.
저장방법은 11월 상순에 1년생 종근을
굴취하고, 지상부의 줄기를 정리한 후 눈

▲ 삽주의 1년생 종근

이 위로 향하게 하며 햇빛이 들지 않는 장소에 묻어서 저장한다.

비료주기
밭갈이하기 전에 10a당 질소 7kg, 인산 4kg, 칼륨 3kg와 퇴비 2,000kg을 전면 살포
한다.

심기
유묘기 때는 내한성이 강하여 동해에 견딜 수 있다. 저장한 종근은 이듬해 3월 상순에
캐내어 종근용으로 손질하여 심는다. 실생 1년 근은 2~3개의 눈이 생기는데, 눈이 위로
가게 하여 심은 후에 종근과 토양이 밀착되게 눌러준다. 종근의 무게는 40~50g 정도가
가장 좋지만, 10~15g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약용으로 수확하여 저장 한 것은 근경이 크므
로 저장 중에 신장한 눈은 2~3개만 남기고 떼어내고 적당한 크기의 것을 골라 심는다.
10a당 소요 종근은 6,000~7,000개이다.
육묘한 묘와 종근의 심는 방법은 같다. 이랑넓이 90cm, 높이 20cm의 두둑을 만든
후 잡초 발생방지, 뿌리 비대촉진을 위하여 흑색비닐로 피복한다. 심는 거리는 줄 사이
30cm, 포기사이 15cm로 하여 3줄로 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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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육묘이식
종자는 채종량이 많은 큰꽃삽주를 이용한다. 큰꽃삽주는 병 발생이 많으므로 육묘를 통
해 2년 재배를 1년재배로 단축하면 발생율을 경감할 수 있다. 2월 중순경에 200구 연결
포트에 종자를 2~3립씩 파종하여 하우스에서 육묘한다. 파종 후 10일경에 종자가 발아
되어 본엽이 2매 정도 나왔을 때 연결포트 1구당 3주가 되도록 솎음작업을 실시한다. 60
일 묘를 본포에 정식하여 당년에 수확한다.
이 경우 아트라티론(atractylon)과 아트라티레나이드(atractylenlide)-Ⅲ이 함량이 다소 낮
으므로 한약재용으로는 적당하지 않고 가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고휴 피복재배법
폭 90cm, 높이 20cm의 두둑을 만든 다음, 흑색비닐을 피복하여 줄 사이 30cm, 포기
사이 10~15cm로, 3줄로 심으면 잡초발생을 방지하고, 뿌리의 비대를 촉진시킬 수 있다.

▲ 삽주 고휴피복재배 생육

▲ 삽주 고휴피복재배 수량성

본밭관리
1) 꽃봉우리 따주기
육묘이식재배는 6월 하순부터 9월까지
수시로 적뇌하며, 적뇌에 의해서 뿌리수량
은 20~100%까지 증가하지만 백출 재배
시 가장 힘든 농작업이다. 직파 1년생은
개화기가 늦어 가을에 적뇌한다.
▲ 화기제거시기별 뿌리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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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수관리
물 빠짐이 나쁜 토양에서는 장마기에 잦은 비가 오면 역병 및 뿌리썩음증상과 같은 토
양전염성병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다. 비가오기 전에 배수로를 정비하여 병 발생 피해를 예
방하여야 한다.

연작피해
삽주를 연작하면 초작 보다 품종별로 29.5%~25.5% 수량이 감소하며, 소득도 초작의
71% 수준이므로 연작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4. 병해충 방제
병
1) 탄저병
가) 병징
잎에 발생하는데 원형 내지 타원형의 퇴색한 병반을 형성하고, 병이 진전되면 병반이
서로 융합되어 커지고 잎이 말라죽는다.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병원균은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Penz.이며, 병반상에 분생포자층이 형성되고, 때
로는 강모를 가지고 있다. 분생포자 혹은 균사의 형태로 월동하며, 빗물에 용해되어 물과
함께 이동되어 토양표면에 존재하다가 지상부로 전염이 되므로 장마철 고온 다습한 조건
에서 발병이 심하다.

▲ 발병 초기(타원형의 병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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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제
발생이 심한 포장에서는 가능한 이어짓기를 피하고, 병든 잎이나 식물체 전체를 조기에
제거하여 병 발생이 확대 되는 것을 막도록 하며 발병초기에 GAP 적용약제인 아족시스트
로빈 액상수화제, 플루아지남 수화제, 프르피네브 수화제,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액상수화
제, 피라클로스트로빈 유제를 살포하여 방제한다.

2) 역병
가) 병징
뿌리가 썩고 지상부는 발병초기에는 시들고 노랗게 변하며, 점차 갈변되고 결국에는 고
사하게 된다.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병원균은 Phytophthora drechsleri Tucker이며 유주자낭을 형성하며 유주자낭에는 2개의 편
모를 가진 유주자가 있어 물속을 헤엄쳐 이동한다. 병원균은 병든 식물체와 함께 토양 내
에서 잔재하다가 유주자를 형성하여 1차 전염원이 되며 역병에 감수성이 강한 인삼, 지
황, 구기자 등을 재배한 곳에서 발생이 심한 경향이 있다. 장마기 이후 고온기에 배수가
불량한 지점에서 병이 확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다) 방제
발생이 심한 포장에서는 가능한 이어짓기를 피하고, 장마기 배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포
장이 과습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고휴재배를 하면 발병을 줄일 수 있다.

▲ 발병 초기 병징(시듦)

▲ 발병 중기(병반부가 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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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 후기(지상부 고사)

▲ 역병 발생 포장(수분 정체지점 대 발생)

3) 뿌리썩음증상
가) 발병원인
뿌리썩음증상은 근경의 외피에서 오염균을 분리해 낼 수 있으며 오염균의 종류 및 밀도
는 재배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발병이 심한 육묘포의 종근은 오염균 밀도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이듬해에 발병율이 높다. 종근 저장기간 중 열을 받거나 습기가 많으면 종근
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어 오염균의 침입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주어 이런 종근을 심으
면 뿌리썩음증상 발생율이 더욱 높아진다.

▲ 삽주 뿌리 썩음증상

나) 전작물과의 관계
뿌리썩음증상 식물체 잔유물을 통해 전염 되므로 전작물이 삽주(큰꽃삽주)일 경우 발생
율이 높고, 옥수수, 사탕수수 등 화본과 작물일 경우에는 낟다.
다) 토양조건
토양습도와 뿌리썩음증상 발생 관계는 토양 습도가 너무 높을 때 특히 배수 불량한 토
양에서 쉽게 발생하며, 토양이 건조 할 경우에도 발생이 심하다. 유기물이 많으면 뿌리썩
음증상 발생율이 낮으며, 토성에 따라서 발생율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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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감대책
이어짓기를 피하고 3~5년 간격으로 돌려짓기 하는 것이 좋다. 비료는 유기질 비료를 다
량 시용하며, 인산 및 가리질 비료를 증시하고 적기에 추비한다.

해충
1) 우엉수염진딧물
가) 형태
유시충 암컷(2mm)은 검은색으로 날개는 투명하고, 날개맥은 연한 청색이고, 무시 성
충(3mm)은 머리, 가슴 부위는 작고 검은색이며 광택을 띠기도 한다.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우엉 등 국화과 식물의 어린 싹, 꽃봉오리, 새로 나오는 잎 뒷면과 줄기에 무리지어 흡
즙하는데 발생이 많으면 어린 싹이나 잎이 시들어 식물 생육이 저해됨, 따뜻한 지역에서
는 약충이 기주식물의 땅 부근에 잠복해서 월동하며, 추운 곳에서는 늦가을에 잎뒷면과
줄기 등에서 알로 월동한다. 봄부터 가을까지 10세대 정도를 경과하고 여름에는 1주일만
에 1세대를 완성하는데 늦봄부터 초여름사이에 발생이 많으며 가물 때 피해가 심하다.

▲ 우엉수염진딧물 발생

137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2) 조팝나무진딧물
가) 형태
무시 성충(1.2∼1.7mm)은 머리, 가슴, 뿔관 밑부분은 검고 배는 연두색∼황갈색을 띄
고 유시충은 머리, 가슴이 흑색이고 배는 황록색이며 뿔관 밑과 배 측면은 거무스름하다.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보통 신초부위에 다발생하고 흡즙에 의하여 신초가 위축되고 배설물 등에 의하여 신초
등에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년간 10세대 정도 발생하며, 기주식물에서 알로 월동하고 4
월경 부화하여 증식하며 월동한 것은 5월 중순경 날개가 있는 유시충으로 되어 주변 작물
로 날아가 증식한다. 기후 조건만 좋으면 단기간에 대발생할 수 있는데 6∼7월 최고 밀도
에 도달했다가 신초성장이 멈추면 자연히 밀도가 낮아진다.

▲ 조팝나무진딧물 발생

3) 총채벌레류
가) 형태
암컷성충은 1.4∼1.7mm이며 황색으로부터 갈색까지 변이가 크고 약충은 담황색이다.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약충과 성충이 발생 부위를 갉아서 즙액을 흡수하므로 조직이 위축되고 변형된다. 주
로 잎이나 꽃 등 연약한 부위나 조직 틈에서 가해를 하므로 낮은 밀도로 발생하더라도 작
물의 생육초기 신초 부위 등에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다. 년 5∼6회 이상 발생하는
데 기주식물 종류 및 기상조건(온도)에 따라 불규칙하며 성충은 30∼70일간 생존하여 식
물체내에 수십∼수백개의 알을 낳는데, 노지에서는 4월 하순으로부터 11월까지 발생하고
대체로 6월 하순과 8월 상·중순에 많은 발생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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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제
기주범위가 넓고 번식력도 높아 약제에 의한 완전 방제가 곤란하므로 물리적, 경종적,
화학적 방제를 잘 조화시켜야 효율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피해가 심한 포장의 경
우 재식시 비닐 멀칭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현재까지 삽주에 발생하는 해충에 대한
GAP 적용약제는 없다.

▲ 총채벌레에 의한 신초 피해 증상

5. 수확 및 수확후 관리
수확
백출은 11월 상순경 지상부의 잎이 변색되는 때에 수확한다. 백출은 근경에서 수염뿌리
가 발생하여 양분을 흡수하며 토양 속에서 수염뿌리 15cm 이하에 얕게 분포한다. 뿌리가
깊게 뻗는 약용작물보다는 수확이 쉬우며 쇠스랑 등 농기구를 이용하여 쉽게 수확할 수
있다. 대면적으로 재배 할 경우에는 트렉터 부착용 다목적 뿌리작물수확기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에 수확할 수 있다. 수량은 10a당 종자로 봄에 파종하여 그해 가을에 수확하였
을 경우, 건근중으로 150kg~200kg 정도 수확할 수 있다.

건조
수확 후 뿌리에 묻어 있는 흙을 씻어야 하며, 건조하기 전에 뿌리껍질도 벗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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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으로 작업 할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수세미 및 박피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회전형 박피기
를 이용하면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다. 보통 햇볕 또
는 그늘에서 말리나, 열풍 건조기를 이용할 경우 말
린 뿌리의 절단면이 흰색이 되도록 낮은 온도에서
건조한다.
▲ 건조된 근경

6. 생약의 특성과 품질(KP)
생약의 특성
1) 삽주
이 약은 뿌리줄기로 고르지 않은 덩어리 또는 구부러진 원기둥 모양이고, 길이
3~8cm, 지름 2~3cm이다. 바깥면을 보면 주피를 제거한 것은 연한 회황색~연한 황백
색이고 군데군데 회갈색을 띠며, 주피가 붙어있는 것은 흑갈색이고 때로 매듭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으며 거친 주름이 있다. 잘 꺾이지 않으며 꺾인 면은 섬유성이다.
이 약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볼 때 주피에는 석세포 층이 있고 피부의 유조직에는 때
로 사부의 바깥쪽에 섬유 묶음이 있으며 수선의 말단부에는 유실이 있고 그 안에는 연한
갈색~갈색의 내용물이 들어있다. 목부에는 작은 도관들이 수를 방사상으로 둘러싸고 있
고 도관들의 둘레에는 섬유 묶음이 둘러싸고 있다. 수 및 수선 중에는 유실이 있고 유조
직 중에는 이눌린 결정 및 작은 옥살산칼슘 침정이 들어있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있고 맛은 약간 쓰다.

2) 큰꽃삽주
이 약은 뿌리줄기로 불규칙하게 비대한 덩어리 모양이고, 3~13cm, 지름 15~70mm이
다. 바깥면은 회황색 또는 회갈색이고 컵 모양의 작은 돌기가 있다. 또한 중간 중간 끊어
진 세로주름과 패인 무늬가 있으며 뿌리털이 붙었던 자국이 있다. 위쪽 끝에는 줄기 그루
와 싹이 붙었던 자국이 남아있다. 질은 단단하며 쉽게 꺾기 어렵다. 꺾인 면은 평탄하지
않고 황백색~연한 갈색을 띠며 황갈색의 유실이 점모양으로 흩어져 있다. 불에 말린 것
은 잘린 면이 각질이고 색은 비교적 진하며 빈 틈이 있다.
이 약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볼 때 주피에는 석세포층이 있지만 보통 피부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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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수선 및 그 말단부에는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유실이 있다. 형성층 고리는 뚜렷
하다. 목부는 외측의 도관이 대부분 1~3열로 방사상으로 배열하고 그 주위에는 목부섬유
묶음이 없다. 안쪽은 도관 이 사이는 좁으나 그 주위의 목부섬유묶음과 함께 무리를 이루
어 큰 수를 둘러싸고 방사상으로 배열하고 있다. 수 및 수선 중에도 유실이 있고 유조직
중에는 이눌린 결정 및 옥살산칼슘 소침정이 들어있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있으며 맛
은 달고 약간 매우며 씹으면 점성이 있다.

품질
순도시험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ppm 이하.
마) 엔드린 0.01ppm 이하.
바) 캡탄 2ppm 이하.
사) 프로시미돈 0.1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회분 : 7.0% 이하.
⊙ 산불용성 회분 : 1.0% 이하.
⊙ 정유함량 : 0.5mL 이상 (50.0g).
⊙ 저장법 :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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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

오갈피나무(오가피)

대

11
◀내수

확

식물명 : 오갈피나무(두릅나무과 Araliaceae)
생약명 : 오가피(五加皮, Acanthopanax Root Bark)
학명 및 식물기원 :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Rupr.&Maxim.) S.Y.Hu 또는 기타 동속식물
이용부위 : 뿌리, 줄기 및 가지의 껍질

1. 식물의 성상
재배식물의 성상
다년생 낙엽관목으로서 높이 3~4m이고 뿌리 근처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져서 사방으
로 퍼지며 작은가지는 회백색이고 지름 3~4mm로서 털이 없으며 가시도 거의 없다. 잎
은 장상복엽이며 소엽은 3~5개이고 도란형 또는 도란상 타원형이며 잎끝이 점점 뾰족해
지며 길이 6~15cm로서 가장자리에 잔복거치가 있으며 표면은 녹색이고 털이 없으며 뒷
면은 연한 녹색으로서 맥 위에 잔털이 있고 엽병은 길이 3~6cm이다.
산형화서는 가지 끝에 달리며 취산상으로 배열되고 소화경이 짧으며 꽃은 8~9월에 피
고 자주색이다. 꽃받침열편은 삼각형으로서 겉에 밀모가 있으며 꽃잎은 타원형이고 5개
이며 암술대가 끝까지 합쳐진다. 장과는 타원형이고 약간 편형하며 길이 10~14mm, 지
름 3~4mm로서 10월에 익고 구형의 산형화서에 달린다.

1) 오갈피
중국, 만주, 아무르, 우수리 등지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경남을 제외한 남부지방
의 표고 100~1,450m 지대에 자생한다. 꽃은 자주색으로 8~9월경에 피며 과실은 장과
로서 9월에 흑색으로 익고 줄기에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있다.

2) 지리산오갈피
전국적으로 표고 200~1,400m지대에 자생하고 있으며 꽃은 여름에 피고, 열매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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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흑색으로 익고 줄기에는 장미가시와 같은 0.4cm 정도의 보라색의 피침형 가시가 드
물게 나있다.

3) 섬오갈피
표고 500m 이하의 제주도 지역 및 일본에 분포하며 꽃은 7~8월에 피며 10월경에 흑색
으로 익고 줄기에는 장미가시와 같은 0.7cm 정도의 기부가 넓고 굵으며, 끝이 날카로운
갈고리 모양의 적자색 가시가 나있다.

4) 가시오갈피
자생지는 극동아시아 북위 40~50° 지역, 러시아 우수리강, 중국 흑룡 강성 유역, 일본
북해도, 우리나라의 1,100m 이상 고산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새가지에 0.5~0.8cm 되는
가늘고 긴 바늘모양의 가시가 아래로 구부러져 밀생하며, 2년 이상된 가지에서는 가시가
탈락되기도 한다. 꽃은 6월에 피며 수술은 장화사형과 단화사형이 있고 과실은 9월경에
흑색으로 익는다.

5) 오가나무
중국원산이며, 우리나라 하동지방과 일본에서 재배되며, 줄기에는 가시가 없으나, 엽병
기부에 0.6cm 정도의 탁엽침이 1, 2개씩 달려 있다.

동속식물
평안남북지역, 함경남북지역,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의 강원도 북부지역 및
덕유산과 지리산의 고산지대에 자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오갈피속 식
물은 오갈피(E. senssiliflorus), 섬오갈피(E.
koreanum), 서울오갈피(E. seolense), 지리산오갈피(E. chiisanensis), 털오갈피(E. rufinerve), 가
시오갈피(E. senticosus), 민가시오갈피(E. senticosus for. inermis), 왕가시오갈피(E. senticosus
var. koreanus)가 있으며, 중국원산의 오가나무(E. sieboldianum)가 보고되어 있다. 중국에는
자오가(刺五加, E. senticosus)와 세주오가(細柱五加, E. gracilistylus) 등 16종 및 아종이 보고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되고 있고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는 오갈피를 비롯하여 지
리산오갈피, 섬오갈피, 가시오갈피 등이다. 육성된 품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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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분 및 약리작용
주요성분은 아칸토사이드(acanthoside) A, B, C, D, 다우코스테롤(daucosterol), 폴리아
세틸렌(polyacetylenes), 지리오덴드르 베타 시스토스테롤(ziliodendr β-Sistosterol), 캄페스
테롤(campesterol), 에톡시하이드록시벤조산(ethoxy-hydroxy -benzoic acid) 등이 함유되어
있다.
약리작용은 거풍습(祛風濕; 풍습을 제거하는 효능), 강근골(强筋骨; 근육과 뼈를 강하
고 튼튼하게 하는 효능), 강장(强壯), 강심(强心)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재배환경
기후
중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오갈피는 토양이 비교적 습윤하고 부식질 층이 깊은 미산
성 토양의 잡목아래나 산림자락에 잘 자란다. 여름에는 태평양의 온난풍의 온난 습윤한
기후와 겨울에는 시베리아의 찬바람을 받는 혹한 지대에서는 생장기간이 100~120일 정
도이다. 우리나라의 오갈피 자생지는 해발 1,050~1,350m의 고산지이다.

토양
토양은 표토가 암갈색 자갈이 있는 사양토로
배수가 잘 되는 산록 경사지로 토심이 얕고 pH
5.3, 유기물 1.91%, 유효인산 3ppm으로, 우리
나라 개간 밭토양이 비옥토와 비슷하고 교목, 저
목, 초본류 등의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호남농시,

▲ 오갈피속 식물의 가시와 잎의형태

1993). 토양의 중금속 함량 및 관개용수는 농산물

가시오갈피(A), 지리산오갈피(B), 서울오갈피(C),
섬오갈피(D) 오가나무(E)

우수관리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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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배법
번식
1) 실생번식
가) 종자의 휴면과 휴면타파
오갈피는 미숙 배로 인해 휴면하는 식물로 채종 후 일정기간 적절한 조건에서 종자를 후
숙시켜야 배가 성숙되며, 배 성장이 끝난 뒤 휴면타파 과정을 거침으로서 발아할 수 있다.
먼저 과육을 제거하고 종자와 굵은 모래(직경
2mm 이상) 1：3 내외로 혼합한 후 망사자루에 담는
다. 적당한 크기의 플라스틱 상자에 모래를 4~5cm
깊이로 깔고 종자가 담긴 자루를 넣은 후 다시 모래

개갑전

미개갑

개갑

부패립

▲ 후숙처리 120일 후의 개갑상태

를 2~3cm 덮어 준다.

항온기의 온도를 15℃로 고정하여 종자가 담긴 상자를 치상한 후 80~100일간 저장한
다. 후숙기간 동안 종자의 건조방지 및 호흡에 의한 노폐물의 제거를 위하여 7일~10일
간격으로 충분히 관수한다.
후숙이 끝나면 휴면타파 과정을 거처야 하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항온기온도를 5℃로
낮추어 60일간 저온 상태를 유지시키면 된다. 이 기간 동안에도 관수 관리는 후숙시 관리
와 동일하다.
나) 묘판파종
휴면타파 말기가 되면 일부종자가 발아
를 시작하는데 발아된 종자를 건전한 묘

월별 11 12 1

9~10cm인 포트에 상토로 부엽토를 충진
하여 1~2cm 깊이로 파종한 후 50% 차광
된 육묘상에 치상하여 육묘한다.

3

4

5

6

7

8

9 10

단계
채종 후숙

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포트에 이식하여
육성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상부직경이

2

주의
사항

휴면타파

파종

육묘

과즙, 과건방

50% 차광시설

10~15일 간격 관수

병해충 방제(리도밀 엠지등)

※ 본포정식기 : 다음해 3~4일

▲ 오가피 실생재배력

2) 삽목번식
가시오갈피와 지리산오갈피 및 당오갈피를 3월(숙지삽), 7월(녹지삽), 9월(반숙지삽)에
삽목하면 유합조직 형성율은 모두 양호하고, 발근일수는 지리오갈피는 25~35일, 당오갈
피는 20~36일로 빠르지만 가시오갈피는 32~45일로 9~10일 정도 늦다. 발근율은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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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갈피는 26~60%, 지리오갈피는 72~94%, 당오갈피는 시기 및 삽수에 관계없이 100%
로 발근율이 높다.
삽목 후 60일에 가시오갈피는 잔뿌리가 별로 없이 뿌리가 짧은 2~4개 정도만이 발근
된 반면 당오갈피는 잔뿌리가 75~105개/개체로 많고, 지리산오갈피는 뿌리가 굵으면서
길이가 길다.
삽목시기별로는 수종에 관계없이 7월 20
일에 녹지삽을 이용하여 삽목할 때 발근수
및 발근량 등이 좋고, 다음은 반숙지삽을 9
월 20일에 삽목하였을 때 좋은 반면 숙지삽
을 이용 3월 20일에 삽목한 것은 좋지 않다.
종별 삽수별로 발근특성을 보면 가시오갈
피와 지리산오갈피의 녹지삽은 중심주의 주

▲ 가지 년수별로 채취된 삽수

피에서, 반숙지삽은 형성층과 주피에서, 숙지삽은 형성층에서 발근되고, 당오갈피는 삽
목 시기에 관계없이 형성층과 주피에서 주로 발근한다.
가) 삽목상토
삽목 후 유합조직 형성은 상토의 수분과 관계가 많은데 모래는 수분 보유력이 약해 유
합조직 형성율이 45%에 지나지 않으며, 황사, 모래＋피트모스(2＋1), 펄라이트＋버미큐
라이트(1＋1) 및 펄라이트＋버미큐라이트＋피트모스(1＋1＋1) 혼용토에서는 비교적 수분
보유력이 좋아 74~86%로 높게 나타난다. 발근일수는 42~52일로 펄라이트까지＋버미
큐라이트(1＋1) 혼용토에서 42일로 가장 빠르고, 모래에서 52일로 가장 늦게 발근된다.
발근율은 황토에서는 전혀 발근되지 않으며 모래에서 12%, 모래＋피트모스(2＋1)는
24%, 펄라이트＋버미큐라이트(1＋1)가 46% 및 펄라이트＋버미큐라이트＋피트모스(1＋
1＋1) 혼용토에서 36%로 펄라이트＋버미큐라이트(1＋1) 혼용토에서 발근이 잘된다.
삽목상토별 발근수는 모래상토에서 1.3개로 가장 적었고, 펄라이트＋버미큐라이트(1＋
1) 혼용토에서 4.7개로 많았으며, 개체당 발근량도 펄라이트＋버미큐라이트(1＋1) 혼용토
가 0.4g으로 다른 상토에 비해 우수한 발근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포정식
육묘기간이 각기 다른 실생묘의 생장량과 본포정식 후 묘의 근장은 12개월 묘 이후 급
격히 길어지며 주당 근수는 6개월까지는 주로 세근이 출현하여 18.3개까지 증가하고 12
개월 묘부터는 세근수는 점점 적어지고 4~5개의 뿌리가 굵어진다. 가장 굵은 뿌리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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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는 6개월 묘가 1mm에 지나지 않으나 그
후부터 급격히 굵어져 12개월에 2.5mm, 18
개월에 4.0mm가 되며 12개월 묘부터는 뿌
리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며 목질화 된다.
초장 및 잎 수는 12개월까지는 둔하게 증
가하지만 12개월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8
개월 묘의 초장은 27.9cm이며 주당 잎 수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 육묘일수별 실생묘의 생장

는 8.0개를 나타낸다. 정식은 충실한 묘를 골라 3월말~4월초에 실시하며 10a당 1,200
주 정도가 소요된다. 정식 후 활착율은 대체로 육묘일수가 길수록 높은 경향이며, 재배
지역과 정식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8개월 이상 육묘했을 때 안전하게 활착
할 수 있다.

본포관리
토양이 너무 척박하거나 강산성 토양에서는 고온 장애를 받아 잎마름병이 발생되며 물
빠짐이 좋지 않은 토양에서는 뿌리 썩음병이 발생한다. 유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석
회를 사용하여 토양을 중화시키고 깊이 밭갈이를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며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정하며 심도록 한다. 장마철에는 배수구를 사전에 정비하여 기상재해를
예방한다.

4. 병해충 방제
병
1) 잎마름병
질소과다, 산성토양, 고온장애 등이 원인이므로 배수로를 정비하여, 과습을 방지하고,
유기질비료 중심으로 시비하며, 이병주는 즉시 제거한다.

2) 뿌리썩음병
고온장애가 있거나 과습지에서 발생한다. 배수로를 잘 정비하여 병을 예방하고, 이병주
는 즉시 제거하여 병의 전파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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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1) 진딧물
육묘 중에 주로 발생하며, 해발 200m이내의 저지대에서 심하다.

5. 수확 및 수확후 관리
이용부위 및 특성
뿌리, 줄기 및 가지의 껍질을 약으로 쓴다. 오갈피는 실생묘의 생장은 완만하나, 영양
번식 묘는 생장이 비교적 빠르며 1년에 0.5~1m 정도 자라며 3~4년 후 수확할 수 있다.
수확시기는 9월부터 봄철 수액이 유동하기 전까지 한다.

수확
뿌리는 수확 후 흙을 털고 물에 씻은 다음 30~40cm 길이로 잘라서 말린 후 묶어서 보
관한다. 잎은 8~10월에 따서 말린 후 보관하였다가 사용한다. 보관 방법은 겁질을 벗겨
말린 것은 종이봉지나 마대에 담아 통풍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한다. 곰팡이가 발생하면
상품가치가 떨어지므로 저장고에는 습기가 없도록 관리한다.
수량성은 5년생 기준 10a당 표피 생산량은 섬오갈피 300kg, 지리산오갈피 350kg, 오
갈피 250kg, 가시오갈피 100kg 정도 이다.

6. 생약의 특성과 품질(KP)
생약의 특성
이 약은 뿌리껍질 및 줄기껍질로 원통모양 또는 반원통모양이고 길이 5~10cm, 지름
5~8mm, 두께 1mm 정도이다. 바깥면은 황갈색~어두운 회색으로 평탄하며 줄기껍질에
는 군데군데 가시가 있거나 또는 그 자국이 있다. 안쪽면은 황백색이며 쉽게 꺾이지 않고
섬유성이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있고 맛은 약간 쓰다.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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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시험
⊙ 이물질
가) 목부조직 및 가는 가지 이 약은 목부조직 및 가는 가지가 2.0% 이상 섞여 있지 않다.
나) 그
 밖의 이물 이 약은 목부조직 및 가는 가지 이외의 이물이 1.0% 이상 섞여 있지 않다.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ppm 이하.
마) 엔드린 0.01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엑스함량 : 물엑스 8.0% 이상.
⊙ 산불용성 회분 : 1.0% 이하.
⊙ 저장법 :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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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

오미자

대

12
◀내수

확

식물명 : 오미자(오미자과 Schisandraceae)
생약명 : 오미자(五味子, Schisandra Fruit)
학명 및 기원식물 : Schisandra chinensis Baill.
이용부위 : 열매

1. 식물의 특성과 품종
재배식물의 성상
오미자는 낙엽활엽성의 넝쿨성 다년생 식물로 중
국과 우리나라의 태백산, 지리산 등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며 꽃은 자웅동주 단성화이고 잎은 새로 뻗
는 줄기에서 호생한다. 잎의 크기는 9×6.5cm 정도
이며 계란형으로 끝은 뾰족하고 잎 가장자리는 둔한
톱니모양이다. 과실은 구형의 장과이며 8~9월에 결
실하고 과색은 홍자색(성숙과)으로 지름 1cm 정도의
적색 공 모양이다.

동속식물
국내 자생종은 흑오미자 (Schizandra nigra Max.)와 남오미자 (Kadsura japonica Dunal.)가
있으나 대한약전에는 오미자만을 생약재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배는 거의 없다.

육성품종의 특성
2002년 등록된 품종으로 “청순”이 있다. 주요 특성으로는 가공이 용이한 다즙성이며,
흰가루병에 강한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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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분 및 약리작용
주요 성분은 리그난 화합물로 쉬잔드린(schisandrin), 쉬잔드롤(schisandrol), 고미신
(gomisin) 등이 있다. 약리작용은 정신안정, 숙취해소, 심혈관대사 완화, 스트레스 해소,
간기능 강화작용이 있으며, 붉은 빛을 내는 안토시아닌의 항산화작용으로 노화를 억제하
는 효과가 있다.

2. 재배환경
기후
오미자는 내한성이 강하고 고온에 약하므로 여름철 고온을 피할 수 있는 중부이북의 중
산간 고랭지가 재배적지이며, 우리나라 주 재배지역은 전북 무주, 진안, 장수, 경북 문경,
상주, 강원도 인제 등지이다. 양지식물이며 특히 화아분화기에 햇볕이 잘 들어야 꽃눈형
성이 잘되고 암꽃의 비율이 많아지므로 다수확이 가능하다. 혹서기의 고온을 막기 위해
과원의 방향은 서북향이나 북향이 좋다.

토양
오미자는 천근성이므로 지하수위가 낮고 수평배수가 잘되는 지대에서 잘 자랄 수 있다.
토양공극이 많은 양토나 사양토로서 통기성과 보습력이 양호 하며 부식함량이 많은 토양
이 적지이다. 토양 산도는 pH 6.5 정도이며,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관개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 재배가 가능하다. 이상
적인 곳은 중산간 지역 반음지로 서북향의 서늘하고 경사도가 낮으면서 해발이 높을수록
생육이 좋다.

3. 재배법
번식
1) 종자번식
오미자 과실은 개화 후 125일경인 9월 중·하순이면 성숙이 완료 되며, 이때 과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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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여 과실에서 종자를 분리시킨다.
채종 후 상온에 저장하여 파종하면 발아가 되지 않는다. 휴면타파방법은 노천매장법과
저온저장법이 있으나 실용적인 방법으로 노천매장법이 이용되고 있다. 노천매장법은 습
윤한 모래와 종자를 10:1의 비율로 혼합하여 노천에 매장한다, 노천매장 후의 종자는 140
일 이상 저장시 배 성장이 완료되고, 노천매장중 적정 수분이 유지 되어야 한다. 파종적
기는 3월중순~4월 상순, 발아적온은 20~25℃이고, 파종 후 출현기간은 30일 이상 소요
된다
실생묘 생산을 위한 종자파종은 폭 120cm의 육묘상을 만든 후 조간 15cm, 주간 5cm,
복토 깊이는 1cm로 파종 한다. 파종이 완료된 묘상은 짚으로 피복하여야만 토양수분유
지, 잡초발생이 억제 된다. 포장 입묘율은 86% 정도이며 1년 동안 육묘 한다. 우량묘는
지제부의 줄기 굵기가 3mm 정도가 적당하다.

2) 분주 및 분근법
많은 묘종을 생산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모주의 특성을 그대로 발현하는 장점이 있
다.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에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굴취하여 심는데 지상부를 짧게 하여
심는다.

3) 접목번식
가) 대목양성
번식용 대목은 실생종자 번식요령에 따라 양성하며 접목에 적합한 대목의 굵기는 접목
부위인 지상 3~4절의 직경이 3mm 내외가 적당하다. 묘를 양성하는 기간은 토질과 환경
조건이 좋은 경우 파종 후 1년이면 가능하나 묘가 약할 경우에는 2년간 생장시킨 후 대목
으로 이용한다. 2년생인 경우 대목에서 발생하는 부정아 제거와 대목양성 년수가 길어짐
에 따른 노력이 많이 들고 토지 이용률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나) 접수관리
접수는 전년 생장한 건전한 1년지가 좋으므로 당년에 개화된 꽃을 제거하고 질소질 비
료를 20% 내외 증비하여 충실한 가지를 육성하여 삽수로 이용한다. 또는 도장지를 접수
로 이용할 수 있다.
나) 접수채취 및 저장
접목 활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휴면기에 접수를 채취하여 저장하는 것이 좋다. 오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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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월 초순을 전후하여 눈의 신장이 시작되므로 접수채취 적기는 휴면 유지 비율을 감안
해서 2월 하순경 삽수를 채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접수 굵기는 직경 3mm 이상인 가지가 알맞고, 접수 당 1개의 눈을 붙이되 접수길이는
5cm로 절단한 후 절단면은 도포연고를 말라준다. 조제된 접수는 수분을 함유한 모래(왕
사)에 충진하여 0~4℃의 저온에 저장한다.
다) 접목
접목적기는 3월 하순 이후 5월 상순까지 가능하나 늦어질 경우 접수의 활력이 떨어지
므로 접수채취 후 1개월 내외인 4월 초순의 따뜻한 날에 접목하는 것이 좋다. 접목방법은
대목을 지상 3cm(1~2절)내외 부위를 절단하고 중앙부를 수직으로 1cm 정도를 절개한
후, 준비된 접수의 양면을 쐐기 형으로 깍은 후 고정시키는 짜개접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라) 접목 후 관리
접목 직후에는 기온이 낮고 공중 습도도 낮아 유합에 장해를 주므로 접목 후 5~6일간
접목상에 터널을 설치하여 보온과 보습을 유지해 주되 한낮 상내 기온의 급격한 상승에 대
비하여 터널 상단부를 1~2m당 30cm씩 일(一)자 찢기를 실시하여 주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접목 후 대목에서 발생하는 측지는 발생초기에 제거해주어야 유합율을 높일 수 있
고 고정비닐은 유합이 완료되는 6월 상순경 제거해 줌으로서 묘의 생육이 촉진된다.
마) 접목묘의 생육
접목 성공여부는 접목 후 20일경에 알 수 있고, 접수의 생장은 접목 1개월 후, 즉 6월
~8월 사이에 급속히 생장하여 당년 가을까지 본포 정식이 가능한 굵기 3mm이상의 충실
한 묘로 성장한다.

개원
1) 포장준비
오미자는 영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한번 재식하면 한 자리에서 장기간 자라게 되며 뿌리
가 수평으로 얕게 분포하므로 과원의 표토 20~30cm부분은 pH조절과 물리성을 개선한
후 식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미자 생육에 적당한 pH는 6.5내외이기 때문에 재배지 토양을 분석하여 중화량의 석회
를 살포하고 1차 경운한 후 유기물(볏짚, 건조, 낙엽 등)과 화학비료를 넣고 심경하여 토양
을 개량한다. 이 같은 포장관리는 재식 2~3개월 전에 마쳐 흙이 가라앉도록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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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식
정식 시기는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생육이 정지된 늦가을이나 초봄이 정식시기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오미자 재배지역은 중산간지이며 뿌리길이가 짧아 얕게 심어져 식재
후 한발 및 땅의 결빙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을 식재시에는 11월중에 식
재 한 후 뿌리가 건조되지 않도록 볏짚이나 흑색비닐로 피복 보습하고 멀칭해 주며 봄 식
재시에는 3월 상 중순이 적합하다. 묘목 소요량은 10a당 1,000주가 필요하다. 오미자는
넝쿨성 식물이기 때문에 수형조성을 위해서는 유인틀을 설치해야 되며 재식거리는 수형
조성 방법과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달라진다. 오미자를 울타리식 수형으로 재배할 경우
에는 열간 2.7m, 주간 25~30cm 간격으로 식재하면 적당하고, 덕식은 열간 2.7m에 주
간 30~40cm, 하우스 틀을 이용한 수형으로 재배할 때는 5.2m×주간 30~40cm를 기준
으로 식재하면 적당하다.
이 식물은 통기성 좋은 토양에서 생육이 양호하기 때문에 토양의 지하수위 높이 여부에
따라 심는 높낮이를 달리한다. 물 빠짐이 좋은 포장은 일반적인 나무 심는 방법대로 식재
하고, 동일한 포장 내라도 배수가 안 되는 지점이나 점토함량이 많은 토양에 과원을 조성
할 경우에는 지표면보다 10~20cm 흙을 모아 올려 심기를 해주면 습해를 줄일수 있다.
심을 위치가 결정되면 묘목을 놓고 완숙퇴비가 50%정도 섞인 흙을 이용하여 복토 후 답
압하여 고정시키고, 묘목의 줄기를 지표부 20cm내외에서 절단하여 과도한 증산작용을
억제한다. 또한 묘목 식재 후에는 검은 멀칭이나 볏짚으로 피복해 줌으로서 한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잡초발생을 막을 수 있다.
오미자는 잔뿌리가 많기 때문에 굴취시 뿌리가 공기중에 노출되면 건조피해를 받기 쉽
기 때문에 묘목 굴취시 실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하고 굴취 즉시 소형 비
닐봉지에 포장하여 줌으로서 상처나 건조를 막을 수 있다. 굴취 후에는 신속히 식재하는
것이 좋지만 기상의 악화나 작업계획의 차질로 인해 식재까지 기간이 길어지리라 예상되
면 과습하지 않는 장소에 가식한다.
가) 우량묘의 조건
① 묘목 지제부 주경의 굵기가 3mm 이상일 것.
② 마디사이가 짧고 눈이 충실할 것.
③ 굴취 후 잔뿌리의 양이 많고 주근이 절단되지 않을 것.
④ 주경의 지제부에 잘록병 발생의 흔적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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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과 유인틀 설치
1) 울타리식
산간지의 굴곡이 있는 포장에 설치가
용이한 수형이다. 유인틀 설치를 위하
여 길이 2m내외의 철주나 콘크리트기
둥을 준비한다. 기둥 설치간격은 열사
이 2.5m, 기둥간격도 2.5m로 하여 지
주 설치위치를 표시한 후 기둥의 30cm
정도를 땅속에 박아 수직으로 고정한
다. 기둥의 설치가 끝나면 기둥과 기둥
사이의 상단을 굵은 철선(10번선 연철)

▲ 울타리식 수형

으로 연결하여 일자형의 틀을 만든다. 이 철선은 지주의 지지도를 향상시키며 줄기를 유
인하는 유인선을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팽팽하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상단 철선이 완성되면 신장하는 신초의 유인을 위하여 상단철선에 30cm마다 가는 철
사나 비닐끈을 맨 후 지면까지 늘어뜨려 신초의 지제부에 매어주거나, 오이망을 상단 철
선에서 지표부까지 설치하면 신초가 감고 올라가는 지지대로 이용한다.
가) 장점
•포장의 경사도나 굴곡에 관계없이 설치용이
•설치 자재와 노동력이 적게듦
•처음부터 주당 2~3 줄기를 유인하기 때문에 초기수량이 많음
나) 단점
•광을 받는 휴반면적이 많아 잡초발생 심함
•뿌리에서 발생하는 신초가 많고 생장이 빨라 과번무함
•적기 전정하지 않으면 번무하여 수광과 통기가 나빠져 조기노쇠, 수량감소

2) 덕 식
울타리식보다 발전된 유인형태로 광 이용효율이 높은 수형이다. 설치방법은 열 사이를
2.7m로 하고 기둥간격은 2.5m로 배치하여 고정시킨 후 각 지주 간 상단을 울타리형의
방법에 따라 정방형으로 고정시켜 틀을 조성한다. 틀이 완성되면 열간을 30cm 간격으로
보조철선(18번선)을 배치하여 덕을 완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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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형은 성과기에 이르면 과실의 무게에 의해 덕
의 처짐이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방형
틀의 중간지점에 보조철주를 하나씩 설치하여야 한
다. 묘목의 식재와 유인은 울타리형과 동일한 방법
으로 한다.
가) 장점

▲ 덕식

•광 이용율이 높다.
•수평생장하므로 정아우세가 억제되어 결실지 세력이 강해지고, 암꽃수 증가
•전정을 통한 번무조절 용이, 통기성이 좋아져 노쇠가 지연됨
•광투과 방지로 잡초발생 억제, 강우시 토양침식 방지 및 비료 이용효율 증대
나) 단점
•설치비와 노동력이 울타리식 보다 증가한다.
•착과량이 많으면 덕이 처져서 관리 및 수확작업이 어렵다.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설해로 인해 틀이 붕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3) 하우스식
결실부위가 하우스틀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덕
식과 유사한 수형으로 열간의 거리를 넓혀 관리 인
력이나 기기의 이동에 원활을 꾀하고 덕식에서 문제
시되는 줄기의 처짐 보완을 위해 개발된 수형이다.
틀의 자재는 직경 18~22mm, 길이 8~9m의 아
연관을 이용하여 하우스틀을 설치하되 하우스의 폭
은 4.8~5.2m로 조정하고, 앵글 간격은 70cm 내외

▲ 하우스식

로 배치하며 중앙부 상단 최고 높이는 2m 내외가 되도록 한다. 틀 설치가 끝나면 그물
망을 틀 위쪽에 덮거나, 앵글사이에 지지 끈을 한줄씩 추가시키면 작업이 완료된다. 그
러나 강설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골재간격을 60cm로 좁혀 설치하면 도복의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묘목 식재는 앵글안쪽(하우스내부) 20~30cm 지점에 식재함으로서 하우스 틀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고 배수로 설치에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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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점
•설치자재구입 및 설치가 지주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교적 용이하다.
•신초가 하우스의 곡선을 따라 성장하므로 정아우세성이 억제되어 수세가 안정됨
•줄기가 하우스상단 전면에 배치되므로 햇볕 받는 양이 많아진다.
•경운기 등의 작업이 가능하므로 관리 및 수확작업능률이 향상된다.
•지면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아 한발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나) 단점
포장의 굴곡이 심하면 설치가 어렵다.

주지유인 및 전정
오미자나무는 생장이 빠르고 분지발생이 많은 식물이기 때문에 전정에 의한 번무 조절
여부에 따라 수량과 수령이 결정되고 비료의 이용효율도 달라진다. 또한 수형을 조성하
여 가지를 유인하기 때문에 유인하는 틀의 형태에 따라 생장력과 결실부위가 달라지므로
조성된 수형에 적합한 줄기의 유인과 전정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울타리식
울타리식 수형에서 결실위치는 줄기가 수직 생장하는 지상 50cm~유인틀의 선단(높이
180cm)사이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진다. 줄기의 생장과 결실양상을 연차별로 구분하면 정
식 당년 50~70cm까지 신장하고, 2년째는 100~150cm에 이르러 첫 개화 및 결실이 시
작된다. 3년째는 유인틀의 상단까지 신장되어 울타리형을 형성하며 암꽃수와 결실량이
최고에 이르며 결실량은 주당 약 40~60송이가 착과되어 300~500g의 과실을 생산할 수
있다.
수령이 4년째에 이르면 상단 지지틀을 중심으로 신장하는 가지끼리 서로 얽혀 두터워
진 방추형의 수형이 형성된다. 이때 수관 내부의 줄기와 잎은 수광 상태와 통기성이 나빠
져 엽이 황화된 후 탈락하며, 수관 표면에서는 많은 양의 신초가 발생하나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꽃만 개화하는 가지가 된다. 또한 뿌리에서는 10~20개의 신초가 발생하여 하
단이 번무하게 된다.
울타리식 수형으로 재배할 경우 주 결실지는 2~3년생 줄기이므로 지속적인 수량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3년생 줄기가 주 결실지가 되도록 관리 해야되며 결실이 끝난 3년
생 줄기는 당년 낙엽진 후 지표부위에서 절단하여 수관의 번무를 막는다.
한편 한주의 결실지 수는 2본(2년생 줄기 1본, 3년생 줄기1본)을 확보하고, 결실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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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는 매년 뿌리에서 발생하는 신초 중 1본씩
의 후보지(1년생 줄기)를 선발하여 양성하고 나머지
줄기는 발생초기에 절단하여야 후보지의 생육을 돕
는다.
한편 절단된 가지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제거하는
것이 좋으나 유인선을 감고 있어 분리가 어렵기 때
문에 그대로 두어도 다음해 부식에 의해 제거되므로

▲ 울타리식 전정방법

나무의 생장에 큰 지장은 없다.

2) 덕식 및 하우스형
이 수형은 줄기가 덕의 상단면에 이를 때까지인 정식 후 2~3년간은 울타리식 수형
과 생장 및 결실양상이 유사하다. 그러나 줄기가 상단에 이르러 수평신장을 하면서 발생
한 신초는 신장속도는 떨어지지만 절간이 짧아지고 가지 굵기가 굵어진다. 한편 최대 수
량에 도달하는 시기는 식재 후 5~6년 사이로 늦지만 울타리식 수형보다 수량이 많고 이
후 결실연수가 증가하여도 균일한 수량을 나타낸다. 이 수형의 수량증가 원인은 덕 윗면
에서 신장하는 줄기는 수평성장을 하기 때문에 정아 우세성이 억제되어 결실지가 충실하
고, 줄기가 틀의 덕 상면에 배치되어 줄기와 엽에 받는 광량이 많아져 암꽃이 증가한다.
개원 초기에는 포기당 2개의 줄기를 신장시켜 초기수량을 올리고 줄기가 덕면에 이르
면 한 줄기만을 남겨 덕 상면으로 유인한다. 덕 상면에 이른 원줄기에서는 다수의 1차 분
지가 발생하는데 그중 영양상태가 좋은 2개의 가지를 선택 주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배
치시키되 원줄기와 간격은 20cm내외로 배치하면 유인이 완료된다.
전정은 덕 상단의 수폭 조절을 위한 솎음과 뿌리에서 발생하는 신초 절단전정으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덕 상단면의 번무가 시작되는 시기는 정식 후 3~4년경이다. 상단 면 번
무의 기준은 엽 겹침이 5장 이상 되고 수폭이 수직으로 20cm가 넘는 시기이며 그 이전의
번무는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솎음정도는 번무가 심할 경우 원줄기를 포함한 3개의 줄기
중 2개를, 약할 경우에는 1개를 절단하되 전정 위치는 원 줄기 기단에서 눈 2~3개를 남
기고 절단한다. 절단부위에서는 새로운 신초가 발생하며 이 신초를 생장시켜 이듬해 결
실지로 대체시킴으로서 번무 조절과 해걸이 방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뿌리에서 발생한 신초는 개원 초기에는 발생즉시 제거하여 주지의 성장을 돕되,
덕이 완성되면 발생이 적고 성장도 느리기 때문에 상단 솎음 전정시 제거하면 된다.
한편 과원의 수령이 오래되어 수세가 약한 나무가 발생하면 새로운 줄기로 갱신하는 것
이 좋으며, 갱신기준은 줄기 표피의 부분적인 고사, 과실에 발생하는 화진의 증가,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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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왜화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나무이다.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경우 동일주 뿌리에서
발생하는 줄기 중 하나를 후보
지로 양성하여 새줄기가 결실
기에 이르게 되면 오래된 줄기

▲ 덕식의 주지유인 및 상단전정

를 제거한다.

시비량 및 시비방법
오미자의 생육시기별 양분흡수 양상은 5월 하순까지 질소량이 많을 경우 초기 낙과율
이 높아지고, 6월 상~7월 중순까지 양분이 부족할 경우 과립비대가 적고 다음해 숫꽃 발
생율이 높아 수량이 감소되며, 7월 하순 이후~수확기까지 착과량이 많을 경우 비절 현상
이 발생하여 착색이 불량해 진다. 3년생 주의 시비량은 10a당 질소 10kg, 인산 8kg, 칼
륨 8kg가 기준량이다.

본밭관리
1) 지주세우기
오미자는 덩굴성 식물로 50cm 정도 자라면 일조량 확보와 통풍을 위해 덩굴을 유인하
는 지주를 설치해야 한다.

2) 잡초방제
정식 후 물을 준 다음 흑색비닐 등으로 피복하면 수분유지도 잘 되고 잡초발생도 줄일
수 있다. 밭고랑에 발생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잡초생육기에 GAP 적용약제로 등
록이 되어 있는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 액제를 안전사용 지침대로 살포한다.
● 오미자 발생 일년생잡초 대상 GAP 적용약제 안전사용 지침
적용 잡초

약제명(품목명)

사용적기
및 방법

물 20ℓ당
사용약량

일년생잡초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
액제

잡초 생육기
밭고랑(휴간)
잡초 경엽처리
(비닐피복재배)

60㎖

1,000㎡(10a)당 사용량
약량

살포량

300㎖

10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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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과원인 및 대책
1) 기상요인
7~8월 과습, 일조부족, 강풍으로 식물체의 수분이 증발될 때 낙과율이 높아진다.

2) 토양조건
배수불량 토양, 건조한 토양, 산성토양에서 낙과율이 높다. 대책은 적지선정 및 석회를
시용 하여야 한다.

3) 미량요소 결핍
마그네슘 결핍 증상은 잎에 황갈색의 반점이 생기며 낙과가 되므로 고토석회
20kg/10a, 황산마그네슘 5~6kg/10a을 시용 한다. 붕소 결핍증상은 위축현상이 발생되
며 낙과가 심하므로 2~3년 주기로 붕사 3~4kg/10a를 시용 한다.

노후과원 갱신법
오미자는 과원조성 후 4~5년이 경과되면 과번무, 줄기의 노쇠로 인해 수량이 급격히
저하 된다.

1) 노후 양상
나무 세력이 약해져 익년 결실지 굵기가 2.5mm 이하, 개화시 암꽃 비율이 15% 이하,
부분적으로 주지 고사주가 발생 하고, 송이당 과립수가 10개 이하로 감소 될 때가 과원노
후의 판단기준이며, 기간이 경과 될수록 수량 감소가 심하기 때문에 빨리 갱신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중 갱신시기는 오미자 생육이 정지 되는 11월 이후부터 익년 2월 중순 사이
에 실시한다.

2) 갱신법
완전삭벌 후 솎음갱신법과 열간 윤벌갱신법이 있다. 완전삭벌 후 솎음 갱신법은 노
후 된 과원 전체를 지제부 10cm 상단부를 전정한 후 발생하는 신초 중에서 건전한 줄기
1~2개가 유지되도록 솎음 전정 한다. 이후 관리는 신규 과원조성 시와 동일하게 한다.
열간 윤번갱신법은 열을 홀수열과 짝수열로 구분하여 교호로 지상부 전체를 완전삭벌 갱
신법과 동일하게 삭벌하나 차이점은 솎음 전정을 하지 않고 지상부에서 발생하는 신초
전체를 결과지로 활용하며 3년 후 다시 전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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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갱신효과
갱신 당년에는 수확할 수 없으나 3년간 평균 수량은 갱신하지 않은 과원과 비교 하였을
때 2배 이상 증수 된다. 또한 건전한 결과지 생성으로 과실의 크기, 송이당 과실수가 증
가 되는 효과가 있다.

4. 병해충 방제
병
1) 점무늬병
가) 병징
잎과 잎자루에 주로 발생하는데 발생초기에는 갈색 소형반점을 형성하고 진전되면서 회
갈색의 원형 내지 부정형 병반으로 나타난다. 병은 하엽부터 상엽으로 진전되고 병반은 동
심윤문을 보이며, 오래된 병반에서는 흑색소립의 병포자가 밀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Phoma sp.에 의해서 발병되며 일반적으로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피해가 심한데 병원균
은 병자각의 형태로 월동하고 병포자를 형성하여 전염된다. 발병시기는 6월 초순부터이
나 최성기는 8월 하순~9월 순이다.

▲ 점무늬병 병징

▲ 점무늬병 병반의 확대 및 전반

다) 방제
수관이 번무하고 세력이 약한 포장과 과도한 결실이 이루어지는 과원에서 발생이 증가
하기 때문에 전정을 통한 번무억제와 적정량의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점무늬
병은 습한 환경에서 진전되며 햇빛이 나거나 장마철 비가림재배를 하면 병의 확산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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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킬 수 있다. GAP 적용 약제로는 피라클로스트로빈 유제, 펜뷰코나졸 액상수화제, 헥
사코나졸 수화제, 플루퀸코나졸·피리메타닐 액상수화제가 등록되어 있으며 안전사용 지
침에 의거 사용토록 한다.

2) 푸른 곰팡이병(열매부패병)
가) 병징
열매에 발생하는데 미숙과에서는 흰색의 균사가 발생하고 점차 푸른색의 분생포자가
많이 형성되며 이병된 열매는 후에 미이라상으로 부패한다.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병원균은 Penicillium sp.이며 주로 균사 형태로 이병부위와 토양에서 월동하고 분생포자
를 형성하여 주변으로 전염된다.

▲ 미숙과에 이병된 푸른곰팡이병

▲ 성숙과에서의 미이라상 부패

3) 흰가루병
가) 병징
잎과 열매에 발생하며 발병초기에는 흰색
소반점이 형성된 후 급속히 확산되어 진전
되며 나무전체에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
럼 보인다.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병원균은 Microsphaera schizandrae.이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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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건조할 경우 발병 및 확산이 잘 되며, 6월 중하순부터 발생하며 장마기를 전후하여 발
생이 심해진다.
다) 방제
식물체를 튼튼하게 관리하여 병에 대한 저항성을 키우도록 과원을 관리한다. 등록되어
있는 GAP 방제약제는 페나리몰 유제, 트리포린 유제, 바실루스서브틸리스와이1336 수
화제, 폴리옥신비 수용제가 있으며 발생 초기 농약 안전사용 지침에 의거 살포한다.

해충
1) 식나무깍지벌레
가) 형태
흰색 또는 회백색으로 암컷은 뒤쪽을 향해 부채모양으로 넓어진 둥근 모양이고 뽕나무
깍지벌레에 비해 방추형으로 약간 길다. 암컷(2.0~2.5mm)은 원반형이고, 다 자라면 1쌍
의 투명한 날개가 달린 성충이 되고 수컷은 길쭉한 모양으로 성충(0.6mm)은 등적색이다.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줄기, 잎, 과일에 부착하여 흡즙하며 발생이 많으면 수세가 약해지고 봄에는 발아가 지
연되는데 깍지가 많이 붙어있는 줄기와 가지는 밀납질의 가루를 뿌린 듯이 희게 보인다.
그늘지고 습한 곳에 많이 발생하여 고착생활을 하면서 피해를 주며 피해 받은 줄기의 잎
은 일찍 낙엽이 지며, 심하면 줄기 전체가 말라죽기도 한다. 5월 하순과 8월 상순이 알과
약충의 발생최성기이며, 부화한 약충은 가지나 줄기의 적당한 부분에 고착한다. 부화 후
에 탈피를 하며 밀납을 분비 하여 깍지를 형성하는데 2회 탈피를 하고 나서 번데기가 되
며, 6월에는 성충이 되어 알을 낳고 교미 후 수컷은 죽고 암컷은 월동한다.
다) 방제
묘목에 의해 전파가 많이 되므로 깍지벌레가 없는 묘목을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재
식거리를 유지하여 나무사이 이동을 억제하고, 농약만으로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천적
(무당벌레, 풀잠자리, 기생성 천적)등을 보호하여 밀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등록된
GAP 적용약제로는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아미트라즈·뷰프로페진 유제, 클로티아니
딘 입상수용제, 뷰프로페진·메톡시페노자이드 수화제가 있으며 약제 방제시 농약 침투
가 용이한 어린 약충 시기에 발생지점을 중점으로 안전사용지침에 의거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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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나무깍지벌레

▲ 식나무깍지벌레 발생과 피해증상

2) 총채벌레류
가) 형태
암컷성충은 1.4~1.7mm이며 황색으로부터 갈색까지 변이가 크고 약충은 담황색이다.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약충과 성충이 발생 부위를 갉아서 즙액을 흡수하므로 조직이 위축되고 변형된다. 오미
자에서는 주로 어린 열매 등 연약한 부위나 조직 틈에 서식하면서 가해를 하기 때문에 낮
은 밀도로 발생하더라도 신초 생육이 위축되고 열매가 불량해 지는 등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년 5~6회 이상 발생하는데 기주식물 종류 및 기상조건(온도)에 따라 불규칙하며
대체로 6월 하순과 8월 상중순에 많은 발생을 보이고, 성충은 30~70일간 생존하여 식물
체내에 수십~수백개의 알을 낳는다.
다) 방제
기주범위가 넓고 번식력도 높아 약제로 완전방제가 곤란하므로 물리적, 경종적, 화학적
방제를 잘 조화시켜야 효율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피해가 심한 포장의 경우 재식
시 비닐 멀칭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GAP 전용 약제는 없으나 오미자에 식나무깍지벌
레 방제용으로 등록된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클로티아니딘 입상수용제 등의 약제 이용
이 가능하다.

▲ 총채벌레에 의한 피해 의심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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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린재류
가) 형태
알락수염노린재,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등이 주요 발생 종으로 찔러서 빨아먹는 입 구
조를 가지고 있는 납작한 방패 모양의 해충이다. 알락수염노린재 성충은 10~15mm 정도
로 적갈색에서 황갈색 무늬를 띠며,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는 길이가 15~25mm 정도로
적갈색~흑갈색으로 변이가 심하다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가해 받은 잎은 초기에는 흰 점이 생기고 자라면서 상처가 구멍이 되며, 잎이 너덜너덜
해질 정도로 피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주로 어린 새순을 가해하지만 초기에는 피해증상
이 잘 관찰되지 않으며 심할 경우 식물체 전체의 생육도 위축된다. 노린재류는 식물체 표
면의 위, 아래로 빠르게 이동하며 잘 숨어 있다가 잎이 새로 나오는 부위에서 주로 가해
하며 년간 2~3회 발생하며 작물의 잔재물이나 주위 잡초 등에서 알로 월동한 후 다음해
4, 5월경부터 기주식물로 이동하여 피해를 준다.
다) 방제
주로 잡초와 노지 식물체에서 날아와 가해하기 때문에 방제적기를 놓치기 쉬우므로 초
봄부터 수시로 잎의 앞·뒷면을 살펴보면서 방제시기를 결정한다. 약제를 살포해도 인
근 식물체 등으로 숨어 있다가 일정 시간 후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약제 접촉이 쉽지 않
아 방제 효과가 낮으므로 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살포 횟수 및 간격을 조절하는 것이 중
요하다. 노린재류 전용 GAP 약제는 없으나 오미자에 식나무깍지벌레 방제용으로 등록된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클로티아니딘 입상수용제 등의 약제 이용이 가능하다.

▲ 썩덩나무노린재(좌), 알락수염노린재(우) 과실 흡즙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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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쥐나방
가) 형태
성충(34~45mm)은 갈색으로 앞날개에 황백색의 점무늬가 있다. 유충은 머리가 갈색이
고 몸은 우윳빛이며 몸 마디마디에 갈색의 작은 점무늬가 있다.

▲ 박쥐나방 성충과 유충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유충이 나무 줄기를 한바퀴 돌며 고리 모양으로 표피를 갉아먹은 후 침입구멍으로 배설
물을 내놓고 실로 철하여 놓아 나무에 반지를 끼워 놓은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으로 나무
의 지제부 근처를 식해하는데 양분이동이 불량하게 되어 수세가 약화되며, 쉽게 부러져
서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2년 1회 발생하며 첫 해는 알, 다음 해에는 유충으로 월동하는
데 토양에서 월동한 알은 봄에 부화하여 초기에는 주변 잡초 등에서 살다가 6월경에 기주
식물로 이동하여 피해를 주고, 나무속에서 유충으로 월동한 후 다음해 9~10월 성충이 된
다. 오미자에서는 주로 8~10월 사이에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데 주로 노숙가지를 중심으
로 가지를 뚫고 가해하여 피해가 발생한다.
다) 방제
방제적기는 잡초에서 기주식물로 이동하는 시기인 5월~6월 상순경이고, 주간부위에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여 통풍이 잘 되도록 하며, 피해가 발견되면 철사 등으로 유충을 찔
러 포살한다. 나무 밑동 등 주변부에 살충제를 살포하거나, 노숙가지 밑동 부분을 중심으
로 약제를 바르는 것도 효과적인데 오미자에 발생하는 톱니무늬애매미충 방제 약제로 등
록된 아세타미프리드수화제가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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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쥐나방 발생 피해 증상

● 오미자 발생 병해충 GAP 적용약제 안전사용 지침
대상
병해충

약제명(품목명)

사용적기
및 방법

처리시기

사용횟수

4,000배

수확 21일전까지

4회 이내

1,000배

수확 30일전까지 3회 이내

2,500배

수확 14일전까지

3회 이내

플루퀸코나졸·피리메타닐
액상수화제

1,000배

수확 21일전까지

3회 이내

피라클로스트로빈 입상수화제

3,000배

수확 7일전까지

3회 이내

아족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2,000배

수확 14일전까지

4회 이내

2,000배

수확 21일전까지

2회 이내

4,000배

수확 7일전까지

2회 이내

이미녹타딘트리알베실레이트·
티람 수화제

1,000배

수확 14일전까지

3회 이내

페나리몰 유제

3,000배

수확 7일전까지

3회 이내

1,000배

수확 14일전까지

3회 이내

800배

-

-

5,000배

수확 7일전까지

3회 이내

피라클로스트로빈 유제
펜뷰코나졸 액상수화제
점무늬병

탄저병

헥사코나졸 수화제

디페노코나졸·디티아논
입상수화제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입상수화제

트리포린 유제
흰가루병

안전사용 기준
희석배수

바실루스서브틸리스와이1336
수화제

폴리옥신비 수용제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발병초
7일간격
경엽처리

발병초
7일간격
경엽처리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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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병해충

약제명(품목명)

잿빛
곰팡이병

플루퀸코나졸·피리메타닐
액상수화제

희석배수

발병초
7일간격
경엽처리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아미트라즈·뷰프로페진 유제
식나무
깍지벌레

클로티아니딘 입상수용제

발생초기
경엽처리

뷰프로페진·메톡시페노자이드
수화제
검은점
애바구미
톱니무늬
애매미충

클로티아니딘 입제
비펜트린 입제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안전사용 기준

사용적기
및 방법

유충
발생초기
토양처리
발생초기
경엽처리

처리시기

사용횟수

1,000배

수확 21일전까지

3회 이내

2,000배

수확 14일전까지

3회 이내

1,000배

수확 21일전까지

3회 이내

2,000배

수확 14일전까지

3회 이내

1,000배

수확 14일전까지

3회 이내

3kg/10a

수확 40일전까지 1회 이내

6kg/10a

수확 40일전까지 1회 이내

2,000배

수확 14일전까지

3회 이내

5. 수확 및 수확후 관리
수확시기
개화 후 90일이 되면 과실이 연홍색으로 변하여 110일경에는 연적색을 나타내는데 이
시기에 수확된 과실을 건조하게 되면 종피색이 갈색이나 연적색의 상품성이 없는 과립이
대량 발생한다. 120~125일경에 이르면 과피는 적색으로 변하고 과립이 말랑거리기 시작
하는데, 과실을 이 시기에 수확한 것이 건물중이 가장 높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숙
기가 지난 과방과 과립이 탈락되어 수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과실은 성숙이 완료된 이후 기간이 경과 될수록 탈과량이 증가하며 수확 작업시 능률도
저하된다. 또한 건조를 위해 건조기를 이용할 경우 수분함량이 많으면 전기나 유류 소모
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낮아진 시기에 수확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하다. 이러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오미자는 개화 후 120~125일경에 수확하는 것이 적당하다. 10a당
평균 수량은 400~450kg 정도 이지만, 연생 및 그 해 기상상황에 따라 수량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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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수분이 많은 식물체를 건조할 경우 건조일수가 길어지며 부패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천
일 건조보다는 건조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건조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미자를 양건할 경우 15일 정도가 소요되고, 음건할 경우 25일 정도가 소요되며 24%
정도의 과립이 부패한다. 그러나 열풍건조기를 이용하여 40~60℃로 건조하여 수분함량
을 25℃ 이하로 감소시키는데는 24~72시간이면 건조할 수 있다.
한편, 열풍 건조시 유의할 점은 선반에 과실을 두텁게 층적하게 되면 건조시간이 과다
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건조기의 능력을 감안하여 쌓는 두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정온도가 높을 경우 상품율이 감소하므로 건조기 내부 온도 변화에 유의하여야 한다.

저장
건조된 오미자는 선홍색~적색을 나타내지만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과색이 흑갈색으
로 변하고 선명도가 떨어지며, 8개월 이상 장기 저장 시에는 곰팡이 발생이 시작되어 상
품성과 수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저장기간에 따라 적합한 조건이 요구된다.
건조 오미자의 적색은 안토시아닌의 발현 때문이며 산화에 의한 색소가 침적되면 적색
도가 감소한다. 적색도가 낮아지는 원인은 안토시니안 색소의 감소 때문이며, 그 변화폭
은 포장 재료와 저장조건에 따라 크게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표장재는 양파망이나 P.P마대가 미세한 공기의 유입은 이루어지나 안정된 포장재료이
다. 비닐의 두께는 0.05mm 정도가 적합하다. 투명비닐과 흑색비닐과의 차이는 없으며
잘 건조된 종실일 경우 창고에 보관시 4개월까지는 색상의 변화가 거의 없고 6개월까지
도 판매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색택유지가 가능하다.

저장 장소
1) 실내보관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고 난방에 따른 온도차가 심해 갈색화가 빠르게 진행된
다. 특히 양파망 등에 담아 저장할 경우 4개월이 경과하면 적색도가 건조 직후 보다 60%
내외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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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고보관
저장 초기(4개월까지)에 색도의 변화를 나타내나 이후 저장 8개월까지(5월말)는 변화가
극히 느리다. 그러나 이후 다시 빠르게 색도가 낮아진다. 저장 후 8개월까지는 저장이 가
능하다.

3) 냉장저장
저장 후 10개월까지 색도의 변화가 거의 없어 가장 이상적인 저장방법이다. 그러나 농
가에서 수확한 수량이 적고 기존의 다른 저장물량이 없을 경우 냉동기 가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입고전 가동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4) 저장용기
건조오미자를 상온에 저장하는 경우 수분흡수가 적고 부패발생율이 적은 크라프트용기
에 저장하면 6개월 이상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온저장의 경우는 용기별 차이
없이 6개월 이상 모두 저장이 가능하다.

6. 생약의 특성과 품질(KP)
생약의 특성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쉬잔드린(C24H32O7: 432.51), 고미신 A(C23H28O7:
416.46) 및 고미신 N(C23H28O6 : 400.47)의 합 0.7% 이상을 함유한다.
이 약은 열매로 고르지 않은 구형~납작한 구형이며 지름 약 6mm이다. 바깥면은 어두
운 붉은색~흑갈색을 띠며 주름이 있고 때로 흰 가루가 묻어 있다. 과육은 유연하고 씨는
1~2 개로 콩팥 모양이고, 길이 2~5mm이다. 씨의 바깥면은 광택이 있는 황갈색~어두
운 적갈색이며 등 쪽에는 봉선이 뚜렷하다. 이 약은 냄새가 거의 없으며 맛은 처음에 시
고 후에 떫으면서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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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순도시험
⊙ 이물
이 약은 열매꼭지와 그 밖의 이물이 1.0% 이상 섞여 있지 않다.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ppm 이하.
마) 엔드린 0.01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회분 :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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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

쇠무릎(우슬)

대

13
◀내수

확

식물명 : 쇠무릎(비름과 Amaranthaceae)
생약명 : 우슬(牛膝, Achyranthes Root)
학명 및 식물기원 : 쇠무릎 Achyranthes japonica Nakai 또는
우슬 (牛膝) Achyranthes bidentata Blume
이용부위 : 뿌리

1. 식물의 성상
재배식물의 성상
다년생 초본으로 50~60cm 정도로 곧게 자라며 줄기는
모난 사각형으로 녹자색에 백색 잔털이 나있고 마디에는 대
생(對生)하고 타원형 또는 도란형(倒卵形)으로 엽액(葉腋)에
서 가지가 발생하며 마디부위는 굵어 소의 무릎과 같은 형
태를 이루고 있다. 8~9월에 녹색꽃이 엽액과 수상화서(穗
狀花序)로 되며 종자는 광택이 있는 다갈색의 포과(胞果)로
타원형으로 9~10월에 여물고 뿌리의 외피는 황갈색이고 속
살은 황백색이다.

동속식물
우슬(牛膝)은 비름과(Amaranthaceae) 쇠무릎(Achyranthes japonica NAKAI.)의 뿌리를 기원
으로 하여 한국과 일본, 중국에 분포하며 한국, 일본(Achyranthes fauriei LEV. et VAN.)에서 재
배되고 중국의 회우슬(Achyranthes bidentata BL), 천우슬(川牛膝, Cyathula officinales KUAN),
산우슬(山牛膝, Achyrantes longifolia MAKIND) 과 같은 기원식물로 중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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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분 및 약리작용
주요 성분은 사포닌(saponin), 이노코스테로네(inokosteronne), 에크디손(ecdysone), 베타
시토스테롤(β-sitosterol), 감마아미노뷰트릭산(γ-Amino-butyric acid), 숙신산(succinic acid),
베타인(betain) 등이 함유되어 있다.
약리작용으로는 진통(鎭痛)작용, 자궁수축(子宮收縮)작용, 이뇨(利尿)작용, 진경(鎭痙)
작용, 혈압강하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재배환경
토양
토질은 토심이 깊고 물빠짐이 좋으며 습기가 비교적 잘 유지되는 사양토나 양토가 좋
다. 한편 진흙땅에서는 뿌리 뻗음이 좋지 않고 수확 후에 흙을 제거하는데 많은 노력이
든다.

기후
고랭지나 준고냉지에서는 겨울에 얼어 죽지만 중부이남지역에서는 월동하므로 온난 습
윤한 중남부의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다.

높은 두둑재배
두둑 너비를 90cm로 하
고 두둑 높이를 20cm 정도
로 높게 만들어 흑색비닐
피복이나 흑색부직포로 피
복하여 조간 30cm, 주간
10cm간격으로 4월 중하순
에 파종하고 복토는 1cm

▲ 노지 평휴재배

▲ 고휴 부직포 피복재배

깊이로 한다. 노지에서 이랑을 높이고 흑색부직포로 피복하여 1년 재배보다 2년 재배하면
종실량이 40~68%, 건근 수량이 11~20% 증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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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배법
번식
1) 번식방법
종자로 번식하며 직파하여 재배한다. 우슬 종자의 싹 틔우는 방법은 발아율을 높이기
위해 종자를 망사에 담아 흐르는 물에 1~2일간 침지한 다음 섭씨 4℃에서 15일간 저온냉
장 처리한 후, 섭씨 20℃에서 어두운 상태로 유지해 주면 발아율이 90％ 정도 된다.

2) 채종
1년생에서도 결실되나 채종량이 적고 종자가 충실
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채종포를 만들어 2~3년생에
서 충실한 종자를 채종한다. 개화 후 60일 정도 되면
천립중은 2.48g으로 무겁고 발아율이 79％로 가장
양호한 발아를 보여 완숙된 종자 비율이 높아 채종
량이 가장 많다. 잎이 누렇게 변하고 종자가 검게 익
었을 때 베어 말린 후 종자를 털어서 정선한다.
채종량을 늘리려 할 때는 종자가 여무는 순서대로 아래 부분부터 채종하는데 종자 손실
이 적은 낫을 이용한 인력 예취가 타당하며 사료용 볏짚절단기로 1회 탈곡할 경우 탈곡,
정선시간이 절감되며 종자 회수율이 높아 효과적인 방법이다.

침종 및 종자소독
종자는 겉이 검은 빛이고 광택이 없어야 좋으며 종자를 당목자루에 담아 파종 2~3일
전에 흐르는 물에 2~3시간 담근 후 약간 말려서 파종하거나 그늘에 약간 말려서 냉장고
(5℃)에 1~2주일 정도로 보관하여 파종하면 90% 이상 발아율이 향상된다. 발아적온은
20℃ 정도이다.

파종
1) 파종기
남부 지방에서 4월 상순, 중부지역에서 5월 상순에 직파재배하면 발아율이 높다. 흑색
비닐피복 시 비닐을 피복한 후 구멍을 뚫어서 파종하고 습기가 잘 유지되도록 젖은 톱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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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덮어준다. 제초노력이 절감되도록 볏짚을 덮
어 주었다가 땅위로 2/3 이상이 발아되면 볏짚을 걷
어준다.

2) 파종방법
씨앗을 뿌린 후 10~20일 내외가 되면 싹이 나온다. 파종량은 10a당 2~3kg 정도가 소
요된다. 점파를 할 경우에는 2kg, 조파를 할 경우에는 3kg이 소요된다. 인력 점파기를
이용하여 조간 20cm, 주간 5cm로 파종할 경우 파종노력 시간을 절감시키고 지상, 지하
부 생육이 양호하다. 호당 경지 규모가 협소하고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경사지에서 작
업하기에 적합한 파종방법이다. 이와 같이 우슬 재배시 밑거름을 뿌린 밭을 깊게 갈아
90~120cm 넓이의 두둑을 만들어서 잘 고른다. 알맞은 파종거리는 이랑사이 20~25cm
간격으로 종자를 줄뿌림한 다음 5cm 포기 사이에 1구멍당 2본 재배로 제초작업을 겸하
면서 고정시키면 수량과 소득도 올릴 수 있다.

3) 심경, 고휴재배
이랑 높이 및 경운심도가 낮을수록 부패주율도 높아져 경장, 주당 경엽중 등의 생육이
저조하다. 반면 이랑높이가 높고 경운심도가 깊을수록 지하부 생육에서 주근장, 상근중
비율 등이 증가하여 상품성이 양호한 안정적 생산에 유리하다.

거름주기
1) 시비량
10a당 질소 18kg, 인산 21kg, 칼륨 18kg과 퇴비 2,000kg을 시용하는데 밑거름으로 질
소와 칼륨은 60%(요소: 24kg, 염화가리: 18kg), 인산과 퇴비는 전량으로 밭 갈기 전에
뿌려주어 전층시비가 되도록 하며 웃거름으로는 6월 중순과 8월 중·하순에 요소 8kg과
염화가리 6kg씩 나누어 준다. 화학비료를 매년 시용재배하면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므로
시판되고 있는 유기질 비료인 혼합유박 퇴비와 마이티소일 퇴비를 10a당 600kg 정도 뿌
려주면 지력이 증진되고 뿌리가 비대되어 품질이 향상되어 뿌리의 수량증수와 소득도 올
린다.
경운하기 전에 부숙이 잘 된 혼합 유박 퇴비를 600kg 시용하고 화학 비료는 밑거름으
로 질소 4kg, 인산 4kg, 칼륨 4kg 살포, 질소 1kg, 칼륨 2kg/10a씩 2회 추비를 시용하
고 시비방법은 표준비 전량 시용에 비해 표준비, 유기질 비료를 1년차에 퇴비, P2O5 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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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로 하고 N·K2O를 기·추비는 40%(4월 중순), 60%(7월 중, 8월 중순 2회) 분시하고
2년차에 1차 추비(퇴비, P2O5, N·K2O 40%, 3월 상순), 2차·3차 추비 (N·K2O 60% : 5월
중순, 7월 중순 2회)시용하면 종실량이 1.2~1.5배, 건근 수량이 3~9% 증대된다.

2) 적정 토성
양토재배에서 경장, 분지수, 주근장, 상근중 비율, 건근중 등 지상, 지하부의 생육량이
증가되고 경엽과 근의 에크디스테로이드(Ecdysteroids) 성분 함량은 양토＞식양토＞사양
토 순으로 높은 약효 성분 함량을 보여 품질도 향상되어 작물이 생육하기 적합한 토성이
다.

3) 생육시기와 재배년수
재배 년수가 경과하고, 생육시기가 늦어질수록 주근장 및 상근중 비율 등이 향상되고
건근 수량이 증대되어 2년 재배, 11월 중순에 수확하면 안정적인 생산에 유리하고 상품성
도 향상된다.

4) 지역별 생육특성 및 성분변이
충남 금산, 충북 청원, 경기 화성, 연천 등 중북부 지역보다 전남 진도, 장흥지역과 제
주 남제주 및 경남 삼천포 등의 남부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재배지보다 자생지에서 생육
하기에 적합한 환경조건으로 인해 지상 및 지하부 생장을 촉진시켜 안전 생산에 유리하
게 함은 물론 지역별 근의 에크디스테로이드 함량도 높아진다.

제초 및 본밭관리
파종 후 2~3주일 내외가 되면 출현하고 여러 개가 모여 난 곳은 생육상태가 좋은 것이
므로 5~10cm의 포기사이에 1구멍당 2본만 남기고 솎음질을 하면서 제초작업을 한다. 고
시된 제초제는 없으므로 토양처리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7월 중·하순에(꽃피기 직
전) 원줄기 꼭대기에서 30cm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면 종자생산으로 인한 영양 손실을 억
제하고 도복피해를 방지하여 뿌리의 발육이 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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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해충 방제
병해
1) 잎썩음병
출현시부터 발생하는 병으로 초기에 잎이 자색으로 변하고 본엽이 올라오기 전에 잘록
해지면서 죽는다. 병원균은 Rhizoctonia solani Kühn이며 파종시 건전한 종자를 사용하고
윤작을 한다.

2) 점무늬병
잎에 갈색의 원형반점이 형성되고, 병반의 가장자리는 적갈색을 띠며 진전되면 병반이
융합하여 커지고 부정형으로 확대된다. 병원균은 Alternaria sp. 및 Phoma sp.이며 5월 상
순에 발생하여 여름철 장마기에 발생이 심하다. 발병이 심할 경우 15~20%정도 피해가
발생하며 윤작을 통해 피해를 줄인다.

3) 갈색점무늬병
잎에 갈색의 점무늬를 형성하며 병반의 가장자리는 짙은 암갈색을 띤다. 병이 진전되면
병반이 부정형으로 확대되고 잎이 마른다. 심하면 가지에도 발생하고 마름증상을 나타낸
다. 병원균은 Pestalotia paeonicola이며 병든 부위에서 균사 혹은 분생포자의 형태로 월동하
여 비바람에 의하여 분생 포자가 흩날려 전염되며 여름철 고온 장마기에 발생이 심하다.
방제법은 점무늬병에 준한다.

4) 흰가루병
잎, 잎자루, 줄기에 발생한다. 잎의 표면과 뒷면에는 흰가루 모양의 분생포자가 점무늬
로 나타나 점점 불규칙한 모양으로 변한다. 증세가 더욱 심해지면 식물체 전체가 하얗게
보이며, 광합성작용이 불량하고 병든 잎은 생기를 잃고 일찍 떨어지기도 한다. 병원균은
Erysiphe psi Dc.이며 병든 잎은 일찍 따서 태우고, 식물체 사이가 통풍이 잘되도록 하며 질
소질 비료를 과용하지 않도록 한다.

5) 검은뿌리썩음병
7월 하순부터 9월 상순 고온 다습할 때 발생되며, 뿌리의 피층부가 검게 변색되어 마
른 상태로 썩으며 줄기의 지제부위에도 감염되어 썩는다. 병든 식물은 생육이 나쁘고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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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렇게 변하여 일주일정도 지나면 완전히 말라 죽게 된다. 토양전염성병으로 병원균
은 Cylindrocarpon destructans이며 이어짓기를 하지 말고 돌려짓기를 하며, 질소 비료를 과
용하지 말고 배수를 철저히 하고, 퇴비를 많이 주어 토양유용 미생물의 수를 증가시켜 준
다. 발병된 포기는 빨리 뽑아서 태워 버린다.

충해
1) 진딧물
연간 10회 이상 발생하며 알로
월동하고 4월경부터 발생이 시작
되어 5~6월과 9~10월에 피해가
크다. 분비물은 그을음병을 유발한
다. 4~6월에 발생이 많고 비가 적
은 해에 발생이 많다.

2) 달팽이
돌발적으로 수시 발생하는 폭식
성 해충으로 잎을 갉아먹거나 생장
점을 가해한다.

3) 응애
3월 하순부터 시작하여 6~7월이 최성기에 달하며 8월에는 일시 감소되나 9~10월에
다시 증가한다. 주로 잎에 기생하며 수액을 흡즙함으로 피해 잎은 황록색이 되고 심하면
백화로 낙엽된다.

4) 앞노랑무늬들명나방
Herpetogramma rudis(Warren)로
유충이 실을 내어 말아 묶고 그 속
에서 식해한다. 피해가 심하면 엽
맥만 남는다.
앞날개 길이는 12~13mm 정도
이며 어두운 황갈색이고 바깥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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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선이 밖으로 크게 굽어져 있다. 숫컷 성충의 더듬이에 있는 미모는 짧으며, 암컷 성충
의 더듬이는 실모양이다. 암컷의 내횡선 안쪽과 외횡선 바깥쪽은 담황색을 띠고 앞날개
의 횡색 무늬는 뚜렷하다. 유충은 20mm 정도로서 머리가 진한 갈색이며 몸은 광택이 있
는 유백색이다. 성충은 5~6월과 9~10월에 채집되며 한국, 일본, 중국에 분포한다.

5.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수확시기 및 방법
수확적기는 잎이 황갈색으로 변하여 지상부 생육이 정지된 때인 10월 하순에서 11월 상
순까지이며 수확하기 전에 줄기를 20cm 정도만 남기고 자른 후 쇠스랑이나 삽으로 수확
하거나 트랙터 부착용 다목적 수확기를 이용하여 굴취(堀取)하면 노동력 절감효과가 있
다. 건근 수량은 10a당 250~280kg 정도 이다.

건조 조제
수확기로 굴취한 뿌리를 현지 또는 집에 운반하여 뿌리의 뇌두인 지제부를 자르고 물
에 깨끗이 세척한 다음 햇볕에서 자연 건조로 6~9일 정도 천일건조 하거나 저온 냉풍 건
조기를 이용하여 말린다. 건조는 열풍 건조기와 가스벌크 건조기 모두 1차(세척 후) + 2
차(절단 후)건조 방법의 45℃에서 9.8~13.8시간 소요되었다. 건조된 뿌리의 색도는 가장
낮아 양호하였다. 잘 말리지 않고 보관하면 곰팡이가 일어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재차 조
제하여야 되므로 굵은 부분이 뚝 부러지는 상태까지 건조시킨다.

저장 및 유통
건조한 뿌리는 저장기간의 증가에 따라 공기와 수분의 노출이 덜한 PP 포장보다 PE 포
장처리가 안정된 색도를 유지하고 저장 6개월 저장조건에서 저온저장이 실내 상온저장보
다 안정된 색도를 장기간 유지된다. 굵은 부분이 뚝 부러지는 상태까지 충분히 말린 약재
는 비닐봉지 또는 PP포대에 넣어서 서늘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한다. 잘 말린
다음 뿌리를 간추려 묶어서 완전히 건조시켜 다발로 만들어 포장하여 출하하면 시세에
맞춰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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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풍건조기

▲ 건조기 내부

▲ 저장재료별 저장시험

6. 생약의 특성과 품질(KP)
생약의 특징
1) 쇠무릎
이 약은 뿌리로 원기둥모양의 원뿌리에 가늘고 긴 측근이 많이 붙어있으며 길이
5~20cm, 자름 3~5mm이다. 뿌리의 윗부분에는 줄기가 짤막하게 남아있다. 바깥면은
회색빛을 띤 노란색~연한 노란색이다. 질은 단단하나 쉽게 꺾이며 꺾인 면은 각질이고
황백색~황갈색이다. 이 약은 약간 특유한 냄새가 있고 맛은 약간 달며 점성이 있다.

2) 우슬 (牛膝)
이 약은 뿌리로 가늘고 긴 원기둥모양이고 약간 구부러졌으며, 상단은 약간 굵고, 하단
은 비교적 가늘며, 길이 15~50cm, 지름 0.4~1cm이다. 바깥면은 회황색~황갈색이며
여러 개의 세로주름과 드문드문 곁뿌리 자국이 있다. 질은 단단하면서 취약하고 절단하
기 쉽고 물에 불리면 유연하게 된다. 꺾인 면은 평탄하고 황갈색이며, 대략 각질상이면서
매끈거린다.
이 약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볼 때 코르크층은 여러 열의 코르크세포로 되어있다. 피
부는 좁다. 중심주는 뿌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여러 개의 유관속이 2~4 개의 바퀴를
이루어 단속적으로 배열하는 이상유관속을 이루고 있다. 가장
바깥 바퀴에 있는 유관속은 비교적 작고, 안쪽 셋째 바퀴에
있는 유관속이 비교적 크다. 목부는 도관 및 목부섬유로 이루
어져 있고 도관은 목화되었거나 약간 목화되었으며 도관 속에
는 침적물이 들어있는 것도 있다. 목부섬유는 약간 목화되어
있다. 소수의 유세포에는 옥살산칼슘 사정이 들어있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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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정상유관속이 있고 초생목부는 이원형(二原形)이다. 이 약은 냄새가 거의 없고 맛은
약간 달며 점액성이다.

품질
순도시험
⊙ 이물
가) 줄기 이 약은 줄기가 5.0% 이상 섞여 있지 않다.
나) 그 밖의 이물 이 약은 줄기 이외의 이물이 1.0% 이상 섞여 있지 않다.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7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ppm 이하.
마) 엔도설판 (α,β-엔도설판 및 엔도설판설페이트의 합) 0.2ppm 이하.
바) 엔드린 0.01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건조감량 : 17.0% 이하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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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

지치(자근)

대

14
◀내수

확

식물명 : 지치(지치과 Boraginaceae)
생약명 : 자근(紫根, Lithospermum Root)
학명 및 기원식물 : 지치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et Zuccarini,
신강자초 (新疆紫草) Arnebia euchroma Johnst. 또는
내몽자초(內蒙紫草) Arnebia guttata Bunge
이용부위 : 뿌리

1. 식물의 성상
식물의 형태

지치는 초장이 40~80cm 정도로 생육이 왕성하면 1m에 달한다. 줄기는 직립하여 분지
가 많이 발생하며 2년생에서는 한 주에서 줄기가 2~5개 정도로 나온다. 줄기 전체에 굵
고 단단한 털이 있다. 잎은 어긋나며 자루는 없다. 잎몸은 긴 원모양의 피침형으로 길이
는 약 6cm이고 너비는 약 1.3cm이며 끝은 뾰족하다. 기부는 쐐기모양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여 양면이 거친 잔털로 덮여 있다. 취산화서는 총상 화서모양으로 정생한다. 꽃은
6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하여 8월까지 개화한다. 꽃의 직경이 4mm 정도로 백색이며 양성
화이다. 꽃떡잎은 잎모양으로 양면에 굵은 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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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받침은 짧은 원통모양이며 5개로 깊게 갈라지고 열편은 점차 뾰족해진 모양이다. 꽃
부리는 백색이고 꽃부리관은 짧으며 끝은 5개로 갈라지고 목부위에 5개의 비늘모양의 부
속체가 있으며 기부에는 털 모양으로 된 것이 있다.
수술은 5개로 꽃부리관 중간 정도에 착생하며 꽃실은 짧거나 없다. 씨방은 위에 있고 4
개로 깊게 갈라졌으며 암술대는 실모양이고 암술머리가 구형이며 얕게 갈라진다. 종자는
7월부터 결실이 되어 수확기까지 맺힌다. 형태는 둥근 달걀모양으로 옅은 갈색이며 한 꼬
투리에 2~4개의 종자가 결실된다.
뿌리는 직근성으로 원기둥 모양이며 약간 구부러졌으며 대개 분지하며 겉껍질은 어두
운 적자색이다.

동속식물
지치(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et Zuccarini), 신강자초(新疆紫草, Arnebia
euchroma Johnst.), 또는 내몽자초(內蒙紫草, Arnebia guttata Bunge)가 자근으로 이용된다.

주요성분 및 약리작용
주요 성분은 아세틸시코닌(acetylshikonin), 시코닌(shikonin), 알카난(alkannan), 아이소
뷰트릴 시코닌(isobutyryl- shikonin) 등이 함유되어 있다.
약리작용은 양혈(凉血), 활혈(活血), 해독(解毒), 개선(疥癬), 익기(益氣), 청열(淸熱), 항
균(抗菌), 강심(强心), 항염증(抗炎症), 항종양(抗腫瘍)작용 등을 한다.

2. 재배환경
지치는 산간지역 야산지대의 침엽수림 아래 반그늘에
서 자생하고 추위에는 잘 견디지만 고온다습에 약하여 장
마철 습해로 인해 병에 걸리기 쉽다. 토심이 깊고 물이
잘 빠지는 경사지에서 잘 자란다. 식양토나 일반 토양에
서도 유묘기에서 생육 중기까지는 잘 자라지만 장마기 이
후에는 병해 발생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대부분 고사하게
되어 2년 이상 재배가 어렵다.
따라서 지치는 반드시 알맞은 토양과 재배환경이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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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 재배해야 2년 이상 생육이 가능하고 품질 좋은 지치 뿌리를 생산 할 수 있다.
지치재배시 주근의 길이나 건근중과 굵은 뿌리의 비율인 상근중 비율은 사양토보다 양
토나 식양토에서 좋다.
토양산도 pH 5.0~6.0에서 봄철에 새싹이 움터 나오는 재생율이 높으며 전반적으로 생
육이 왕성하여 수량도 pH 7.0~8.0 보다 높다. 또한 pH가 높을수록 뿌리썩음병의 발생
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알카리성 토양보다는 pH 5.0~6.0의 약산성토양이 지치
재배지로 적합하다.

3. 재배기술
파종
지치는 종자로 번식하는 식물로 주로 봄에 파종하는데 4월 중순부터 5월 상순까지 파
종한다. 종자 소요량은 1~2kg/10a 정도가 필요하며 직파를 하는 것이 출아율이 높은데
육묘이식도 가능하다. 파종하기 전에 흑색 비닐을 피복하여 재배하는 것이 근장 및 근경
이 길고 근중이 양호하여 수량이 증수된다.

1) 비가림 재배시 적정 파종기
4월 상·중순 파종시 입모율은
96~98%로 가장 높고 경장, 주당 분
지수 및 건경엽중 생육이 양호하지
만 만파구인 5월 초순 파종시 지상부
생육량이 다소 저하되며 파종 후 60
일경에 무한 화서로 개화하는 특성
과 6월 하순부터 결실하는 생육패턴
을 가진다.
개체당 분지 엽면적 증가로 지하부
생육을 촉진시켜 생식 생장기에 동화물질이 상부에서 하부로 전류되는 생리적인 현상으
로 판단되는데 고온다습 조건 등으로 인해 뿌리 썩음증상이 96~98%로 가장 심하게 발생
하여 수확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7월 상순 이후에 파종시기를 변동함이 적정하다. 그리고
7월 중순(2차) 파종기간 생육은 7월 18일 > 7월 27일 > 8월 5일 > 8월 17일 파종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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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파할수록 재생율이 높고 7월 중, 하순 파종에서 경장과 주당 건경엽중 등의 지상, 지하
부의 생장량이 양호하며 병해발생도 13~16%로 적어 10a당 건근수량은 121~156kg으로
가장 증수된 반면에 파종기가 늦어질수록 수량이 감소한다.

재식밀도
재식밀도는 줄 사이 30cm에 포기사이 10cm가 가장 적합하다.

고휴재배
뿌리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약용작물은 습해에 약한데, 특히 지치는 다른 작물보다 더
습해에 약하므로 고휴 재배를 해야 한다. 고휴 재배를 하게 되면 입모 확보도 평휴 재배
보다 유리하고 뿌리의 품질은 물론 수량을 증수시킨다.

1) 알맞는 작휴방법
지치 장대근 안정생산을 위해 고휴(60cm) 비닐피복 재배로 할 경우 평휴 재배에 비해
재생율이 12％ 높으며 뿌리썩음병 발생은 50% 적어서 경장 및 생경엽중 등 지상부 생육
량 증가로 인해 주근장, 상근비 등의 근부 생장이 촉진되고 전체적인 개체 생육량을 양호
하게 한다.

2) 뿌리썩음 경감대책
야생지치를 재배하는데 가장 큰 장해요인은 뿌리 썩음증상이다. 뿌리썩음 발생율은 봄
(4월) 파종재배에서 93~98%, 여름(6, 7월) 파종하여 익년 6월 수확할 경우 평휴재배에
서 30~60%로 높지만, 고휴재배에서 13%, 고휴비닐피복재배에서 10%, 차광재배에서
11~20% 적어진다.

시비
시비량이 많으면 뿌리의 생장은 빠르지만 2년째 생존율이 저하되고 품질이 저하된다.
시비량은 파종하기전 기비는 성분량으로 질소 16kg, 인산 7kg, 칼륨 12kg을 시용한다.
질소 비료를 너무 과다하게 주면 지상부 생육이 과번무하여 장마기에 도복의 우려가 있
으므로 재배지역의 토양에 맞게 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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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방법
피복재료별 지치생육은 부직포재배와 흑색비닐피복재배가 무피복재배에 비해 지상부
생장량이 증가하며 병해도 18~29% 적게 발생하여 건근수량은 무피복(88kg/10a) 대비
흑색 부직포재배가 23％, 흑색피복 재배가 17％ 증수된다.

비가림 시기 및 차광정도
6월 중순 비가림, 35% 차광재배시 여름철 고온기 하고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경감된
다. 경장, 건경엽중, 주근장, 상근중 비율 등 생장량이 증대하였고 엽록소 함량도 51
SPAD값으로 생육이 양호하여 병해도 11%로 적게 발생되어 건근중이 6월 중순, 무차광
(98kg/10a)대비 28% 증수로 효과적이다.

본밭 관리
출아 후 초장이 5~6cm 경에 솎음작업을 한다. 발아 후에 강우로 인하여 잎 뒷면에 흙
이 붙는 것을 방지하고 여름에 고온피해를 막기 위해 피복을 한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비가림을 해주어 습해 피해는 물론 물로 전염되는 병해도 방지해
주어야 한다. 비가림을 설치할 경우 통풍이 잘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4. 병해충 방제
지치에 발생하는 병원균은 잘록병(Rhizoctonia solani,
Fusarium sp., Pythium sp.)이 출아 후 유묘기부터 발병되는
데 발병율이 30~80%로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병
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는 파종하기 전에 종자소독부터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치의 잘록병에 적용되는 품목고
시된 농약은 없는 상태이다. 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는 토양소독을 해야 되고 배수를 철저히 하며 비가림 재
배를 하여 병발생을 최소화해야 된다. 가장 좋은 방법으
로는 작물이 전혀 재배되지 않았던 야산의 경사지를 활
용하여 자생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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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썩음병(Rhizoctonia solani)은 발병율이 30~90% 정도 발생되어 피해가 크다. GAP 적
용 약제로 헥사코나졸 액상수화제, 펜사이큐론 액상수화제 티플루자마이드 액상수화제가
등록되어 있다.
점무늬병(Phoma sp.)의 방제 약제로는 헥사코나졸 액상수화제, 폴리옥신디 수화제, 시
메코나졸 수화제가 있으며 농약 안전사용지침에 따라 발병초기 살포한다. 이 외에도 바
이러스병이 생육기 전반에 걸쳐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 점무늬병 초기 병징

▲ 점무늬병 병반의 확대

▲ 점무늬병, 잎썩음병에 의한 지상부 고사

▲ 점무늬병균 병자각

● 지치 발생 병해충 GAP 적용약제 안전사용 지침
대상
병해충

약제명(품목명)

사용적기
및 방법

헥사코나졸 액상수화제
점무늬병

폴리옥신디 수화제
시메코나졸 수화제
헥사코나졸 액상수화제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희석배수

안전사용 기준
처리시기

사용횟수

2,000배

수확 14일전까지

3회 이내

1,000배

수확 21일전까지

3회 이내

2,000배

수확 14일전까지

3회 이내

2,000배

수확 21일전까지

4회 이내

2,000배

수확 20일전까지

3회 이내

잎썩음병
펜사이큐론 액상수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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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병해충

잎썩음병

약제명(품목명)

사용적기
및 방법

희석배수

티플루자마이드 액상수화제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2,000배

안전사용 기준
처리시기

사용횟수

수확 21일전까지

4회 이내

5. 수확 및 조제
지치는 파종 후 2년째 가을이나 혹은 3년째 봄에 수확하는데 가을 수확은 지상부가 고
사하고 땅이 얼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뿌리 수량이 증수된다. 수확한 뿌리는 껍질에 색소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척을 한다. 세척한 뿌리는 통풍이 양호한 곳에
서 음건한다. 양건하거나 고온에서 건조하는 것은 색소나 약리 성분에 좋지 않다. 건조
도중에 뿌리에 붙어 있는 흙을 털고 조제한다. 수량은 10a당 150~180kg이다.

6. 생약의 특성과 품질(KP)
생약의 특성
이 약은 지치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et Zuccarini, 신강자초 (新疆紫草) Arnebia
euchroma Johnst. 또는 내몽자초 (內蒙紫草) Arnebia guttata Bunge (지치과 Boraginaceae)의
뿌리이다.

1) 지치
뿌리는 약간 가늘고 긴 방추형으로 간혹 분지되어 있고 길이 6~10cm, 지름 5~15mm
이다. 바깥면은 어두운 자색~자갈색을 띠고 피부는 거칠고 얇게 벗겨지기 쉽다. 대부분
꼬인 깊은 세로 홈이 있고 때로 목부까지 이른다.
근두에는 때로 줄기의 잔경이 붙어 있다. 꺾어지기 쉽고 꺾인 면은 입상이며 빈틈이 많
다. 횡단면을 확대경으로 볼 때 피부의 바깥쪽은 어두운 자색을 띠고 안쪽의 연한 갈색
부분은 불규칙하게 배열되고 목부는 황색에 가깝다. 근두부의 중앙은 때로 빈틈이 있고
그 주변은 적자색을 띤다. 특유한 냄새가 약간 있고 맛은 조금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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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강자초 (新疆紫草)
뿌리는 고르지 않은 긴 원주형이고 대부분은 비틀어져 있으며 길이 7~20cm, 지름
10~25mm이다. 바깥면은 적자색~자갈색이고 피부는 성글며 막대기형 조각 모양이고
보통 10여 층이 중첩되어 있으며 쉽게 떨어진다. 맨 끝에는 분지된 줄기자국이 보일 때가
있다. 질은 성글고 연하며 가볍다. 횡단면을 확대경으로 볼 때 깔끔하지 않고 목부는 비
교적 작으며 황백색~황색이다. 특유한 냄새가 있고 맛은 약간 쓰고 떫다.

3) 내몽자초 (內蒙紫草)
뿌리는 원추형~원주형이고 비틀어져 있으며 길이 6~20cm, 지름 15~40mm이다. 근
두부는 대개 크고 맨 끝에는 줄기가 하나 또는 여러 개가 있으며 짧고 딱딱한 털이 덮여
있다. 바깥면은 적자색 또는 어두운 자색이고 피부는 대개 얇으며 보통 여러 층이 서로
중첩되어 있고 쉽게 떨어진다. 질은 딱딱하면서 무르고 쉽게 잘라진다. 횡단면을 확대경
으로 볼 때 비교적 깔끔하고 피부는 적자색이며 목부는 비교적 작고 황백색이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있고 맛은 떫다.

품질
순도시험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ppm 이하.

마) 엔드린 0.01ppm 이하.

바) 티플루자마이드 1.0ppm 이하.
사) 펜시쿠론 1.0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아) 헥사코나졸 0.2ppm 이하.

⊙ 회분 : 11.0% 이하.

⊙ 산불용성 회분 : 3.5% 이하 ⊙ 저장법 :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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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약용

지황

대

15
◀내수

확

식물명 : 지황(현삼과 Scrophulariaceae)
생약명 : 지황(地黃, Rehmannia Root)
학명 및 식물기원 : Rehmannia glutinosa (Gaertn.) Libosch. ex Steud.
이용부위 : 뿌리줄기

1. 식물의 성상
재배식물의 성상
현삼과의 다년생 초본으로 초장은 20~30cm 가량이다. 근생엽은 모여 나며, 줄기와 잎
은 어긋나고 잎자루가 있으며, 잎은 장타원형으로 가장자리에 거친 톱니가 있다. 꽃은 엷
은 홍자색으로 6~7월에 피며 총상화서로 화관은 종상의 비스듬한 순형으로 5열로 갈라
져 있다. 꽃에는 부드러운 흰색털이 있고 수술은 4개, 암술은 1개이다. 꽃밥은 농자색이
고 암술머리는 담녹황색이며 그 가운데는 깊게 주름진 널판모양을 하고 있다. 씨방은 중
앙에 위치하며 결실하지 않는다.
뿌리줄기는 길이가 30cm에 이르고 줄기와 잎이 나온 바로 밑 부위는 가늘며, 밑으로
들어갈수록 굵어지고 끝부분은 다시 가늘어진다. 색깔은 담황, 진황, 적황 등의 종류가
있고 횡단면의 바깥부분은 담황백색이고 속은 유백색이다.

동속식물
지황은 외래식물로 우리나라에는 근연식물이 없으며, 나라에 따라 분류상의 차이가 있
다. 중국약전에는 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 일본약국방에서는 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 또는 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 var. purpurea Makino를 원식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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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품종의 특성
1) 지황1호
1993년 중국 북경의 약용식물자원개발연구소에서 도입한 중국종(IT No. 93-135)을 영
양계 선발하여 1995년에 육성한 다수성 품종이다.
재래종보다 잎은 연한 녹색이고 광엽이며 꽃잎은 연분홍색이다. 뿌리줄기의 껍질색은
재래종보다 옅은 황색이며 육색도 흰색에 가깝다. 재래종에 비하여 개화기가 18일 정도
가 빠르고, 잎너비가 넓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뿌리줄기(근경)가 재래종 보다 현저
히 굵고 주당근중도 재래종 보다 월등히 무겁다. 병해에 있어 시들음병과 점무늬병은 지
황1호가 재래종보다 다소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뿌리줄기썩음병 이병정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황의 주성분인 Catalpol 함량은 0.56%로 재래종 0.71%에 비하여 다소 적었으나,
80% 메탄올 엑스함량은 70.4%로 재래종보다 다소 높고, 총당 함량은 2.5%로 재래종
1.7%보다 약간 높았다.

2) 대경지황
1995년 도입집단에서 영양계선발을 통해 2002년에 육성한 품종으로 내습성에 강하면
서 다수성이다. 고려지황보다 잎이 연녹색이고, 꽃도 연한 홍색이며 뿌리표피도 연황색
을 띠고 있다. 개화기가 고려지황보다 늦은 반면 지상부 생육이 왕성하고 뿌리줄기가 굵
고 포기당 뿌리줄기 무게가 무겁다.

3) 고려지황
1999년도에 재래종에서 영양계선발로 육성하였다. 초세가 곧고, 꽃대 발생율이 낮으
며, 굵은 뿌리줄기가 많고, 유효성분 함량이 높으며 숙지황 가공수율도 높다. 특히 뿌리
썩음병과 점무늬병에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4) 토강
2009년도에 육성한 품종으로 생육 후기 잎은 반직립형으로 잎모양은 좁은 장타원형이
다. 뿌리 형태는 가는 방추형으로 담황색이다. 수량이 많고 시들음병에 비교적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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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강
2010년도에 육성한 품종으로 잎은 좁은장타원형이며 잎이 길고 엽수가 많다. 화색은
분홍, 뿌리색은 담황색, 뿌리모양은 가는 방추형이다. 지황1호(대조품종)보다 잎이 많고,
뿌리가 가늘며 근수가 많다. 뿌리썩음병에 비교적 강하며 수량이 많다.

6) 원강
2011년도에 육성한 품종으로 잎은 타원형이며, 잎 크기가 작다. 생육후기 신엽의 안토
시아닌 색소 정도는 약하다. 뿌리의 표피는 담황색이며 심부는 연황색, 뿌리모양은 방추
형이다. 뿌리썩음병, 시들음병에 비교적 강하며 수량이 많다.

7) 연강
2012년도에 육성한 품종으로 엽형은 타원형, 엽색은 연자색, 화색은 분홍색, 종피색은
농갈색이다. 뿌리모양은 방추형으로 근피색은 농황색, 근육색은 연황색으로서 대비품종
지황1호에 비해 소비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색깔이다. 뿌리썩음병, 시들음에 비교적 강하
며 수량이 많다.

8) 황강
2013년도에 육성한 품종으로 잎은 타원형이며, 잎 크기가 작고 잎 가장자리 톱니 발달
이 적다. 생육후기 엽색은 연녹색으로 대조품종보다 안토시아닌 색소발현이 적다. 화색
은 분홍, 뿌리 표피색은 황색, 뿌리모양은 방추형이다. 지황 1호(대비품종)보다 잎이 작
고, 뿌리가 굵으며, 근수가 많고, 뿌리썩음병에 비교적 강하며 수량이 많다.

주요 성분과 효능
주요 성분은 베타시토스테롤(ß-Sitosterol), 만니톨(mannitol), 카탈폴(catalpol), 스티마
스테놀(stimastenol), 캄페스테롤(camphesterol), 레마닌(rehmannin), 알칼로이드(alkaloids),
지방산(fatty acid), 글루코스(glucose), 비타민A 등을 함유하고 있다.
약리 작용은 혈당저하, 혈관을 확장, 수축하는 작용이 있으며, 혈액응고(血液凝固)를
촉진하고, 강심(强心), 이뇨(利尿), 혈당강하(血糖降下), 청열(淸熱), 소갈(消渴) 등 증상
에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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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배환경
토양
유기물 함량이 많고 표토 밑에 자갈이나 단단한 흙이 받쳐 있어 물 빠짐이 좋은 사양토
또는 식양토가 좋다. 물 빠짐(排水)이 잘되지 않는 곳에서는 뿌리썩음병 발생이 많아진
다. 토양의 중금속함량이 농경지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관수원
은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기후
비교적 온난하고 햇빛이 잘 들며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적지이다. 출아적온은 18~25℃
이며, 이 때의 출아소요 일수는 18~25일이다.

3. 재배법
번식
1) 뿌리줄기번식
번식용으로 사용할 뿌리줄기는 선단과 꼬리부분을
잘라낸 후 직경 6mm, 길이 1~2cm의 크기로 나누
어 사용한다. 머리부분을 심으면 뿌리줄기가 가늘고
길게 자라 뿌리줄기가 비대하지 않는 것이 많고, 직
경이 1cm 이상 되는 굵은 것을 심으면 꽃대 발생량
이 많아 뿌리줄기 생육이 좋지 못하다.
뿌리줄기를 이용한 영양번식을 계속하면 바이러스

▲ 번식용 뿌리줄기

이병이 심해지고 품종퇴화에 의해 수량이 감소하게 되므로 건전하게 생육한 개체를 골라
무병 종근을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종자번식
지황은 타식성 작물이므로 종자번식의 경우 개체변이가 심하여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
기 어려우나 반복적 영양번식에 기인하는 수량감소를 해소할 수 있고 증식율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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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심기(정식)
밭갈이한 후, 로타리 작업을 한 다음, 150cm 내외의 이랑을 만들고, 평평하게 한다.
20cm×20cm나 30cm×15cm의 흑색유공비닐을 피복한 후 깊이 2cm~3cm 정도 종근
을 심고 복토를 한다. 너무 얕게 심으면 건조 피해를 받기 쉽고, 너무 깊게 심으면 출현까
지의 기간이 길어지고 출현율도 낮으며, 가는 뿌리줄기가 많게 되어 수량과 품질이 떨어
진다. 심는 방법은 관행의 평식(平植)이 사식(斜植), 직식(直植)보다 출현도 빠르고, 수량
도 11~21% 증수된다.
재식밀도는 ㎡당 22~23주가 알맞으며, 이보다 적거나 많으면 수량이 적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가능하면 ㎡당 22주 내외가 되도록 한다. 10a당 종근 소요량은 재식밀도에
따라 다르나 대략 60kg 정도이다.

정식기
심는 시기는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 없을 경우 4월 중·하순부터 5월 상·중순, 이미 재
배하는 작물이 있을 경우는 6월 중·하순까지도 가능하나, 중부지방에서는 가능하면 5월
중순까지 심는 것이 소득에 유리하다.

▲ 지황 재배포장

▲ 지황 재식시기별 8월 상순의 잎의 모양(충남농업기술원; 20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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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량 및 시비방법
가을에 완숙퇴비를 10a당 4,000kg 정도를 본밭에 넣고 깊게 갈아둔다. 저장 되었던 번
식용 뿌리줄기줄기는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종근 규격으로 자르기 직전에 꺼낸다. 본
밭에는 잘 썩은 퇴비 등 유기질 비료 중심으로 시용하고 화학비료를 시용할 경우는 기비
로 10a당 요소 26kg, 용인 60kg, 칼리 27kg와 석회를 넣고 부드럽게 간다.

본밭 관리
흑색비닐피복 재배 시 정식 후 20~30일이 지나면 출아되며, 정식시기가 비교적 비가
적게 오는 가뭄기이기 때문에 본밭의 수분관리를 잘 못하면 출아가 불량하기 때문에 주
의하여야 한다. 본 잎이 4~5매가 되면 대체로 꽃대가 나오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꽃
대를 잘라준다. 꽃대를 잘라주면 뿌리줄기수량이 5~25% 많아진다. 지황은 다른 뿌리줄
기작물에 비교하여 뿌리줄기가 깊게 뻗지 않으므로 잡초가 지나치게 자란 뒤에 김매기를
하게 되면 뿌리줄기가 뽑히거나 흔들릴 염려가 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뿌리줄기 근처
를 밟지 않고 골 사이에서 김매기를 해야 뿌리썩음병 발생이 적다.

▲ 출아가 불량한 포장

또한 지황을 연작하면 초작했을 때 보다 품종별로 91.3%~77.8% 수량이 감소하기 때
문에 반드시 윤작을 하여야 하며, 품종 중에서는 고강이 비교적 연작피해에 강한 편이다.
● 고강재배시 초작지와 연작지의 뿌리줄기 모습(충남농업기술원; 2015)

▲ 초작지

▲ 연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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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해 관리
지황의 뿌리표피는 얇으며, 장마철 토양수분함량이 높아지면 호흡 장애가 발생하므로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물 빠짐이 양호한 토양에서는 이랑 폭을 넓혀 재배를
하여야 하며, 물 빠짐이 나쁜 토양에서는 이랑 넓이를 30~50cm 정도로 좁고 높게 하면
장마철에 발생하는 습해를 줄일 수 있다. 반면 고온 건조가 계속 되면 뿌리줄기 비대가
억제되므로 스프링클러 등으로 관수 하여야 한다.

4. 병해충 방제
병
1) 점무늬병
가) 병징
잎에 발생하는데 발생초기에는 원형의 작은 담갈색 반점을 형성하나, 오래된 병반은 동
심윤문으로 확대되고 병반이 서로 융합되어 커진다. 발생이 심한 경우에는 식물체 전체
가 고사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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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병원균은 Septoria digitalis Pass.로 구형의 병자각(암갈색, 100~200μm)을 형성하며 병자
각내에 작은 병포자(무색 사상형, 4~8개의 격벽)를 많이 형성한다.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 여름철 장마기에 주로 발생하는데 병원균은 병자각 상태로 월동하며 병포자가 비나
바람에 의해서 전파된다.
다) 방제
발병 초기에 지황에 등록된 GAP 적용약제인 디페노코나졸입상 수화제, 이미녹타딘트리
스알베실레이트.티람 수화제, 크레속심메틸액상 수화제, 피리메타닐 수화제를 살포한다.

2) 뿌리썩음병
가) 병징
뿌리가 변색되어 썩으며 식물체 생육이 나쁘나, 병의 진전이 느려 외관상으로 피해유무
와 정도를 구별하기가 힘들고 심하게 진전되면 그루 전체가 시들고 말라 죽는다.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병원균은 Rhizoctonia solani Kuhn으로 분생포자를 형성하지 않고 갈색 균사를 형성한다.
갈색 부정형균핵을 형성하며, 25°C 내외에서 가장 잘 자란다. 병든 부위나 토양에서 주로
균핵을 형성하여 월동하고 이듬해 발아한 균핵으로부터 균사가 자라 병원체가 전염된다.
다) 방제
지황은 습해에 의한 생리적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배수 상태가 좋지 않거나 토양수분
함량이 높은 점질토양에서 생육이 불량할 경우 시들음병에 의한 이차적 피해가 심하다.
발병 시 병의 진전이 느려 외관상으로 피해유무와 정도를 구별하기가 힘들다. 동일 포장
에서 연작시 피해가 심할 수 있으므로 연작을 피하고 재배시 두둑을 높게 만들어 주고 장
마기 배수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한다.

▲ 뿌리썩음병 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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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1) 목화진딧물
가) 형태
무시성충(1.1~1.9mm)은 머리와 가슴이 검고 배는 녹색내지 황녹색이며 흑색반점이 있
고, 뿔관은 검은색의 원통형이고 유시충의 몸체는 검고 겹눈은 암적갈색이다.

▲ 목화진딧물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지황에서는 잎 뒷면에서 발생하면서 잎을 말아서 생육을 지연시키는 피해를 유발하는
데 기주식물의 즙액을 빨아먹으며 숙주에 따라 혹을 만들고, 배출한 감로 때문에 그을음
병을 유발하여 생육을 저해하며 생산물의 상품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각종 바이러스병을
매개하기도 한다. 겨울에 알로 월동한 것이 4월중·하순에 부화하여 간모가 되어 증식하
다가 5월 하순~6월 상순에 유시충이 나타나 여름숙주로 이동하며 약충은 성충이 되기까
지는 5~8일이 걸리는데 봄, 가을에 주로 발생하고 가뭄 시에 대 발생한다.

▲ 목화진딧물에 의한 피해증상

다) 방제
진딧물 전용 약제를 발생초기에 살포하면 방제가 가능하나 현재 지황에 진딧물 방제를
위해 등록된 약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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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방류
지황을 가해하는 나방류로는 파밤나방, 거세미나방류 등으로 주로 부드러운 앞을 가해
하며 생육을 저해하고 피해 발생 초기에 나방 전용 약제 등을 사용하여 방제를 하여야 피
해를 줄일 수 있지만 현재 지황에 나방 방제를 위해 등록되어 있는 약제는 없다.

▲ 나방류에 의한 피해 증상

▲ 파밤나방 피해

▲ 쌍칼무늬저녁나방

● 지황 발생 병해충 GAP 적용약제 안전사용 지침
대상
병해충

약제명(품목명)

사용적기
및 방법

디페노코나졸 입상수화제
피리메타닐 수화제
점무늬병

이미녹타딘트리알베실레이트·
티람 수화제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크레속심메틸 액상수화제
디페노코나졸 수화제
겹둥근
무늬병

폴리옥신비 수화제
이미녹타딘트리알베실레이트·
티람 수화제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희석배수

안전사용 기준
처리시기

사용횟수

2,000배

수확 40일전까지

3회 이내

1,000배

수확 30일전까지

3회 이내

1,000배

수확 21일전까지

3회 이내

3,000배

수확 21일전까지

3회 이내

2,000배

수확 14일전까지

3회 이내

1,000배

수확 14일전까지

3회 이내

1,000배

수확 21일전까지

3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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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확 및 수확후 관리
이용부위 및 특성
이용부위는 뿌리줄기이다. 황적색으로 뿌리줄기가 굵고 긴 것이 상품이다.

수확시기
남부지방은 이듬해 봄 출현 전에 수확 할 수도 있지만 뿌리줄기에 가지고 있던 수분 등
이 증발되어 수량이 낮아지고 품질이 떨어지므로 11월 중·하순에 수확하는 것이 좋다.
중부 이북 지방은 겨울에 영하 10℃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면 땅속줄기가 얼어서 부패하
므로 땅이 얼기 전인 10월 중순에서 11월 하순에 반드시 수확하여야 한다. 인력 또는 뿌
리줄기 수확용 굴취기를 이용한다. 그러나 굴취기는 뿌리줄기가 잘라지거나 땅속에 묻혀
서 손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수확하여야 한다. 지황의 10a당 수량은
봄에 식재하여 그해 가을에 수확했을 때, 생근으로 1,500kg~3,000kg 정도 수확할 수
있다.

1차가공 및 저장
생지황은 가을이나 봄에 수확하여 그대로 이용하고, 생지황을 오염되지 않은 물에 잘
세척한 후 대나무 칼이나 플라스틱 솔로 겉껍질을 벗기고 40~50℃의 온도조건에서 건조
하면 건지황이 된다. 건지황은 생지황 무게의 25~30% 정도가 되며 서늘하고 건조한 곳
에 보관 한다.

5. 생약의 특성과 품질(KHP)
생약의 특성
이 약은 신선한 뿌리로 원기둥모양~방수형을 이루고 길이 5~15cm, 지름 8~50mm로
서 더러는 꺾이어졌거나 구부러진 것도 있다. 바깥면은 황적색~황적갈색을 띠고 가로로
깊이 패어진 골이 있다. 매우 연하여 잘 꺾인다. 꺾은 면은 평탄하며 목부는 흰색, 피부는
연한 황적색이다. 이 약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볼 때 코르크층은 수열의 코르크세포로
되어 있다. 피층은 유세포가 성글게 배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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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비세포가 있고 그 안에는 주황색의 기름방울이 들어 있다. 덩이뿌리의 윗부분
에서는 석세포를 볼 수 있다. 석세포는 원형에 가깝고 세포강은 작으며 층문이 뚜렷하다.
사부에는 분비세포가 비교적 적다. 형성층은 고리를 이룬다. 목부수선은 넓어 2~4 열이
다. 도관은 드물고 단속적으로 배열하여 방사상을 이룬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약간
있고 맛은 달고 약간 쓰다.

품질
순도시험
⊙ 이물 이 약은 줄기, 토사 등의 이물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계)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계)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ppm 이하.
마) 엔드린 0.01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저장법 :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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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

하수오

대

16
◀내수

확

식물명 : 하수오(여뀌과 Polygonaceae)
생약명 : 하수오(何首烏, Polygonum Multiflorum Root)
학명 및 기원식물 : Fallopia multiflora (Thunb.) Haraldson
이용부위 : 덩이뿌리

1. 식물의 성상 및 분류
재배식물의 성상
다년생 초본식물로 뿌리는 가늘고 길
며 끝부분은 비대하여 덩이뿌리를 이루
며 표면은 적갈색 혹은 암갈색이고 줄기
의 밑부분은 대개 목질이고 속이 비어
있다. 잎은 어긋나고 긴 자루가 있으며
잎몸은 좁은 달걀모양이거나 심장형이
고 길이는 4~8cm, 너비는 2.5~5cm이
며 끝은 점차 뾰족해진 모양이고 밑부분
은 심장형 또는 화살 모양이고 가장자리

▲ 하수오 열매

가 밋밋하거나 물결모양을 이루며 윗면은 진녹색이고 밑면은 연녹색이며 양면이 모두 반
들반들하고 털이 없다.
개화기는 10월이며 작은 꽃이 다수 밀집하여 큰 원추화서를 이룬다. 작은 꽃자루는 마
디가 있고 기부에 막질의 꽃 떡잎이 있다. 수술은 8개, 암술은 1개로 짧으며 암술머리가
3개로 갈라진다. 씨방은 삼각형이고 수과는 타원형이고 3모서리가 있으며 흑색이고 광택
이 있다. 결실기는 1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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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속식물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하수오
의 동속식물은 나도하수오 P.
multiflorum var. ciliinerve (Nakai)
Steward (=Fallopia ciliinervis
(Nakai) Hammer)와 삼도하수
오 (Fallopia koreana B.U.Oh &
J.G.Kim)가 있으나 약용으로는

▲ 백수오(좌, 상)와 하수오(중, 하)의 괴근 및 화서

이용하지 못한다.
백수오와 하수오는 한약명이 유사하나 원식물이 전혀 다르고 성분과 효능의 차이가 있다.

성분 및 효능
하수오는 전분, 지방, 크리소파놀(chrysophanol), 레인(rhein), 레시틴, 수용성 물질,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에모딘(emodin)이라는 성분은 탈모예방 효과가 있다고 한다.
약리작용은 콜레스테롤 저하작용, 동맥경화억제, 사하(瀉下), 항바이러스, 중추신경흥
분 작용 등이 있다.

2. 재배환경
기후
하수오는 우리나라 전역에 재배할 수 있으나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므로 중남부 재배에
적당하다.

토양
토양 적응성이 비교적 강하나 비옥하고 습윤하며 배수가 잘 되는 사질이나 점토질 양토
를 좋아한다.

203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3. 재배법
번식법
하수오는 종자번식과 덩이뿌리 분근 및 줄기삽목을 이용한 영양번식이 가능한데 주로
종자로 번식한다.

시비량 및 재식거리
밑거름은 10a당 질소-인산-칼리-퇴비를 각 7-12-8-2,000kg을 시용한다. 비료와
퇴비를 살포한 후 경운, 정지하고 덩이뿌리의 발육이 잘 되도록 높은 두둑을 만들고 심는
다. 심는 거리는 골사이 30cm, 포기사이 25cm로 한다. 덩이뿌리는 10a당 약 1,300주가
소요된다.

파종 및 정식
종자를 이용할 때는 직파 재배하는 것이 육묘이식 보다 생력화할 수 있고 수량도 높다.
파종은 중부지방을 기준할 때 4월 중순에 하며, 종근은 해동 직후부터 정식할 수 있다.
종자가 작으므로 얕게 파종 골을 파고 씨를 고루 뿌리고, 부드러운 흙으로 1cm 정도로 얕
게 복토하고 볏짚으로 덮어 준다. 종근은 근두부가 있는 덩이뿌리를 이용하는데 5~10cm
정도로 구멍을 파고 덩이뿌리 1개씩 심는다.

꺾꽂이 재배
가온 하우스에서 종근의 싹을 기른 다음 4~5월에 줄기를 잘라 삽식한다. 줄기는 길이
25cm 가량, 마디가 2~3개가 적당하다. 삽식 구덩이 깊이는 20cm로 하여 매 구덩이마다
2~3개의 삽수를 심는다. 삽식 후에는 토양수분을 적절히 유지해 주어야한다.

생육 및 비배관리
싹이 나온 다음 적당한 시기에 중경을 겸하여 김내기하며, 덩굴이 30~50cm 정도 자랐
을 때 지주를 만들고 덩굴을 매어 유인한다. 질소비료는 50%를 웃거름으로 시비하는데 8
월 중순 경에 고랑을 만들고 질소비료를 추비한다. 괴근이 비대하는 시기에 한발이 심하
면 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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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해충 방제
하수오에는 녹병과 갈색무늬병 등이 발생한다. 연작을 피하고 장마철에 배수 관리를 철
저히 하여 병의 발생을 억제한다.
충해는 복숭아진딧물이 하수오 생육이 왕성한 5∼9월 사이에 어린잎부터 성엽까지 피
해를 입혀 신초 및 생육이 지연되는 피해가 증가하므로 발생초기에 천연유화제를 살포하
면 효과적이다.

5. 수확 및 수확후 관리
이용부위의 성상
덩이뿌리는 고구마 모양이며 고구마보다 짙은
적갈색을 띤다. 횡단면은 갈색이 도는 황백색이
며 말리면 붉은 색이 더욱 짙어진다. 중국에서는
줄기를 하수오등이라 하여 한약재로 이용한다.

수확 및 건조·저장

▲ 하수오 덩이뿌리

하수오는 심은 다음 3~4년 되는 가을과 겨울에 수확한다. 잎이 고사한 후 10월 하순∼
11월 상순에 줄기를 걷어내고 덩이뿌리를 캔다. 깨끗이 씻고 양끝을 잘라 버린다. 큰 것
은 절반으로 쪼개거나 두꺼운 조각으로 잘라 햇볕에 말리거나 삶은 다음 햇볕에 말린다.
건근 수량은 10a당 250∼300kg 정도이다.
하수오 건조는 60℃ 이내로 건조하면 색도 변화가 거의 없어 상품성이 높고 단시간에
건조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장기저장을 위한 저장용기는 상온저장 시 크라프트용기에 저장하면 8개월 이상 부패발
생 없이 저장이 가능하고, 스티로폼상자는 수분흡수율이 높아 장기저장에는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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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약의 특성과 품질
생약의 특성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2,3,5,4'테트라하이드로시스틸벤-2-O-β-D-글
루코시드(C20H22O9 : 406) 0.75% 이상이
고, 에모딘(C15H10O5 : 270.24), 파이시온
(C16H12O5 : 284.27)의 합 0.10% 이상을 함
유한다.
이 약은 덩이뿌리로 방추형 또는 덩어리
이며 길이 5~15cm, 지름 3~10cm이다. 바
깥면은 적갈색~흑갈색이며 약간 울퉁불퉁

▲ 하수오(약재) 단면

하고 평평하지 않으며 얕은 홈이 있고 불규칙한 주름 무늬와 세로 홈이 있다. 또한, 가로
로 긴 껍질눈 또는 연속적인 줄무늬가 있고 양쪽 끝에는 한 개의 잘린 자국이 뚜렷하며
섬유상 유관속이 노출되어 있다. 질은 질기고 단단하여 절단하기 어렵다. 자른 면은 연한
황갈색 또는 연한 적갈색이고 가루성이며, 피부에는 4∼11개의 원형에 가까운 이형유관
속 고리들이 모여서 “금문(錦紋)”이라 불리우는 꽃무늬를 이루고 있다. 중앙의 목부는 비
교적 크고 때로 목심을 볼 수 있다.
이 약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볼 때 코르크층은 수열의 세포로 되어있고 그 안에는 갈
색물질이 들어있다. 사부는 비교적 넓고 원형에 가까운 이형유관속, 즉 복합유관속 4∼11
개가 흩어져있다. 별도로 한 종류의 유관속이 뿌리의 중앙에 있는데, 이 유관속은 하나로
된 유관속이다. 유관속은 모두 측립유관속이다. 형성층은 고리를 이루고 있다. 목부는 도
관이 비교적 적고 주위에는 가도관 및 소수의 목부섬유가 있다. 뿌리의 중심에는 1차 목
부가 있다. 유세포에는 옥살산칼슘 집정 및 전분립이 들어있다. 이 약은 냄새가 없고 맛
은 약간 쓰고 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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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순도시험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ppm 이하.
마) 엔드린 0.01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건조감량 : 1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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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약용

황금

대

17
◀내수

확

식물명 : 속썩은풀(꿀풀과 Labiatae)
생약명 : 황금(黃芩, Scutellaria Root)
학명 및 식물기원 :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이용부위 : 뿌리 또는 주피를 제거한 것

1. 식물의 성상
재배식물의 성상
꿀풀과의 다년생 초본으로 줄기는 모난 4각형으로 담녹색 바탕
에 갈색줄무늬가 있고 30~50개의 마디가 있으며, 잎은 대생하
고 피침형으로 끝이 둔하거나 뾰족하며, 꽃은 총상화서로 7~8월
에 자색의 꽃이 피고, 종자는 흑색을 띠면서 다각형으로 9~10월
에 여물고, 뿌리는 겉껍질이나 속살 모두 황갈색이다.

동속식물
동아시아 대륙, 중국이 원산지이며 중국에서는 점모황금(S. viscidula Bge. 황화황금), 전
황금(S.cutellaria amoena C.H. Wright. 서남황금), 감숙황금(S. rehderiana Diels), 여강황금(S.
likiangensis Diels), 박엽황금(S. ikonnikovii Juz.), 천황금(S. hypericifolia Levl.)의 뿌리도 약용
한다.

주요 성분 및 약리작용
주요 성분은 바이칼린(baicalin), 바이칼레인(baicalein), 우고닌(woogonin), 베타-시스토
스테롤(β-Sistosterol) 등을 함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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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리작용은 청열조습(淸熱燥濕; 열기를 식히고 습기를 말리는 효능), 사화해독(瀉火解
毒; 화열과 열결을 제거하고 겸해서 해독하는 치료법), 해열(解熱), 이뇨(利尿), 항균, 항바
이러스, 진정(鎭靜), 혈압강하(血壓降下), 혈당상승(血糖上昇) 등의 작용을 한다.

2. 재배환경
토양
토심이 깊고 물 빠짐이 좋으면서 수분유지가 잘 되는 양토, 사양토에 잘 자라고 모래땅,
자갈밭은 잔뿌리가 많이 발생하며, 질흙에서는 뿌리 생육이 불량하여 품질 및 수량이 낮
아진다. 재배지 토양의 중금속 함량은 농경지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야 한다. 관개수원은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기후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하나 북부 산간 고냉지에서 재배할 경우에 겨울에 동해 우려
가 있으며, 따뜻하고 일사량이 많은 중남부지역이 재배적지이다.

높은 두둑재배
두둑 너비를 90cm로 하고 두둑 높이를 20cm 정도로 높게 만들어 흑색비닐피복이나 흑색
부직포로 피복하여 조간 30cm, 주간 10cm 간격으로 복토깊이 1cm, 4월 중·하순에 파종
한다. 노지에 고휴로 만들어 흑색부직포로 피복하여 1년 재배보다 2년 재배하면 종실량이
2.1배, 건근수량이 1.6배 증수하였고, 바이칼린 약효성분 함량이 1.5배 증대되어 품질이 향
상된다.

▲ 황금 노지터널재배

▲ 황금 고휴 부직포 피복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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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터널, 비가림재배
노지 터널이나 비가림 재배는 장마가 오기 전에 철사나 활죽을 터널형태로 세워 비닐로
덮어 주고 설치 기간은 장마가 끝나는 즉시 벗겨야 한다. 노지 터널이나 비가림 재배하면
주당 화경수가 많아 채종 및 건근 수량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3. 재배법
번식
1) 번식방법
종자번식은 증식율이 높으나 균일성이 낮다. 꺾꽂이 또는 포기나누기에 의한 영양번식
이 가능하고, 작물의 형태 및 품질의 균일도는 높으나 증식효율이 낮다.

2) 채 종
1년생에서도 결실되나 채종량이 적고 종자가 충
실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채종포를 만들어 2~3
년생에서 충실한 종자를 채종한다. 개화 후 60일
정도 되면 천립중은 1.65g으로 무겁고 발아율이
73％로 가장 양호한 발아를 보여 완숙된 종자 비
율이 높아 채종량이 가장 많다. 잎이 누렇게 변하
고 종자가 검게 익었을 때 베어 말린 후 종자를 털
어서 정선한다.
채종량을 늘리려 할때는 종자가 여무는 순서대로 아래 부분부터 채종하는데 종자 손실
이 적은 낫을 이용한 인력 예취가 타당하며 사료용 볏짚절단기로 1회 탈곡할 경우 탈곡,
정선시간이 절감되고 종자 회수율이 높아 효과적인 방법이다.

재배양식
직파재배와 육묘 이식재배가 있다. 직파재배는 가을에 파종하여 이듬해 가을에 수확하
는 추파와 봄에 파종하는 춘파가 있고, 남부지방에서 동작물 후작으로 6월 상~중순에 이
모작재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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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종 및 종자소독
1) 침종 및 종자준비
종자는 겉이 검은 빛이고 광택이 없어야 좋으며 종자를 자루에 담아 파종 2~3일 전에
흐르는 물에 2~3시간 담근 후 약간 말려서 파종하거나 냉장고(5℃)에 1~2주일 정도로
보관하여 파종하면 90% 이상 발아율이 향상된다. 발아적온은 25℃ 정도이다.

2) 종자소요량
직파재배에서 10a당 파종량은 점파는 1kg, 조파 및 산파는 2kg이다. 종자 1,000립의
무게는 1.65g 정도이다.

파종
1) 파종기
가을 파종은 10월 중~11월 상순, 봄 파종은 4월 상~중순이 적기이다. 만파는 6월 상중
순에 파종한다.

2) 파종방법
이랑사이 120cm의 두둑을 만들고 골사이 40cm 간격으로 2열로 줄뿌림이나 점파한다.
점파는 포기사이를 10cm로 파종하며, 이모작은 골사이를 30cm로 하여 3열로 파종한다.
복토깊이는 1cm 정도이다.

육묘이식재배
1) 육 묘
묘판 위치는 햇볕이 잘 드는 동남향으로 토양이 참흙 또는 모래참흙이면서 비옥도가 중
간 정도이며 물 빠짐과 보수력이 좋은 곳을 선택한다. 10㎡ 기준으로 완숙퇴비 10kg, 복
합비료(17-21-17) 350g를 시비하고 묘판을 만들어 종자를 고루 산파하고 복토한 다음
짚이나 왕겨로 피복하고 충분히 관수한다. 본밭 10a에 필요한 묘판 면적은 20~30㎡이
고, 종자는 400~800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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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묘상 파종 및 이식
묘는 4월 상순~하순에 본밭에 이식할 때 활착이 잘되며, 묘의 크기는 5~10cm가 좋
다. 4월 상순~하순 정식을 위해서는 2월에 파종하야 하므로 온상육묘가 필요하다. 노지
육묘는 3월 중순에 파종하여 50일 육묘하여 6월 상순에 40×10cm로 이식한다. 이식작업
중에 묘는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고, 정식 후에는 충분히 관수한다. 흑색비닐을 피복하면
잡초발생이 억제되어 제초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3) 심경, 고휴재배
이랑 높이 및 경운심도가 낮을 수록 부패주율도
높아져 경장, 주당 경엽중 등의 생육이 저조하고
부패주율이 5％ 정도 높아지는 반면에 이랑높이
가 높을수록, 경운심도가 깊을 수록 지하부 생육
에서 주근장, 상근중 비율 등이 증가하여 상품성
양호한 안정적인 생산에 유리하다.

거름주기
10a당 시비량은 성분량(실비량)은 질소
18kg(요소 40kg), 인산 15kg(용성인비 75kg), 칼
륨 15kg(염화가리 35kg), 퇴비 2,000kg을 기준
으로 주는데 밑거름으로 질소와 칼리는 70%, 인
산과 퇴비는 전량을 밭갈이 전에 뿌려주어 전층
시비가 되도록 한다. 웃거름으로 질소 5.5kg(요
소 12kg), 칼륨 4.8kg(염화가리 8kg)을 8월 중순
경에 1회 시용한다. 또한, 흑색 비닐 피복재배로 하여 유기질만 시용할 때는 10a당 퇴비
1,500kg ＋ 계분 150kg ＋ 유박 100kg 정도로 시용하면 유효 미생물의 활성을 증대시켜
지력이 증진되고 지상부 생장이 양호하여 수량도 증수되었으며 식물체 각종 무기 성분과
약효성분 함량이 높아진다.

1) 적정 토성 및 시비방법
토성 및 비종간의 생육은 양토 및 퇴비 시용구가 경장, 분지수, 주근장, 주근경등 지상, 지하
부의 생육량이 증가되고 주당 건근중은 양토 ＞ 사양토 ＞ 식양토 및 퇴비 ＞ 화학비료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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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순으로 무거운 경향을 보여 상근중 비율도 높아 양토 및 퇴비 시용구에서 가장 양호하다.

2) 적심시기와 추비방법
꽃피기 직전(7월 상순~8월 중순)에 지상부 적심처리 후(원줄기 꼭대기에서 10cm 정도
만 남기고 절단) 1~2회 추비를 시용하면 주근장, 상근중 비율 등의 지하부 생장량이 증대
로 건근 수량도 증수되고 종자생산으로 인한 영양 손실을 억제하고 도복피해를 방지하며
뿌리의 발육을 촉진시켜 품질향상에 유리하다.

제초 및 본밭관리
파종 후 2~3주일이 되면 출현하며, 잎이 2~3매 정도일 때 김매기와 함께 솎음작업을
한다. 포기사이 10cm 정도로 입모를 확보하고 결주가 많은 곳은 옮겨 심는다. 황금은 초
기생육이 저조하므로 적기에 제초하여야 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다.
7월 중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10월까지 계속되므로 정단부 아래 10cm 정도를 잘라
종자결실에 필요한 영양분이 뿌리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채종포에서는 예취하지 않
는다. 장마철에 배수가 안 되면 뿌리가 부패하기 쉬우므로 배수로를 정비한다.

4. 병해충 방제
병
1) 잎썩음병
출현시부터 발생하는 병으로 초기에 잎이 자색으로 변하고 본엽이 올라오기 전에 잘록
해지면서 죽는다. 병원균은 Rhizoctonia solanin Kühn이며 출현시 토양이 습하지 않도록 배
수를 잘해 준다.

2) 탄저병
8~9월에 잎과 꽃, 줄기에 발생한다. 빗물에 의하여
번지며 잎에서는 처음에 원형 또는 부정형의 작은 병
반을 형성하고 병이 더 심해지면 확대되어 암갈색의 불
규칙한 대형 병반으로 된다. 병원균은 Colletotrichum

213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gloeosporioides penz.이며 병든 부위에서 균사의 형태로 월동한 다음 분생포자를 형성하여
전염하고 고온 다습시 발생이 급증한다. 윤작을 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준다.

3) 점무늬병
잎에 갈색의 원형반점이 형성되고, 병반의 가장자리
는 적갈색을 띠며 진전되면 병반이 융합하여 커지고 부
정형으로 확대된다. 병원균은 Alternaria sp. 및 Phoma
sp.이며 5월 상순에 발생하여 여름철 장마철에 발생이
심하다. 병에 걸리지 않은 건전한 종자를 이용하고 윤
작을 해준다. 병든 포기는 일찍 제거한다.

4) 갈색점무늬병
잎에 갈색의 점무늬를 형성하며 병반의 가장자리는
짙은 암갈색을 띤다. 병이 진전되면 병반이 부정형으
로 확대되고 잎이 마른다. 심하면 가지에도 발생하고
마름증상을 나타낸다. 병원균은 Pestalotia paeonicola이며
병든 부위에서 균사 혹은 분생포자의 형태로 월동하여
비바람에 의하여 분생 포자가 흩날려 전염되며 여름철
고온장마기에 발생이 심하다. 방제법은 점무늬병에 준
한다.

5) 줄기마름병
줄기가 마르고 잎이 누렇게 시들거나 말라 죽는다. 감염된 부위는 검게 변색되고 마른
상태로 썩는다. 병원균은 Phomopsis sp.이며 병든 부위에서 많은 병자각을 형성하고 병포
자를 누출하여 비바람 등에 의해 전염되며 여름철 고온 장마기에 발생이 심하다. 병든 포
기는 일찍 제거한다.

6) 흰가루병
잎, 잎자루, 줄기에 발생한다. 잎의 표면과 뒷면에는 흰가루 모양의 분생포자가 점무늬
로 나타나 점점 불규칙한 모양으로 변한다. 증세가 더욱 심해지면 식물체 전체가 하얗게
보이며, 광합성작용이 불량하고 병든 잎은 생기를 잃고 일찍 떨어지기도 한다. 병원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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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ysiphe psi Dc.이며 병든 잎은 일찍 따서 태우고, 식물체 사이가 통풍이 잘되도록 하며 질
소질 비료를 과용하지 않도록 한다.

7) 검은뿌리썩음병
7월 하순부터 9월 상순 고온 다습할 때 발생되며, 뿌
리의 피층부가 검게 변색되어 마른 상태로 썩으며 줄
기의 지제부위에도 감염되어 썩는다. 병든 식물은 생
육이 나쁘고 잎이 누렇게 변하여 일주일정도 지나면
완전히 말라 죽게 된다. 토양전염성병으로 병원균은
Cylindrocarpon destructans이며 이어짓기를 하지 말고 돌려
짓기를 하며, 질소 비료를 과용하지 말고 배수를 철저
히 하고, 퇴비를 많이 주어 토양유용 미생물의 수를 증
가시켜 준다. 발병된 포기는 빨리 뽑아서 태워 버린다.

8) 잿빛곰팡이병
잎끝이나 가장자리로부터 갈색의 타원형, 부정형의
병반을 형성하여 진전되면 병반이 크게 확대되어 잎이
마른다. 병원균은 Botrytis cinerea이며 분생포자는 바람
에 의해 전파되어 기주의 각피를 직접 뚫고 식물체의 체
내에 침입하는데 비가 자주와 저온 다습할때 많이 발병
된다. 질소 비료를 과용하지 말고 배수를 철저히 하고,
퇴비를 많이 주어 토양유용 미생물의 수를 증가시켜 준
다. 발병된 포기는 빨리 뽑아서 태워 버린다.

해충
1) 진딧물류
연간 10회 이상 발생하며 알로 월동하고 4월경부터
발생이 시작되어 5~6월과 9~10월에 피해가 크다. 분
비물은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4~6월에 발생이 많고 비
가 적은 해에 발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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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밤나방 및 담배거세미나방
돌발적으로 수시 발생하는 폭식성 해충으로 잎을 갉아 먹거나 생장점을 가해한다.

3) 응애류
3월 하순부터 시작하여 6~7월이 최성기에 달하며 8월에는 일시 감소되나 9~10월에
다시 증가한다. 주로 잎에 기생하며 수액을 흡즙함으로 피해 잎은 황록색이 되고 심하
면 백화로 낙엽된다. 동일한 약제를 계속 사용하면 약제 저항성이 생기므로 몇 가지 약제
를 번갈아 살포한다. 방제적기는 1잎에 1~2마리가 발생하였을 때이며, 월동충의 방제는
12~1월, 2월 하순~3월에 방제하는 것이 좋다.

4) 흰테두리뭉뚝날개나방
유충은 순 또는 생장점부위의 잎 몇 장씩 실로 묶고
잎을 갉아먹는다. 피해받은 잎은 표피만 남게 되어 피
해부위가 희게 보이며 7~9월에 피해가 발견되고 성충
은 6~9월에 발생하거나 일본에서 10월에 성충이 채집
된 바 있다. 일본, 유럽 등에 분포하나 국내에서는 처음
기록된다.

5.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수확시기 및 방법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까지 잎이 누렇게 변하면 수확하기 전에 줄기를 20cm 정도만
남기고 자른 후 쇠스랑이나 삽으로 수확하거나 트랙터 부착용 다목적 수확기를 이용하여
뿌리를 수확하고 수확 후 흙을 떨고 세척 후 대칼과 플라스틱 솔로 문질러 깨끗이 닦거나
박피기로 이용하며 굵고 긴 뿌리는 잘 닦아서 건조시켜 약재로 출하하고 잔뿌리는 따로
모아서 저장하였다가 다음해 봄에 다시 심어 1년 더 길러 수확한다. 건근 수량은 10a당
150~200kg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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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조제
수확기로 굴취한 뿌리를 현지 또는 집에 운반하여 뿌리의 뇌두인 지제부를 자르고 물에
깨끗이 세척한 다음 햇볕에서 자연 건조로 6~9일 정도 천일건조 하거나 저온 냉풍 건조
기를 이용하여 말린다. 건조는 열풍 건조기와 가스벌크 건조기 모두 1차(세척 후) + 2차
(절단 후) 건조 방법의 35℃에서 9.8~13.8시간 소요된다.
뿌리의 건조에 너무 시일이 걸리면 뿌리가 청색으로 변하여 상품가치가 떨어지므로 되
도록 빨리 건조시키도록 한다. 1년생인 경우 굵은 뿌리는 잘 닦아서 건조시켜 약재로 출
하하고 잔뿌리는 따로 모아서 저장하였다가 다음해 봄에 다시 심어 1년 더 길러 수확하는
것이 좋다.

저장 및 유통

▲ 황금 건조기내부 / 건조한 뿌리

▲ 황금 저장재료 및 저장정도시험

포장재료별 저장 장소와 온도에 따른 색도 변화는 저장기간의 증가에 따라 공기와 수분
의 노출이 덜한 PP(폴리프로필렌) 포장보다 PE(폴리에칠렌) 포장 처리가 안정된 색도를
유지하고 저장 6개월 저장조건에서 저온저장이 실내 상온저장보다 안정된 색도를 장기간
유지된다. 굵은 부분이 뚝 부러지는 상태까지 충분히 말린 약재는 비닐봉지 또는 PP포대
에 넣어서 서늘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한다. 특히 여름철 장마기에 통기가 불량
하면 약재 표면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약재 색깔이 변하므로 간간히 햇볕에 널어 말린다.
장기 보관시 저온저장(5℃) 하여 보관하면 6개월~1년 정도 저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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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약의 특성과 품질(KP)
생약의 특징
정량할 때 환산한 건조물에 대하여 바이칼린
(C 2 1 H 1 8 O 1 1 ), 바이칼레인 (C 1 5 H 1 0 O 5 ) 및 우고닌
(C16H12O5)의 합 10.0% 이상을 함유한다. 이 약은 뿌
리로 원뿔모양이고 비틀어져 굽어 있으며, 길이 8∼
25cm, 지름 1∼3cm이다. 바깥면은 황갈색 또는 진한
노란색이고, 혹모양의 가는 뿌리 자국이 드문드문 있
다. 위쪽에는 비교적 거칠고 비틀어져 굽어있는 세로
주름 또는 불규칙한 그물무늬가 있다. 질은 단단하면서
취약하고 절단하기 쉽다. 자른 면은 노란색이고, 중심부는 적갈색이다. 햇수가 오래된 것
은 뿌리의 가운데가 썩어 있거나 비어있고, 어두운 갈색 또는 적갈색을 나타낸다. 이 약
은 냄새가 거의 없고 맛은 약간 쓰다.

품질
순도시험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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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ppm 이하. 마) 엔드린 0.01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건조감량 : 15.0% 이하.
⊙ 회분 : 6.0% 이하.
⊙ 산불용성 회분 : 1.0% 이하.
⊙ 엑스함량 : 묽은 에탄올엑스 35.0% 이상
⊙ 저장법 :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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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약용

황기

대

18
◀내수

확

식물명 : 황기(콩과 Leguminosae)
생약명 : 황기(黃芪, Astragalus Root)
학명 및 식물기원 : 황기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또는
몽골황기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var. mongholicus Hsiao
이용부위 : 뿌리 그대로 또는 주피를 제거한 뿌리

1. 식물의 성상
재배식물의 성상
황기는 콩과의 숙근성 다년생 초본식물이
다. 줄기는 녹자색을 띄며 키는 70~120cm에
달하고 가지가 많다. 잎은 줄기에 어긋나고
깃털모양의 홀수깃모양겹잎으로 작은 잎은 3
번째의 복엽이 타원형으로 가장 크다. 작은
잎 가장자리는 톱니를 형성하지 않고 밋밋하
다. 잎의 가운데를 관통하는 굵은 엽맥은 잎
뒷면으로 볼록하게 올라와 있다.
7~8월에 줄기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서 꽃대가 올라와 나비모량의 담황색 꽃이 총상
화서로 핀다.
꼬투리 속에 열매가 맺힌다. 꼬투리는 어린 때는 짙은 녹색이고 성숙하면서 자색으로
변하며 완전히 익으면 회갈색으로 된다. 크기는 3~5cm 정도 자라며 8~10개의 종자가
들어있다.
뿌리는 원뿌리가 곧게 뻗으며 외피는 황갈색이나 잘라 보면 둘레는 유백색이고 속살은
황백색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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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속식물
국내에는 황기(Astragalus membranaceus), 제주황기(A. membranaceus var. alpinus), 자주황
기(A. dahuricus), 개황기(A. uliginosus), 정선황기(A. koraiensis Y. N. Lee), 그 외 자주개황기
(A. adsurgens), 염주황기(A. membranaceus var. mandshuricus), 긴꽃대황기(A. schelichovii), 설
령황기(A. setsureianus), 갯황기(A. sikokianus) 등이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동속식
물로 편경(扁莖)황기(A. coplanatus)도 약용(沙苑子)으로 이용된다.
중국은 황기(A. membranceus (Fisch.)Bunge)와 몽고황기(A. membranceus (Fisch.)Bge. var.
monholicus (Bge.) Hsiao)를 황기의 식물기원으로 하고 있다.

육성품종의 특성
풍성황기는 태백수집종을 선발하여 작물과학원에서 1999년 육성한 품종이다. 풍성황기
의 엽색은 녹색이고, 줄기색은 농녹색, 꽃색은 담황색, 종피색은 검은 갈색, 뿌리색은 황백
색이다.
제천재래에 비하여 초장이 길고 엽수가 많으며, 분지수가 많고 경태가 굵어 초세가 강한
편이다. 근장이 길고 근태가 굵으며, 주당 건근중이 무겁고 흰가루병에 다소 강하다.
엑스함량은 제천재래 9.0%, 풍성황기 10.1%로 풍성황기가 높았으며, 주요성분인 아스
트라가로사이드 함량은 제천재래 106mg/100g, 풍성황기 116mg/100g으로 풍성황기가 높
았다.
3개지역 2년간 평균 10a당 수량은 제천재래 204kg, 풍성황기 243kg으로 제천재래에
비하여 19% 증수되었다.
● 풍성황기의 주요 특성(1998~1999)
품종명

초장
(cm)

근장
(cm)

근직경
(cm)

흰가루병
(0~9)

상품율
(%)

건근수량
(kg/10a)

추출물 주성분함량
(%)
(mg/100g)

풍성황기

100

35.2

1.37

1

94

243

10.1

116

제천재래

98

24.1

1.23

3

87

203

9.0

106

상 품 : 근직경 0.5cm, 근장 15cm 이상, 주성분 : 아스트라갈로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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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분과 이용
주요 성분은 아스트라갈로사이드(astragalosides)와 같은 사포닌(saponin)과 포모노네틴
(formononetin), 베타인(betain), 이소리퀴리티제닌(isoliquiritigenin), 콜린(Cholin) 등을 함
유하고 있다. 약리작용은 보중익기(補中益氣), 강장(强壯), 이뇨(利尿), 혈압강하(血壓降
下), 이뇨소종(利水消腫), 항균(抗菌)작용 등을 한다.

2. 재배환경
기후
추위에 강하여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재배가 가능하지만 중남부지역은 1년근 재배가 유리
하고 비교적 서늘한 중북부 고랭지에서는 2년생 이상 다년근재배가 가능하여 뿌리 생육
이 잘되고 품질도 좋다.

토양
재배토양은 가급적 배수와 보수력이 양호한 토질로서 농경지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관개수원은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토심이 깊고 물 빠짐이 아주 좋으며 부식질이 많은 식양토가 적당하다. 연작하면 입고
병, 시들음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뿌리수량과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3. 재배법
채종
종자는 2~3년생의 건실한 포기에
서 잘 여문 종자를 갈색으로 변할 때
채종한다. 1년생의 종자는 발아가 좋
지 않고 발아 후 생육도 부진하다. 부
득이 1년생 포장에서 채종할 때에는
8월 중순 개화 후 30일 이상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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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에서 채종하는 것이 등숙율과 발아율이 높다. 묵은 종자는 발아는 하지만 잘 자라지
않고 고사가 심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종자는 색깔이 흑갈색이고 윤기가 나며
무겁고 충실한 것이 좋다.
자가 채종할 때는 우량한 개체를 따로 심어서 씨를 받으면 균일한 집단을 얻을 수 있다.

파종기
중남부 평야지에서는 4월 상·중순이 적기이며, 산간 고냉지에서는 발아 후 된서리를
맞게 되면 서리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지역의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파
종기가 늦어지면 생육이 떨어져 수량이 감소되므로 너무 늦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파종방법
파종전에 밭 전체에 밑거름을 골고루 뿌리고 깊이 갈아서 전층시비 되도록 하고
90~120cm의 두둑을 짓는다. 당년 가을 수확을 목적으로 파종할 때는 15~20cm 간격
으로 작은 골을 만들고 줄뿌림하거나 10cm 간격으로 2~3알씩 점뿌림한다. 2년근 이상
의 것을 수확할 목적으로 파종할 때는 40cm 간격으로 작은 골을 만들어 줄뿌림하거나
10cm 간격으로 점뿌림한다.
파종한 후 복토는 0.5~1.0cm 두께로 하는데 기계 파종기를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당
년 수확을 목적으로 줄뿌림할 때 종자는 10a당 2.7kg 정도이고 점파할 때는 1.8kg이다.
2년생 이상의 근을 수확할 목적으로 파종할 때는 10a당 1.4kg 정도 소요된다.

비료 주기
황기는 콩과식물로 뿌리를 약용하므로 질소비료를 적게 하고 퇴비, 인산, 칼리를 많이 주
어야 한다. 또 산성토양에는 석회를 충분히 시용하여 토양을 중화시킨 후 심는 것이 좋다.
보통 밭에는 10a당 질소 6kg, 인산 7kg, 칼륨 8kg, 퇴비 1,000kg을 밑거름으로 준다.
1년근 재배를 목적으로 할 경우 질소비료를 순지르기 3~4일전에 웃거름으로 1.5kg씩을
준다. 비옥한 땅에서는 밑거름만으로도 생육이 왕성하므로 웃거름은 생육상태에 따라 조
절한다. 다년생 재배의 경우에는 이른봄 퇴비 등의 비료를 밑거름으로 준 양 보다 30%
정도 더 많이 주어야 생육이 좋다. 생육후기 비절현상이 나타나면 근부비대가 시작되는 8
월 하순경에 질소 2~3kg/10a을 웃거름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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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밭관리
1) 솎음
씨뿌린 후 10일 내외가 되면 싹이 올라오는데 아주
배지 않으면 솎아주지 않고 그대로 키우는 것이 일
반적이다. 황기는 드물게 키운 것보다는 다소 배게
키우는 것이 곁뿌리의 발생이 적어 품질이 좋다. 드
물게 키우면 가지가 많아지고 곁뿌리도 많이 발생하
여 품질이 떨어진다.
솎음은 포기사이를 10cm로 하여 1포기씩만 남기

▲ 재배포장

고 솎아준다. 포기사이가 떨어져 있을 때에는 한 파종구에 2~3포기가 서 있어도 자라는
데 지장이 없다.

2) 보파
황기는 직근성 작물로 이식이 잘 안될 뿐만 아니라 곧은 뿌리를 수확해야 하므로 결주
가 생기면 이식하지 않고 보파해야 한다. 즉 파종한 20일이 지나도 싹이 올라오지 않으면
보파하여 결주가 없도록 한다.

3) 김매기
파종 후 또는 2년생 이후의 밭에는 싹트기 전에 나프로파미드 수화제를 처리하여 1년생
잡초를 방제한다. 사용량은 10a 기준으로 300g을 농업용수로 적합한 물 100ℓ에 희석하여
처리한다. 황기가 자라면 관리기를 이용하여 골사이를 배토를 겸하여 잡초를 관리한다.

4) 순지르기
땅이 비옥하거나 비료를 너무 많이 주어 생육이 지나치게 왕성하면 도복의 위험성이 따
르게 된다. 이런 경우 생육상태를 보아 1년생은 6월 중순, 7월 중순, 8월 중순에 1/4 정도
잘라주다. 2년생 이상은 6월 상순과 7월 중순에 각각 1/3~1/4 정도씩 잘라주고 2차 순
지르기 후에도 생육이 왕성하면 8월 중·하순에 1/3~1/4 정도 잘라준다. 이때 너무 많이
자르면 황기의 생육에 지장이 많아 수량도 감소된다.

5) 배수관리
황기는 곧은 뿌리가 땅속깊이 뻗어 내려가므로 여름철 장마로 수위가 높아지거나 과습
하면 뿌리가 썩고 말라죽는다. 배수로의 깊이는 적어도 40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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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방제
잡초방제는 재배 시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으로 노동력 절감을 위해 GAP 적용약제를
종자 파종 복토 후 토양에 처리한다.
● 황기 발생 일년생잡초 대상 GAP 적용약제 안전사용 지침
적용 잡초

약제명(품목명)

사용적기
및 방법

물 20ℓ당
사용약량

일년생잡초

나프로파마이드 수화제

파종복토 후
토양처리

50g

1,000㎡(10a)당 사용량
약량

살포량

300g

120ℓ

4. 병해충 방제
병
1) 흰가루병
가) 병징
식물체 표면에 밀가루를 뿌려 놓은 듯한 병징이 생기고 심해지면 잎자루와 줄기까지 발
생이 확대된다. 발병 초기에는 잎의 표면에 흰가루모양 분생포자가 반점상으로 형성되어
부정형으로 변하고 심하면 식물체 전체가 하얗게 보이며 잎이 누렇게 되며 낙엽이 진다.

▲ 흰가루병 초기 병징

▲ 흰가루병 후기 병징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병원균은 Erysiphe pisi DC.이며 분생포자와 자낭각을 형성한다. 병원균은 자낭각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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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하며 장마 전에 발병되기도 하지만 주로 장마기에 전염이 되며 장마 후 온도가 높고
약간 건조한 상태에서 병 발생이 심하다.
다) 방제
병든 잎이나 식물체를 조기에 제거하여 병 발생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다. 재배년수가
증가할수록 병 발생이 심해지므로 다년근 재배 시 발생초기 트리플루미졸 수화제, 아족
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페나리몰 유제 등 GAP 등록약제로 방제토록 한다.

2) 시들음병
가) 병징
발생 초기 식물체가 전체적으로 시듬 증상을 보이고, 아랫 잎부터 노랗게 변하면서 점
차 위쪽으로 진전되고 심해지면 식물체 전체가 황갈색으로 마르고 고사한다. 발병부위
지제부의 줄기를 잘라보면 도관부가 갈색으로 변색된 것을 볼 수 있다.

▲ 시들음병 초기 병징

▲ 식물체의 고사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병원균은 Fusarium oxysporum Schl.이다. 대형분생포자와 소형분생포자를 형성하며 대형
분생포자는 초승달 모양으로 3~5개의 격막이 있다. 초기에는 식물체의 하엽부터 황화되
고, 점차 상엽으로 진전된다. 심해지면 전체가 황갈색으로 변하고 고사한다. 발병초기에
지제부 부근의 줄기를 잘라보면 도관부가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 예방 및 방제
연작하면 피해가 더욱 심해지므로 윤작을 하여 병발생을 줄이며 근본적으로 시들음병
과 같은 토양전염성병원균에 의한 병은 발생 후에는 방제가 쉽지 않으므로 배수 등 토양
물리성을 고려한 포장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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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뿌리썩음병 및 선충 피해
가) 병징
뿌리썩음병의 경우 뿌리가 검게 변색되어 썩으며 식물체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며 선충
류의 경우 피해 받은 뿌리는 수많은 혹이 생기거나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한다.

▲ 뿌리썩음병 병징

▲ 선충류에 의한 피해 병징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뿌리썩음병 병원균은 Phytophthora spp.이며 여름 장마기 토양수분 함량이 높게 유지되
는 경우 발병이 심하고, 연작지나 다년근 황기를 생산하는 포장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
황기에 보고되어 있는 선충류는 당근뿌리혹선충(Meloidogyne hapla Chitwood) 등 7종이 있
고, 사질토에서 선충의 이동성이 좋아 발병률이 높은 경향이다. 선충류는 뿌리 속에 발생
하므로 피해 받은 뿌리는 많은 혹이 생기거나 기형으로 변하여 상품성이 저하되고, 식물
체의 양분과 수분 흡수를 저해시켜 생장을 부진하게 한다.
다) 방제
연작 재배를 피하고 이전 작물에서 뿌리썩음병이나 선충류의 피해가 있었던 포장은 피
해야 하며 휴경하고 심경을 해주면 표토층에 주로 서식하는 선충의 밀도가 감소되어 이
후 재배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해충
1) 아카시아진딧물
가) 형태
몸은 대부분 흑색이고 배에는 그물무늬가 뚜렷하며 목화진딧물과 비슷하다. 성충은 2
∼2.3mm 정도로 흰색 밀납가루를 덮어쓰고 있지만 광택을 띠는 경우도 있고, 약충은 황
갈색이며 흰 가루에 덮여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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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시아진딧물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새싹과 어린 종자, 꼬투리에 성충과 약충이 무리지어 발생하여 흡즙한다. 피해 가지는
선단부가 위축되어 생장이 저해되고 분비물에 의해 그을음병을 일으킨다. 콩과작물의 생
육기와 일치하여 콩과작물의 주요 해충으로서 봄철 새싹부위에 발생하기 시작하고 다른
기주로 이동하여 발생하며 봄부터 가을까지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암컷성충으로 월동하고
증식한다.

▲ 아카시아진딧물 발생과 피해

다) 방제
발생초기에 황기 진딧물 GAP 적용약제인 이미다클로프리드 수화제,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티아메톡삼 입상수화제, 피메트로진 수화제를 살포하여 방제한다.

2) 싸리수염진딧물
가) 형태
날개가 있는 유시충(2∼2.5mm)은 녹색 또는 연녹색이며 배에 5개의 검은 띠무늬가 있
으며 날개가 없는 무시충(2∼3mm)은 연황색, 녹황색, 녹색이며 더듬이는 몸길이의 2배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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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리수염진딧물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식물체 줄기와 잎 뒷면, 어린 신초 등에 집단적으로 증식하여 흡즙하므로 발생 부위는
뒤틀리고 생장이 위축된다. 싸리나무 등 기주식물에서 알로 월동하고 4월 하순경에 부화
하여 단위생식으로 번식하며 유시충이 출현하면서 다른 기주로 이동하여 번식하는데, 6
월 상순과 8월 하순에 발생 최성기를 보이고 10월 하순에 겨울숙주로 이동하여 알을 낳는
다. 흡즙에 의하여 30여종의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싸리수염진딧물 발생과 피해

다) 방제
발생 초기 방제가 효과적이며 황기 진딧물 GAP 적용약제인 이미다클로프리드 수화
제,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티아메톡삼 입상수화제, 피메트로진 수화제를 살포하여 방
제한다.

3) 왕담배나방
가) 형태
성충의 날개편 길이는 35mm 내외로서 앞날개는 회황색이고, 다자란 유충의 몸길이는
약 35∼40mm로 체색은 녹색에서 갈색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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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담배나방 성충 및 유충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유충이 잎과 꽃봉오리를 주로 식해하는데, 황기에서는 주로 어린 유충이 신초와 꼬뚜리
부분을 가해하여 피해를 유발한다. 년간 2∼3세대 발생하고(성충 발생최성기: 6월 중·
하순, 8월 중·하순), 번데기 상태로 땅속에서 지낸 후 5∼6월에 우화하여 10월까지 피
해를 준다. 한 마리당 400∼600개 정도 알을 낳는데 신초 부위의 잎에 1개씩 산발적으로
낳지만 때로 5∼10개를 집단으로 낳기도 한다.

▲ 왕담배나방 유충 및 피해

다) 방제
페로몬트랩이나 유아등을 이용해서 성충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피해식물이나 유
충의 배설물을 확인하여 방제시기를 결정한다. 3령 이후의 유충은 방제 효과가 떨어지므
로 어린 유충기에 방제를 해야 하며, 주위의 기주식물에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기에 방제하는 것이 좋다. 전용 약제로 등록된 약제는 없으나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황기 진딧물 방제약제로 등록된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등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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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린재류
가) 형태
알락수염노린재,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등이 주요 발생 종으로 찔러서 빨아먹는 입 구
조를 가지고 있는 납작한 방패 모양의 해충이다. 알락수염노린재 성충은 10∼15mm 정도
로 적갈색에서 황갈색 무늬를 띠며.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는 길이가 15∼25mm 정도로
적갈색에서 흑갈색이지만 모두 변이가 심하다.

▲ 알락수염노린재

▲ 풀색노린재

▲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 썩덩나무노린재

▲ 노린재류 흡즙에 의한 신초 피해 증상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가해받은 잎에는 초기 흰 점이 생겼다가 자라면서 상처가 구멍이 되고 잎이 너덜너덜
해질 정도로 피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주로 어린 새순을 가해하지만 초기에는 피해증상
이 잘 관찰되지 않으나 심할 경우 식물체 전체의 생육도 위축되기도 한다. 노린재류는 식
물체 표면의 위, 아래로 빠르게 이동하며 잘 숨어 있다가 잎이 새로 나오는 부위에서 주
로 가해하는데 년간 2∼3회 발생하며 작물 잔재물이나 포장주위의 잡초 등에서 알로 월
동한 후 다음해 4, 5월경부터 기주식물로 이동하여 피해를 준다.
다) 방제
주로 잡초나 노지 식물체에서 재배지로 날아와 가해하기 때문에 방제적기를 놓치기 쉬
우므로 초봄부터 수시로 잎의 앞·뒷면을 살펴보면서 방제시기를 결정한다. 약제 살포시
인근 식물체 등으로 이동하여 있다가 일정 시간 후 다시 오기 때문에 약제 접촉이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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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방제 효과가 낮을 수 있으므로 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살포횟수 및 시기를 결정해
야 한다. 노린재류 방제로 등록된 약제는 없으나 진딧물 약제로 등록된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티아메톡삼 입상수화제, 피메트로진 수화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5) 애기잎말이나방류
가) 피해증상
유충이 잎자루 기부와 줄기 사이로 침입하여 가해하고 밖으로 배설물을 내보내므로 피
해 부위가 지저분해진다. 개화 전에는 꽃봉오리에 침입하여 내부를 가해하면서 꽃대 속
을 파먹어 들어가기도 하는데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피해부분의 뒷부분이 말라죽는다.

▲ 애기잎말이나방류에 의한 피해

나) 방제
성충과 유충 발생 초기에 방제하여야 효과적이며 나방류에 등록된 약제는 없지만 다른
해충 방제용으로 등록된 아세타미프리드수화제 이용이 가능하다.
● 황기 발생 병해충 GAP 적용약제 안전사용 지침
대상
병해충

약제명(품목명)

사용적기
및 방법

희석배수

입고병

하이멕사졸·메타락실 액제

발병초
10일간격
토양관주

아족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흰가루병

트리플루미졸 수화제
페나리몰 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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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안전사용 기준
처리시기

사용횟수

500배
(150㎖/주)

유묘기

3회 이내

2,000배

수확 14일전까지

3회 이내

2,000배

수확 14일전까지

3회 이내

3,000배

수확 21일전까지

3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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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병해충

약제명(품목명)

사용적기
및 방법

희석배수

안전사용 기준
처리시기

사용횟수

2,000배

수확 21일전까지

3회 이내

1,000배

수확 14일전까지

3회 이내

2,000배

수확 14일전까지

3회 이내

에타복삼 수화제

1,000배

수확 14일전까지

3회 이내

이미다클로프리드 수화제

2,000배

수확 21일전까지

3회 이내

2,000배

수확 14일전까지

3회 이내

4,000배

수확 14일전까지

3회 이내

3,000배

수확 21일전까지

3회 이내

디메토모르프 수화제
아족시스트로빈 수화제
노균병
메타락실 수화제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진딧물류
티아메톡삼 입상수화제

발병초
10일간격
경엽처리

발생초기
경엽처리

피메트로진 수화제

5. 수확 및 수확후 관리
수확시기
고랭지에서는 보통 3년근을 약용으로 이용하며,
비옥한 땅에서는 당년에도 뿌리가 상당히 크므로 식
품용으로 수확한다.
10월 하순~11월 중순 사이에 잎과 줄기가 마르
기 시작하면 수확한다. 다음해 수확할 것은 뿌리위
6~9cm 부위의 줄기를 낫으로 벤 다음 월동시킨다.
▲ 황기 년근별 뿌리크기

수확
잔뿌리가 적고 곧게 내려간 것은 줄기를 쥐고 뽑는 방법으로 수확할 수도 있지만 대개
는 줄기를 베고 포크레인으로 수확한다. 세척은 뿌리의 흙을 털고 오염되지 않은 물에 씻
는데 세척기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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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및 저장
단시일 안에 건조시키는 것이 깨끗하여 상품성이 높다. 열풍건조시 40~45℃에서 24시
간 정도 건조시킨다. 80~90% 건조되었을 때 간추려 묶어서 완전히 건조시킨 후 저장하
거나 출하한다. 1년생 건근수량은 10a당 150~200kg 정도이다.

6. 생약의 특성과 품질(KP)
생약재의 특성
이 약은 뿌리로 가늘고 긴 원기둥모양을 이
루고 길이 30~100cm, 지름 7~20mm이며
드문드문 작은 가지뿌리가 붙어있으나 분지
되는 일은 없고 근두부 가까이에서는 약간 꼬
여있으며 줄기의 그루터기가 남아 있다. 바깥
면은 연한 회황색~연한 황갈색이며 회갈색
의 코르크층이 때로 군데군데 남아 있고 불규
칙한 거친 세로의 주름과 가로로 껍질눈 같은 모양이 보인다. 질은 치밀하고 꺾기 힘들며
꺾인 면은 섬유성이다. 횡단면을 확대경으로 볼 때 최외층은 주피이고 피부는 연한 황백
색, 목부는 연한 노란색이며 형성층 근처는 약간의 황갈색을 띤다. 피부의 두께는 목부지
름의 약 1/3~1/2이고 가는 뿌리에서는 목부로부터 피부에 걸쳐 흰색의 수선이 보이나 굵
은 것은 때로 다수의 방사상의 갈라진 틈이 있다. 대개 수는 볼 수 없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약간 있고 맛은 달다.

품질
순도시험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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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농약
가) 나프로파마이드 0.1ppm 이하.
나)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다) 디엘드린 0.01ppm 이하.
라)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마) 아세타미프리드 0.1ppm 이하.
바) 아족시스트로빈 0.1ppm 이하.
사) 알드린 0.01ppm 이하.
아) 엔도설판 (α,β-엔도설판 및 엔도설판 설페이트의 합) 0.2ppm 이하.
자) 엔드린 0.01ppm 이하.
차) 이미다크로프리드 0.3ppm 이하.
카) 트리프루미졸 0.1ppm 이하.
타) 티아메톡삼 0.1ppm 이하.
파) 페나리몰 0.5ppm 이하.
하) 피메트로진 0.05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건조감량 : 13.0% 이하 (6시간).
⊙ 회분 : 5.0% 이하.
⊙ 산불용성 회분 : 1.0% 이하.
⊙ 저장법 :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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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약용

01
◀

강황

요
수
신
식물명 : 강황(생강과, Zingiberaceae)
생약명 : 강황(畺黃, Curcuma Longa Rhizome)
학명 및 식물기원 : C
 urcuma longa L.
이용부위 : 뿌리줄기를 속이 익을 때까지 삶거나 쪄서 말린 것

1. 식물의 성상
식물의 형태
강황은 다년생 초본식물로 높이 50~170cm로 식물체에 특이한 향기가 있다. 잎은 호생
하고, 잎자루는 길고 하부에 엽초가 있다. 엽신은 타원형~긴 타원형이고 잎끝은 뾰족하며
길이가 20~45cm, 너비가 6~15cm이다. 잎의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옅은 녹색 줄무늬
를 이루고 털이 없고 매끈하다. 꽃은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피며, 꽃대는 엽초 사이에서 발
생하고 길이 약 20cm의 수상화서를 이룬다. 꽃에는 여러 개의 작은 잎(포엽)이 있고, 꼭대
기 부분의 작은 잎(포엽)은 백색이고 선단은 담자홍색을 띄고, 하부는 선녹색이다. 각 작은
잎(포엽) 사이에 담황색의 꽃이 3~4개가 핀다. 꽃은 화서의 하부의 꽃부터 핀다.
근경(뿌리줄기)은 난형(卵形)이며 1~4개로 여기에서 측근경(곁뿌리줄기)은 난형 또는 구
부러진 옥돌모양으로 모두 마디가 있고 손가락 모양으로 나뉘어 갈라진다. 외면은 적황색
~황갈색 줄무늬를 띄고 있다. 내부의 색은 주근경은 진하고 측근경은 연하지만 생육단계
에 따라 다르다. 근경에는 많은 뿌리가 발생하고, 일부의 뿌리는 선단이 방추모양으로 괴
근(덩이뿌리)이 생기는데 이것을 울금이라고 한다.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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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속식물
강황(薑黃 Curcuma longa rhizoma)은 식물명과 생약명이 강황으로 같으며 강황(薑黃)
Curcuma longa L.(생강과 Zingiberaceae)의 뿌리줄기로서 속이 익을 때까지 삶거나 쪄서 말
린 것이다. 울금(鬱金 Curcuma Root)은 식물명은 강황이고 생약명이 울금이며, 온울금
(溫鬱金) Curcuma wenyujin Y. H. Chen et C. Ling. 강황 (薑黃) Curcuma longa Linné, 광서아
출 (廣西莪朮) Curcuma kwangsiensis S. G. Lee et C. F. Liang 또는 봉아출 (蓬莪朮) Curcuma
phaeocaulis Val. (생강과 Zingiberaceae)의 덩이뿌리로서 그대로 또는 주피를 제거하고 쪄
서 말린 것이다. 아출(莪朮 Zedoary)은 식물명이 봉출이고 생약명은 아출이다. 봉아출 (蓬
莪朮) Curcuma phaeocaulis Val., 광서아출(廣西莪朮) Curcuma kwangsiensis S. G. Lee et C. F.
Liang 또는 온울금(溫鬱金) Curcuma wenyujin Y. H. Chen et C. Ling (생강과 Zingiberaceae)
의 뿌리줄기를 그대로 또는 수증기로 쪄서 말린 것이다.

주요 성분 및 약리작용
주요성분은 쿠르쿠민(curcumin)류와 정유를 함유한다. 쿠르카멘(1-curcamene), 세스퀴
터펜(sesquiterpene), 캄포어(camphor), 쿠마린(curmarin), 프로쿠쿠메놀(procurcumenol),
쿠르디온(curdione), 쿠르쿠민(curcumine) 등, 그 외 전분, 지방유 등도 포함한다.
약리작용은 행기화어(行气化瘀), 청심해욱(淸心解郁), 이담퇴황(利膽退黃); 경폐통경
(徑閉痛俓), 흉복창통(胸腹脹痛), 자통(刺痛), 열병신혼(熱病神昏), 나간발광(癩癎發狂),
황달뇨적(黃疸尿赤)에 처방한다(중국약전, 2000).

2. 재배환경
기후
열대 아시아 원산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남부, 타이 등지에서 재배한다. 우리나라
에는 최근에 도입되어 남부 지방 일부에 재배되고 있다. 열대 습윤 식물이기 때문에, 생
육기간에 고온다습이 좋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적은 지역에 적합하다. 여름철의 건조는
생육을 극도로 저해하기 때문에 적당한 강수가 있는 것이 좋다. 전형적인 다년생 열대식
물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에서는 여름철의 고온다습의 조건에서 왕성하게 생육하
며, 겨울철에는 지상부가 고사하여 1년생 작물로서 재배된다. 따라서 겨울철에 뿌리가 얼
지 않는 남부 해안에 재배할 수 있다. 양지에 재배하는 것이 품질이 좋으나 차광이 많은
음지가 아니라면 시비관리로 어느 정도의 대처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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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토양의 적응성은 매우 넓은데, 물을 지니는 보수력이 있고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수분이 적당하고 배수가 잘되며 부식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양토나 사양토에서 잘 자
란다.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곳은 가급적 피해야 하고 배수를 해 주어야 한다. 중점토에서
는 심경을 해서 유기질퇴비를 시용하고 토양을 개량한 후 재배하면 좋다.

3. 재배기술
품종
강황은 육성 품종은 없고 일본 도입종을 주로 재배하는데, 일본에서는 특히 서남 난지
의 각지에서 자가용으로 또는 일부 지역에서는 건강식품 소재로서 재배되고 있으나 품
종, 계통의 실태는 불명확하다.

번식
강황은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근경을 이용한 영양번식을 한다. 근경은 비교적 큰 것이
품질이 좋고 수량을 높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30~50g의 건전한 근경을 사용한다.

종근준비
강황은 11월 하순~12월 하순이 되면 지상부의 줄기 잎이 마르고 지하의 비대도 멈춰
뿌리의 싹도 휴면한다. 지상부 잎이 황색으로 변하면 뿌리줄기를 수확해서 종근으로 이
용한다. 뿌리줄기의 모든 부분을 이용할 수 있으나 뿌리줄기가 큰 것이 잘 자란다. 수확
한 종근은 휴면을 하는데 휴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식하기 전에 18~23℃의 온도 조
건에서 1개월 정도 저장한다. 휴면타파 한 종근을 지온이 20℃ 이상이 될때 정식한 뿌리
는 발아가 잘된다. 휴면타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아하는데 50일 정도 소요된다. 밭에
직접 심을 경우 뿌리줄기 무게가 30~50g 정도 되는 종근을 10a당 3,000~3,500개 준비
한다. 종근소요량은 90~175kg/10a로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로 뿌리를 분할하여 종근으
로 사용한다. 종근용으로 쓸 것은 수확 직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정식
정식 시기는 재배지의 기상, 입지 조건, 재배방법과 전작물의 수확시기 등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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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무피복 재배에서는 3월 하순에서 4월 하순까지 정식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빨리
정식하는 것이 수량이 증가된다. 피복재배는 흑색비닐을 피복하고 노지재배보다 정식시
기를 앞 당겨 정식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늦게 하면 온도가 너무 높아 악영향을 받아 수
확이 감소하게 된다. 정식은 흐리고 비 오는 날 혹은 오후를 택하여 한다. 강황의 재식밀
도는 고랑폭 30~60cm, 이랑폭 90~100cm에 포기사이 30~50cm 간격으로 정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만, 종근의 크기에 따라 조절한다. 정식하기 전에 검은색의 비닐을 피
복한 다음 7~10cm 깊이로 심는다. 강황은 발아까지 40~50일 정도 소요되며 토양이 건
조하면 발아가 더 늦어진다. 가뭄이 심할 때는 관수하면 다수확 할 수 있다.

비료주기
강황은 일반적으로 화학비료를 시용하는 것 보다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시용할 경
우 근경의 쿠르크민(curcumin) 함량이 증가된다. 유기질 비료는 10a당 1,500kg를 시용
하고 정지하여 전층시비가 되도록 한다. 유기질 비료를 많이 주면 토양의 습도를 잘 유
지시켜주어 수량을 높일 수 있다. 화학비료는 밑거름으로 질소 5.0, 인산 15.0, 칼륨
9.0kg/10a을 시용한다. 추비는 6월 하순경과 7월 하순경 2회로 나누어 질소와 칼륨을 분
할 시비한다. 분할 시비의 경우에는 추비 2회로 나누어 질소는 2.5kg씩 시용하고, 칼륨
은 제1차는 3.0kg, 제2차는 6.5kg으로 분할 시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토양 pH의 정도
에 따라서 고토석회를 정식 전에 시용하고 경운한다.

본밭관리
1) 잡초제거
정식을 한 후 활착이 되면 수시로 잡초를 제거해 준다. 생육 초기에 반드시 중경제초를
하여 잡초가 강황을 덮는 것을 피해야 한다. 6월과 7월에 제초, 추비, 배토한다. 2회째의
배토 후에 묘 사이와 포기 사이에 생(生)퇴비 등의 유기물로 피복하는 경우는 한발피해와
잡초발생 방지에 효과적이다.

2) 관개와 배수
강황은 배수가 잘되는 곳에 심고 토양 수분관리를 적당하게 해주어야 한다. 강황은 수분이
적당한 곳에서 잘 자라는데 출아기와 유묘기에 일정하게 적당한 양의 물을 주어야 하고, 생
장기의 건조는 수확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개하는 것이 좋다. 식물체가 성숙한 뒤에
는 수분이 너무 많으면 제때에 고인 물을 배수하여 병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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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해충 방제
병해충 피해는 극히 적다. 전작(前作)에 의한 선충의 발생이 있어, 뿌리의 비대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또, 줄기 색과 비슷한 벌레 구멍이 드물게 발견된다.

5. 수확 및 조제
수확
강황의 수확시기는 11월 이후 잎과 줄기가 황변해서 마른 다음에 맑은 날에 줄기를 잘라
내고 뿌리줄기를 상처가 나지 않도록 수확한다. 너무 늦게 캐거나 캔 뿌리줄기를 수분이
있는 상태로 방치할 경우 부패할 수가 있으므로 적기수확과 작업이 중요하다. 특히 동해방
지를 위해 땅이 얼기 직전에 수확해야 한다. 수확한 근경의 잔뿌리를 제거한 후, 물에 씻
고, 삶거나 쪄서 햇볕에 말린다. 수량은 건 강황은 10a당 300~350kg 생산 할 수 있다.

저장
수확할 때 상처가 나면 부패의 원인이 되므로 저장
하기 전에 상처부분이 잘 아물도록 한다. 저장할 때는
저온으로 인하여 뿌리줄기가 얼지 않도록 주의하며
저장은 10℃ 이상의 온도와 90~95% 습도에서 저장
하도록 한다.
늦가을에 수확한 근경은 양지바른 곳 및 배수가 좋
은 장소에 고구마의 저장법에 준하여 월동 저장 한다.
근경은 쪼개지 않고 구멍에 건조하지 않게 매몰한다. 남부지역 등 월동 가능한 지역에서
2~3월에 수확한 경우는 저장할 필요가 없다.

가공
강황은 물에 깨끗이 씻은 후, 근경의 크기에 의한 큰 차가 있으나 더운 물에 30분 담근
후에 6시간 삶아서 근경의 심(芯)까지 부드럽게 되기까지 삶고, 그 후 서서히 식혀 바람
이 잘 통하는 곳에 널어 건조한다. 끓는 물에 삶지 않은 것은 마르는 것이 늦어져서 시간
이 많이 소요된다. 말린 후 통에 넣고 흔들어서 거친 껍질을 제거하면 심황색의 마른 강
황으로 된다. 흔들 때 깨끗한 물을 조금 뿌리는 동시에 강황의 부드러운 가루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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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고 다시 흔들어서 강황을 금황색으로 변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생강황 350kg을 가공
하면 건강황 50kg이 된다.

6. 생약의 특성과 품질(KP)
생약의 특성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건조물에 대하여 쿠르쿠민 (C21H20O6 : 368.38), 데메톡시쿠
르쿠민(C20H18O5 : 338.35) 및 비스데메톡시쿠르쿠민 (C19H16O4 : 308.33)의 합 3.2% 이
상을 함유한다. 이 약은 뿌리줄기로 때때로 곁뿌리줄기가 있다. 뿌리줄기는 고르지 않은
난원형, 원기둥모양 또는 방추형이며 길이 2~5cm이고, 지름 1~3cm이다. 곁뿌리줄기는
두 끝이 원기둥모양으로 약간 구부러져 있으며 지름 약 1cm, 길이 2~6cm로 모두 돌림
마디가 있다. 코르크층이 붙어있는 것은 황적색으로 광택이 나고 코르크층이 없는 것은
어두운 황적색으로 가루가 붙어있다. 질은 단단하고 꺾기 어려우며 꺾인 면은 황갈색~황
금색이고 각질 모양이며 왁스 모양의 광택이 난다. 횡단면을 확대경으로 볼 때 내피층은
고리무늬가 뚜렷하고 유관속은 별 모양으로 흩어져 있다.
이 약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볼 때 가장 바깥층에는 보통 4~10층의 코르크층이 있거
나 또는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피부 및 중심주는 1 층의 속껍질에 의해 구분된다. 피부 및
중심주는 유조직으로 되어있고 유관속이 흩어져있다. 유조직 중에는 기름세포가 흩어져
있고 유세포 중에는 노란색물질, 옥살산칼슘 사정 및 단정이 있고 호화된 전분립이 들어
있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있고 맛은 쓰고 자극성이며 침을 노랗게 물들인다.

품질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 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ppm 이하.

마) 엔드린 0.01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회분 : 7.0% 이하. ⊙ 산불용성 회분 :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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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

02
◀

개똥쑥(청호)

요
수
신
식물명 : 개똥쑥(국화과, Compositae)
생약명 : 청호(靑蒿, Artemisiae Annuae Herba)
학명 및 식물기원 : A
 rtemisia annua L.
이용부위 : 잎, 열매

1. 식물의 성상
식물의 형태
개똥쑥은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동부 유럽, 북아메리카 등지에서 자라는 일년생 초
본식물이다. 줄기는 뿌리에서 한 개의 줄기가 나와 길이는 1.0~2.5m로 직립하여 자라며
분지가 2~3개 발생되고 녹색이며 향기가 있다. 근생엽은 엽병이 있고, 2회 우상복엽으
로 난형이며 개화되면 시들어 없어진다. 줄기에서 나오는 경엽은 3회 우상복엽으로 4~5
개의 열편으로 갈라지고 소엽의 수가 일정하지 않다. 경엽에는 선모가 있으며 상부로 올
라갈수록 엽의 크기는 작아져 삼각난형, 난형, 좁은 난형이며 복엽수는 3회에서 1회로 감
소된다. 화서는 무한화서로서 원추형이며 총포편은 2~3층으로 털이 없고 난형, 둥근형이
다. 총포내의 소화는 통상화로 주변화와 중앙화로 되어 있다. 중앙화는 암술과 수술이 함
께 있는 양성화로 암술은 주두가 2개로 갈라졌고, 수술은 5개이다. 종자는 삭과로 타원
형이고 연한 녹색이며 종자의 길이는 0.55±0.05mm, 넓이는 0.34±0.04mm, 천립중은
0.03~0.04g이다.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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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속식물
우리나라에는 사철쑥(A. capillaris), 개똥쑥(A. annua), 비쑥 (A. scoparia), 제비쑥(A.
japonica), 실제비쑥(A. japonica var. angustissima), 섬제비쑥(A. japonica var. hallaisamensis),
개사철쑥(A. carvifolia), 큰비쑥(A. fukudo), 맑은대쑥(A. keiskeana), 비단쑥(A. lagocephala),
구와쑥(A. laciniata), 흰쑥(A. stelleriana), 더위지기(A. iwayomogi), 흰산쑥(A. iwayomogi var.
vestita), 흰더위지기(A. iwayomogi for. discolor), 털산쑥(A. sacrorum), 뺑쑥(A. feddei), 참쑥
(A. lavandulaefolia), 황해쑥(A. argyi), 외잎쑥(A. viridissima), 물쑥(A. salengensis) 외잎물쑥(A.
salengensis for. simplicifolia), 가는잎쑥(A. subulata), 넓은잎외잎쑥(A. stolonifera), 율무쑥(A.
koidzumii), 덤불쑥(A. rubripes), 그늘쑥(A. sylvatica), 산쑥(A. montana), 쑥(A. indica), 산흰
쑥(A. sieversiana) 등이 있다.

주요 성분 및 약리작용
주요 성분은 아르테미시닌(artemisinin), 아르테안누인(arteannuin), 스코폴레틴
(scopoletin), 에우파틴(eupatin) 등이 있다. 약리작용은 주로 말라리아 치료제로 이용하며,
해열, 이담, 악창 등 질병치료로 사용하고, 유방암의 항암 효능 등이 있다고 알려졌다.

2. 재배환경
기후 조건
개똥쑥은 양지바른 야산이나 들에서 잘 자라며, 종자는 7℃ 이상에서 발아가 가능하
고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며 최적 생육온도는 20~25℃이다. 생육온도는 연평균온도가
13.5~17.5℃로, 10℃ 이하가 되지 않아야 하며, 적산온도는 3,500~5,000℃로 일조시수
는 연간 약 1,000시간이 되어야 한다. 생육기간 중의 평균온도는 17.6~28.4℃로 연 평균
강우량은 600~1,000mm가 필요하다.

토양 조건
개똥쑥은 토양 pH가 4.5~8.5인 대부분의 토양에서 잘 자라며 배수가 잘되고 토양이
부드러우며 토심이 깊은 토양이 적합하다. 개똥쑥 재배시 질소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
는 분지가 발생되기 시작하고 화아가 분화되는 시기이며 칼륨은 파종 후부터 화아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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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요구량이 계속 증가되므로 밑거름으로 주어야 된다. 수분 조건은 파종한 뒤 제6엽이
발생되기 전이 수분에 가장 민감하여 가뭄 또는 도복이 되기 쉽다. 그 시기가 지나면 개
똥쑥은 잔뿌리가 많이 발생되어 가뭄 또는 도복에 강한 저항성 보여준다. 하지만 개똥쑥
은 묘가 어리고 생육 초기 단계일 때는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
수분을 충분히 주고 배수도 잘 되어야 한다.

3. 재배기술
종자 선택
종자는 기원이 확실한 종자를 선택해야 한다. 기원이 다른 종자는 아르테미시닌 함량이
0.01%에서 1.0% 이상으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재배하기 전에 종자의 기
원을 확인해야 하며 최적 재배를 위해 종자의 특성 및 종자 선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
장 좋은 종자는 알이 차고 외형이 좋아야 되며, 수분함량이 13% 이하이면 약 4개월 동안
저장이 가능하다.

번식
개똥쑥은 종자로 번식하며, 지역의 생육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시기에 채종한 종자를 이
용한다. 대체로 식물체로부터 60~120g의 종자가 채종된다. 종자는 채종 당년 또는 다음
해에 이용할 수 있다. 꽃은 자가수분에 매우 적합한 두상체 구조이지만 자가불화합성에 의
해 결실이 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수성 아르테미시닌 고함유 계통을 자가수분으로 보존
하기는 어려우며 식물체간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종자생산은 대량 생산을 위
하여 잎 다수성 고 함유 아르테미시닌 성분을 가진 종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재배 방법
1) 재배지 선정
개똥쑥 재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은 햇볕이 잘 드는 경사지를 선택한다.

2) 파종 및 이식
가) 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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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는 줄을 따라 조파를 하거나 육묘상자에 파종을 한다.
나) 묘상관리
출아가 되면 물을 주고 제 7엽이 나온 후에 연약해질 수 있다. 육묘 양은 재배 조건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다) 이식
파종 후 6주가 지나면 이식하기에 적합하다. 육묘상자에 3월 상순경 파종해서 4월 중~
하순경에 이식한다. 본밭에 이식할 때 적정 재식밀도는 90cm 이랑에 30×30cm 간격으로
이식하면 된다. 이식하는데 10a당 필요한 묘는 약 7,000주가 필요하다.

3) 거름주기
비료는 유기질 퇴비 2,000kg를 전량 밑거름으로 주고 질소는 일반적으로 10a당 6.7kg
이 필요하며 밑거름은 이식하기 전에 70%(4.7kg)를 시용하며, 추비는 분지가 발생하기 전
에 잡초 방제 및 북주기를 한 후에 추비 30%(2.0kg)를 주어 분지가 많이 발생되도록 한다.
비료량과 종류는 재배지와 재배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4) 본밭관리
가) 배수관리
개똥쑥은 배수가 안 되는 토양에서는 생육이 좋지 않고 뿌리썩음병이 발생된다. 장마기
에는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정비해주어야 한다.
나) 물대주기
개똥쑥은 전 생육 단계에 걸쳐 장마기 또는 가뭄시기에 관개 또는 배수를 해주어야 한
다.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 지상부 경엽에 물주기를 해야 한다.
다) 잡초방제
생육기간 중 잡초가 발생되면 바로 제거해주어야 한다. 첫 번째 잡초방제는 헛골에 중경
및 긁어주기로 이식한 후 약 20일 경에 해준다. 두 번째 잡초방제는 분지가 발생하기 전에
북주기와 함께 잡초를 제거한다. 개똥쑥이 자라서 밭에 우거지면 중경 제초는 할 필요가
없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개똥쑥에 등록된 제초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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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해충 방제
개똥쑥에 생육기간 동안 주로 발생되는 병해충은 뿌리썩음병, 바이러스, 해충 등이 발
생된다.

뿌리썩음병
1) 증상
식물체가 시들고 뿌리가 검게 되어 썩는다.

2) 예방 및 방제
병든 식물체를 제거하고 윤작을 한다.

바이러스 병
1) 증상
새로 나온 잎이 주름지고 오그라들고 잎의 크기가 작아진다.

2) 예방 및 방제
바이러스 매개충인 진딧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고 약제 방제시는 잎에 엽면 살포를
하는데 개똥쑥에 사용되도록 등록된 약제는 없다.

진딧물
1) 증상
어린잎과 잎뒷면에 주로 기생한다.

2) 예방 및 방제
살충제를 살포하는데 현재까지 적용 약제는 없다.

개미
1) 증상
생육초기단계의 식물체를 가해한다. 식물체의 정단부위를 시들게 하고, 식물체의 밑부
분을 갉아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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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 및 방제
식물체 주위에 구멍을 내고 내부에 살충제를 살포하는데 현재까지 등록된 약제는 없다.

5.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수확시기
개똥쑥은 생산되는 지역의 환경 및 재배 조건에 따라 아르테미시닌 성분의 함량 범위
는 넓다. 아르테미시닌의 가장 높은 함량은 잎의 건물중에서 1~2%까지 함유한다. 아르
테미시닌 함량은 지리적 환경, 수확시기, 온도와 비료 시용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개똥쑥에서 아르테미시닌의 최적함량을 확보하는 것은 수확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장 적합한 수확시기가 재배지역의 기상 조건에 맞게 결정되어져
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똥쑥을 수확하는 가장 적당한 시기는 화뢰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기단
계이다. 수확시기가 너무 이르거나 늦어지면 개똥쑥 잎 수량과 아르테미시닌 함량이 감
소된다. 따라서 수확하기 전에 아르테미시닌 함량을 조사해야 한다. 건물수량은 9월 상순
에 수확할 경우 5,500kg/10a 정도 수확이 가능하다.

수확 및 수확후 관리
수확은 날씨가 맑은 날 식물체 지상부 전체를 잘라서 수확한다.
수확한 식물체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을 분무해서 부드럽게 한 다음 절단한다. 절단
한 식물체는 햇볕에 말리는데 건조방법에 따라 아르테미시닌 함량은 달라질 수 있다. 양
건과 음건 그리고 60℃의 열풍건조기에서 건조할 경우 양건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건조
기간 중에 비를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잎이 완전히 건조되면 줄기를 흔들어서 잎을 따
로 분리하고, 가지를 제거한 다음 잎을 마대자루나 망사자루에 넣어서 보관하거나 출하
한다.

247

작물▶

약용

03
◀

인동덩굴(금은화)

요
수
신
식물명 : 인동덩굴(인동과, Caprifoliaceae)
생약명 : 금은화(金銀花, Lonicera Flower)
학명 및 식물기원 : L
 onicera japonica Thunb.
이용부위 : 꽃봉오리 또는 막 피기 시작한 꽃

1. 식물의 성상
식물의 형태
인동덩굴은 반상록 목본성 덩굴식물로 덩굴은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며, 작은 가지는
적갈색을 띠고 털이 있고 속이 비어 있다.
잎은 넓은 피침형 또는 계란모양의 타원형인데 끝이 뾰족하거나 끝이 둔하게 뾰족하며 원
저(圓底 : 잎의 밑 부분이 둥글게 생긴 것)로 길이 3~8cm 나비 1~3cm로 잎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없고 털이 없어지거나 뒷면 일부에 남으며 잎자루는 길이 5mm 정도로 털이 있다.
꽃은 6~7월에 잎겨드랑이에서 1~2개씩 나와 피며 포는 타원형 또는 난형이고 길이
1~2cm로서 마주나고 소포는 길이 1mm이다. 꽃받침은 털이 없고 열편은 털이 있으며,
꽃부리는 길이 3~4cm이고 겉에 털이 있고 대롱부 안쪽에 누워 있는 털이 있으며 끝은 5
개로 갈라지는데 그 중 1개가 길게 갈라져 뒤로 말린다. 꽃은 5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이
있으며 열매는 둥글고 지름 7~8mm로써 9~10월에 흑색으로 익는다. 꽃의 색깔은 처음
에는 흰색이나 차츰 노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금은화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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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속식물
우리 나라에 분포하는 괴불나무속(Lonicera) 식물은 인동을 비롯하여 괴불나무(L.
maackii), 각시괴불나무(L. chrysantha), 물앵도나무(L. ruprechtiana), 섬괴불나무(L. isularis),
댕댕이나무(L. coerulea var. edulis), 구슬괴불나무(L. vesicaria), 털괴불나무(L. subhispida), 볼
레괴불나무(L. monantha), 올괴불나무(L. raeflorens), 길마가지나무(L. harai), 숫명다래나무
(L. coreana), 왕괴불나무(L. vidalii), 청괴불나무(L. subsessilis), 흰괴불나무(L. tatarinowii var.
leptantha), 암괴불나무(L. nigra), 분홍괴불나무(L. tatarica), 홍괴불나무(L. sachalinensis) 등
이다.
인동의 변이종으로는 털인동(var. repens Rehder)과 잔털인동(for. chinensis Hara)이 있다.
어린 가지와 잎에 갈색의 털이 있는 것을 털인동(Lonicera japonica var. repens Rehder)이고
경남 남해지역에 분포하고, 잎 가장자리 이외에는 털이 거의 없고 상순(上脣)이 반 이상
갈라지며 겉에 홍색이 도는 것이 잔털인동(Lonicera japonica for. chinensis Hara)으로 경기도
에 자생한다.

성분이용
주요 성분은 꽃(금은화)에는 루테올린(luteolin), 이노시톨(inositol). 납질을 함유하며,
잎과 줄기(인동등)에는 5∼8%의 탄닌(tannin)이 있으며, 잎에는 로가닌(loganin), 함질소
화합물, 로니셀린(loniceline) 등이 들어 있다.
약리작용은 금은화는 청열해독(淸熱解毒), 양산풍열(凉散風熱), 옹종정창( 腫賽瘡), 후
비(喉痺), 단독(丹毒), 열혈독리(熱血毒痢), 풍열감모(風熱感冒), 온병발열(溫病發熱)에 효
능이 있으며, 인동등은 청열해독(淸熱解毒), 소풍통락(疎風通絡)-온병발열(溫病發熱), 열
독혈리(熱毒血痢), 옹종챵양(癰腫瘡瘍), 풍습열비(風濕熱痺), 관절홍종열통(關節紅腫熱
痛)에 처방한다.

2. 재배환경
기후
우리 나라 전지역에 재배가 가능한데 햇빛이 잘 들고 물빠짐이 잘 되는 곳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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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환경적응성이 강하여 심한 모래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재배가 가능하나, 토심이
깊고 부식 함량이 많은 비옥지에서 생육이 잘 된다.

3. 재배기술
품종
인동덩굴은 육성된 품종은 없고 인동덩굴의 변이종으로는 털인동(var. repens Rehder)과
잔털인동(for. chinensis Hara)이 있다.

번식
종자번식과 삽목 및 분주에 의한 영양번식이 가능하다. 많은 양을 심지 않을 때는 주로
분주하거나 삽목묘를 정식 하지만 많은 모를 필요로 할 때는 실생육묘를 이용한다.

1) 종자 파종
9월 중순 이후 흑색으로 잘 익은 종자를 채취하여 완전히 후숙시킨 후 종피를 제거하고
그대로 가을 파종을 하거나, 가는 모래와 석어 노천매장 했다가 이듬해 얼음이 풀리면 이
른 봄에 꺼내어 파종한다. 토양 수분유지가 잘 되고 물 관리가 편리한 곳에 묘판을 설치
하고, 10a당 퇴비 1,200kg, 계분 100kg을 넣고 경운정지 하여 전층시비 한다. 가을파종
의 경우는 파종직전에 그리고, 봄파종 할 때는 얼음이 풀리면 곧바로 120~150cm의 두둑
을 만든 다음 두둑에 20cm 간격으로 3cm 정도의 깊이로 골을 파고 줄뿌림을 한 후 1cm
정도의 깊이로 복토한 후 볏짚을 피복하고 충분량의 물을 주어 발아에 지장이 없도록 한
다. 종자 1000립중은 3.4g이고 발아율은 70~80% 정도로 10a당 파종량은 1.5kg 정도가
필요하다.

2) 포기나누기
새 가지가 많이 발생하도록 원줄기를 잘라서 가지치기를 유도하고, 가지를 흙으로 덮어
주면 마디에서 뿌리가 내린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캐낸 후 지상부 30cm 정도만 남겨
두고 잘라 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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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삽목
종자 번식만큼 대량증식은 어렵지만 많은 량의 묘를 양성 할 수 있다. 3월 하순~4월
초가 삽목 적기이며, 삽목 방법은 줄기를 4마디로 잘라 2마디를 삽식하고 뿌리가 나와 활
착될 때까지 적습을 유지한다. 상토는 가는 모래와 질석을 용량비로 1 : 1로 석어서 만들
고 상토는 10cm 정도로 한다. 모래에 염분이 섞이면 안 된다.
붉은인동을 6월 중순~8월 상순까지 삽목하여 7월 하순~9월 중순 분식하고 10월 하순
부터 가온(낮 25℃/밤 15℃)하면 12월 초순부터 개화하여(개화율 80.6%) 동계분화상품
생산이 가능하다.

정식
정식 시기는 재배지의 기상, 입지 조건, 재배방법과 전작물의 수확시기 등에 의해 결정
한다. 실생묘나 삽목묘의 정식 시기는 얼음이 얼기 전 11월까지, 또는 이듬해 3월 중~하
순이 적기이다. 심는 거리는 토양의 비옥도나 지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20×50cm
간격으로 심고 밭둑, 울타리 같은데 심을 때는 30~40cm 간격으로 심는다.
심는 방법은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당 퇴비 2kg과 계분 1kg을 겉 흙과 석어 넣고 그 위
에 흙을 10cm 정도 덮은 다음 뿌리를 잘 펴놓고 흙을 채운 후 뽑아 올려 깊게 심겨지지
않도록 하고 밟아 준 후 흙을 긁어모아 올려 묘가 똑바로 설 수 있게 해준다. 산간지역에
서는 심기 전에 구덩이에 거름을 주고, 2년부터는 나무 옆에 구덩이를 파고 산림용 고형
복합비료를 준다. 2년째에는 양쪽을 파고 산림용복합비료 1개씩 넣어주고, 3년 부터는
주당 3~4개씩 주고 5년 이후는 생육을 보아 가면서 양을 가감한다.

본밭관리
1) 수분관리
정식한 후 물을 준 다음 흙을 덮고 검정비닐을 씌워주면 수분 유지가 잘 되고 잡초방제
도 겸하게 됨으로 효과적이다. 덩굴성이므로 50cm 이상 자라면 감고 올라갈 울타리를 만
들어 준다.

2) 전지 전정
꽃을 많이 따기 위하여 전정을 한다. 전정 시기는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그리고 7월
하순경 꽃이 진 후와 9월 상순에 한다. 낙엽이 지고 난 후부터 이른봄 까지의 전지는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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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병들어 약한 가지, 마른 가지, 아래로 처진 가지를 자르고 덩굴이 똑바로 서게 하
고, 가지 뻗음이 고르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우산형으로 길러 꽃이 많이 피도록 한다. 생
장기 전지는 꽃을 채집한 후 꽃이 많이 피도록 하기 위하여 줄기 끝을 자르고 다시 두 번
째 꽃을 채집한 후에 길게 뻗은 줄기 끝을 자르고 3번째 수확이 끝난 후 9월 상순에는 나
무모형 만들기가 좋게 한다.

4. 병해충 방제
재배기간중 주로 갈색점무늬병이 생기는데, 병반은 원형이거나 엽맥의 제한을 받아 다
각형으로 갈색반점이 생긴다. 인동덩굴에 등록된 방제 약제는 없다.

5. 수확 및 조제
꽃 수확
꽃이 피는 시기가 집중되므로 꽃을 수확할 때는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꽃봉오리
상부가 뚱뚱해지고 꽃이 벌어지지 않은 때가 수확적기이다. 지나치게 일찍 채집하면 꽃
봉오리가 푸른색이 나고 야들야들하며 작아서 수량이 적다. 너무 늦으면 꽃이 개화하여
질이 떨어진다. 꽃의 생화 수량은 10a당 130~150kg 정도 수확이 가능하다.
인동 등의 수확은 가을이나 겨울에 야들야들한 가지를 잘라서 햇빛에 건조시켜 출하
한다.

꽃 건조
금은화는 수확 즉시 건조 시켜야 하는데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드는 곳에 말리거
나 건조기에 넣어 말리는데 건조기에서 말릴 때는 꽃봉오리를 3~6cm 두께로 펴 널고 처
음 2시간은 30~35℃에서 건조시킨 후 40℃까지 온도를 올려 5~10시간을 건조시킨 후
45~50℃에서 10시간 정도 건조시킨 후 55℃로 온도를 올려 완전히 건조시키면 된다. 건조
시킬 때 손으로나 다른 물건을 이용하여 뒤적이면 색이 검게 변하여 품질의 저하를 가져온
다. 따라서 햇빛 건조보다는 건조기에서 건조한 것이 양품이 많이 나온다. 잘 건조된 금은
화는 바람이 잘 통하고 건조한 곳에 햇빛을 차단하고 습기와 좀을 방지하였다가 출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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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약의 특성과 품질(KP)
생약의 특성
이 약은 꽃봉오리 또는 막 피기 시작한 꽃으로 꽃봉오리는 작은 막대 모양 또는 깔때기
모양이고 꽃은 입술모양이며, 길이 15∼35mm이고 윗부분은 지름이 약 3mm이며, 아랫
부분은 지름이 약 1.5mm이다. 바깥면은 황백색 또는 녹백색이고 오래 저장한 것일수록
색은 진하다. 확대경으로 볼 때 연한 갈색의 털이 밀생하고 꽃받침은 녹색으로 끝이 5개
로 갈라져 있으며 갈라진 조각은 털이 있고 길이 약 2mm이다. 수술은 5개로 노란색이고
암술은 1개이며 씨방에는 털이 없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약간 있고 맛은 담담하며 약
간 쓰다.

품질
⊙ 이물 줄기 및 잎
이 약은 줄기와 잎이 5.0% 이상 섞여 있지 않다.

⊙ 중금속
가) 납 5 ppm 이하		

나) 비소 3 ppm 이하

다) 수은 0.2 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 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 ppm 이하.
마) 엔드린 0.01 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건조감량 : 15.0% 이하 (6시간).
⊙ 회분 : 9.0% 이하.
⊙ 엑스함량 : 묽은에탄올엑스 16.0% 이상.
⊙ 저장법 :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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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약용

04
◀

두충

요
수
신
식물명 : 두충 (두충과, Eucommiaceae)
생약명 : 두충(杜仲, 수피, Eucommia Bark), 두충엽(잎, Eucommiae Folium)
학명 및 식물기원 : Eucommia

ulmoides Oliv.
이용부위 : 수피(두충)와 잎(두충엽)

1. 식물의 성상
식물의 형태
두충은 키 15m, 굵기 40c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교목이다. 줄기는 곧게 자라며 가지
가 많이 생긴다. 잎은 어긋나게 발생하고 托葉이 없다. 길이 5~15cm, 넓이 2~7cm의 타
원형으로 끝이 갑자기 좁아져서 뾰족해지며 어린잎은 양면에는 연한 털이 있으나 다자란
잎은 아래 엽맥 위에 잔털이 있다. 잎 가장자리에 예리한 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1cm이고 잔털이 있다. 꽃은 자웅 2가화로 연록색이며, 열매는 길이 2.5~3.5cm의 편평
한 장타원형으로 날개가 있다. 잎, 수피 및 종피에는 고무질이 있다.

동속식물
중국이 원산지이며, 1과 1속으로 근연종은 없다. 원두충(元杜冲), 당두충(唐杜沖) 등의
이명으로 불리고 있는 점에 비추에 우리나라 재배역사가 당대 이전으로 추측되나 확실한
기록은 없고, 1930년에 일본 임업시험장으로부터 최초로 묘목이 도입되어 1987년부터
전국에 재배되고 있다. 육성된 품종이 없다.

254

약용작물 GAP 표준재배기술
◀신수요 약용작물▶

주요 성분 및 약리작용
주요성분은 구타 페차(gutta-percha), 케토스(ketose), 클로로게닉 엑시드(chlorogenic
acid), 펙틴(pectin) 등의 성분이 들어있다.
약리작용은 보간신(補肝腎), 강근골(强筋骨), 안태(安胎), 혈압강하(血壓降下), 진정(鎭
靜), 진통(鎭痛) 등의 효능이 있다.

2. 재배환경
기후
기온에 대한 적응력과 내한성이 비교적 강하다. 중국의 주산지 환경으로 볼 때 연평균
기온 12~17℃, 1월 평균기온 0.2~5.5℃, 7월 평균기온이 20~29.9℃, 최고 극 기온이
33.5~43.6℃, 최저 극 기온 -4.1~-19.1℃, 그리고 강수량 500~1,400mm 조건에서 정
상적으로 생장 발육할 수 있다. 그러나 가을에 어린나무는 눈의 보호 조직이 형성되기 이
전, 혹은 봄눈이 움튼 후에는 서리의 피해를 받는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생장발육이
좋으며 차광이 심하면 생육이 저조하다. 강우량이 많은 습윤한 환경을 좋아한다.

토양
토심이 깊고 비옥하며 배수가 잘되는 사질양토의 습윤한 곳이 적지이다. 토양에 대한
적응성이 강하여 pH 5.0~7.5에서 자랄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척박하고 건조하며 산
성이 강한 토양에서는 가지 끝의 눈이 마르고 잎이 시들어 생장이 정지하며 심하면 전체
가 누렇게 되는 황화현상을 나타낸다. 지형은 산록 또는 경사가 적은 비탈 밭 양지쪽이
좋다. 산지, 개간지, 폐경지, 농경지 주위의 유휴지를 활용하기에 적당하다.

3. 재배기술
번식방법
종자번식과 영양번식 방법으로 신초삽목, 뿌리삽목, 휘묻이 및 접목이 가능하다. 채종
이 용이하고 발아가 잘 되므로 일반적으로 종자번식을 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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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자채종 및 관리
6년 이상 자란 나무가 개화 결실하기 시작하며 20~30년생이 결실이 가장 왕성하다.
대량 채종을 목적으로 채종포를 조성할 때는 암그루와 숫그루 비율을 10：1로 식재한다.
종자 채종은 20~30년생의 건전한 암나무에서 잎이 진 후 10월 상~중순경 완숙한 종
자를 채취한다. 종피의 아교질이 건조하면 종자의 수분흡수를 방해하여 발아를 지연 또
는 저해하며, 일정기간 휴면을 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추파가 가능한 남부 지역에서는
채종 즉시 파종하고, 춘파할 때는 채종 후 노천 매장하여 저온을 경과함으로서 휴면이 타
파되어 정상적으로 발아할 수 있다. 노천매장은 종자부피의 3배 정도 되는 젖은 모래와
혼합하여 배수가 양호한 노천의 지하 50∼100cm에 매장한다. 노천매장하지 않고 일반
저장한 종자는 파종 전에 4~5℃에서 저온처리하거나 20℃ 온수에 2~3일 침지한 다음
물기를 없애고 파종함으로서 발아를 촉진시킬 수 있다.

2) 영양번식방법
삽목은 신초삽이 잘 된다. 신초삽목은 초여름에 1년생 어린가지를 5~6cm 길이로 잘라
삽목상에 2~3cm 깊이로 삽식한다. 토양온도 21~25℃에서 15~30일 경과하면 뿌리가
내린다. 삽목은 발근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없다. 삽수를 NAA 50ppm 용액에
24시간 처리하면 발근촉진 효과가 있다. 뿌리삽목은 직경 1~2cm 되는 뿌리를 10~15cm
길이로 잘라 상단부가 지면에 나오게 삽식한다. 삽목보다 발근이 잘되며 보통 묘목을 이
식할 때 뿌리다듬기에서 나오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접목은 이른 봄에 실생 2년생 대목
에 일년생 가지를 절접한다.

3) 그루터기번식 방법
두충 수확은 10~15년생을 완전히 베어 내는데 수확 후 그루터기를 이용하는 번식은 1
년생 묘목 재배 보다 생육이 왕성하여 조기 수확이 가능하다.

실생육묘
1) 묘상파종
종자는 수명이 짧아 상온에서 반년 이상 저장한 종자의 발아력은 14%로 낮아지며 1년 이
상 묵은 종자는 활력이 감퇴하여 거의 발아하지 않는다. 황갈색의 통통하고 건전한 종자를
골라 심는다. 종자발아 최저온도는 5~10℃, 적온은 18~20℃이므로 월 평균기온이 10℃
이상일 때 파종한다. 중북부지방은 3월 하순~4월 상순, 남부지방은 3월 중하순경이 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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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이다. 남부지방에서는 추파도 가능하다. 비온 후 파종하면 발아율을 높일 수 있다.
묘포는 물이 잘 빠지는 양토 또는 사질양토에 정하고, 1㎡당 요소 30g, 중과석 30g,
염화가리 15g, 퇴비 3kg 수준으로 고르게 뿌리고 경운 및 쇄토하여 흙을 부드럽게 정지
한다. 토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토양살충제를 미리 살포한다. 파종상은 폭
1.2m, 높이 10~20cm로 두둑을 만들고 두둑사이에 60cm 정도의 통로를 둔다. 파종요령
은 10cm 간격으로 골을 파고 줄뿌림 하거나 흩어 뿌림 하며, 파종량은 1㎡당 0.2ℓ 정도
가 적당하다. 씨를 뿌린 다음 고운 흙으로 1~1.2cm 복토하고 짚을 얇게 깔고 끈으로 고
정시켜 수분증발을 억제한다.

2) 묘포관리
파종 후 1개월이 지나 대부분 출아하였을 때 짚을 걷어내고 약 2달 동안 해가림 발을 쳐
서 직사광선으로부터 어린 묘를 보호한다. 묘의 생장상태에 따라 6월 하순까지 2~3회 솎
아서 1㎡당 100본 정도로 밀도를 조절한다. 잡초는 수시로 뽑아내고, 토양의 건조가 심할
때는 적절히 관수하며, 추비는 6월 하순 이전에 1㎡당 복합비료 약 30g이나 유기질비료
1kg을 살포한다. 묘목은 월동 중에 서릿발과 동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낙엽 후 뿌리가 상
하지 않게 캐서 다발로 묶어 물 빠짐이 좋고 추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양지에 가식한다.
1m 이상 자란 묘를 골라 본밭에 옮겨 심고 60cm 이하의 묘목은 묘상에 1㎡당 50본씩 다
시 심어 2년생 묘목으로 키운다.

묘목심기
1) 심는 시기
묘목을 본 밭에 옮겨 심는 시기는 봄과 가을이다. 겨울 날씨가 따듯한 남부지방에서는
낙엽직후 땅이 얼기 전 10월 하순~11월 상순에 정식하고 묘목 주위에 복토하여 동해를
줄여야 한다. 가을심기는 봄에 가뭄피해를 받지 않고 바로 생육이 시작되므로 활착율이
봄 심기보다 좋다. 복토는 봄에 파헤쳐 준다. 월동 피해가 우려되는 중북부방에서는 3월
하순경 또는 이른 봄 언 땅이 녹았을 때 옮겨 심는다. 일찍 심을수록 활착이 빨라 가뭄 피
해가 적고 나무가 몸살을 적게 한다.

2) 심는 거리 및 간벌재배
심는 거리는 토양의 비옥도, 수확시기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10a당 330주
를 기준으로 열간 2m, 나무간격 1.5m로 심는다. 농가에서는 800주/10a 이상 심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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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나치게 밀식하면 차광이 심하여 양지식물인 두충의 수세가 열세하고 품질과 수량이
떨어진다. 두충은 식재 후 적어도 10년 이상 자라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자본
회수를 위하여 합리적인 식재 계획이 필요하다. 간벌재배는 일반 재배의 2배로 밀식하고
식재 10년 후 2주 마다 1주씩을 솎아내기 겸 수확하는 방법이다.

비료주기와 심는 요령
심는 거리가 정해지면 묘목이 충분하게 심겨질 수 있도록 깊이 45cm, 넓이 50cm 정도
로 구덩이를 판다. 이 때 겉흙을 따로 두었다가 비료와 함께 섞거나 뿌리근처에 넣는다. 밑
거름은 구덩이 당 잘 썩은 퇴비 4kg, 요소 60g, 용과린 또는 용성인비 70g, 염화가리 30g
을 겉흙과 잘 썩어 넣고 뿌리가 비료에 직접 닿지 않게 흙을 약간 덮은 다음 묘목을 심는
다. 잘 썩은 계분이나 깻묵도 좋다. 심은 후 2년부터는 뿌리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이른 봄
에 산림용 고형비료 4개(60g)를 나무 주위에 묻어서 시비한다. 나무가 자라면서 시비량을
늘리는데 성목은 10a당 퇴비 1,200~1,500kg, 질소 8~12kg, 인산 8~12kg, 칼륨 4~6kg
를 봄이나 가을에 시비하고 산성이 강한 토양에는 석회질비료 50kg을 추가한다.

수목의 관리
주간을 곧고 길게 자라게 하여야 수피의 채취가 쉽고 품질도 좋다. 주간은 1개보다 2개로
키우는 것이 수피 생산량이 많다. 따라서 묘목을 5cm 정도 잘라 심고 곁눈이 자라면 세력이
가장 좋은 2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제거한다. 나무가 자라는 동안 곁가지는 수시로
잘라낸다. 성목이 되기까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랑에 간작할 수 있다. 간작물
은 생육이 왕성하지 않고 음지에 견디는 작물로 삽주, 둥굴레, 두과작물 등을 선택한다.

4. 병해충 방제
병
1) 갈색무늬병
잎에 부정형의 갈색병반을 형성하는데 주로 잎 끝에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병이
전전되면 잎이 말라서 떨어진다. 이병되어 낙엽 된 잎을 모아서 태우거나 땅에 묻어 병의
전이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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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저병
잎과 줄기에 발생하며 잎에서는 갈색의 둥근 반점을 형성하고 진전되면 원형 내지 부정
형으로 확대되어 잎이 마른다. 줄기에서는 주로 새로 나온 줄기에 발생하는데 병든 부위
는 변색되어 썩고 말라죽는다.

3) 기타병해
그 외에 묘포에 발생하는 병으로 모잘록병(병원균: Rhizoctonia solani Kuhn.)과 뿌리썩음
병(병원균: Fusarium sp.)이 있다. 모잘록병은 종자로 전염되며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은
진흙 토양에서 발생한다. 4~6월에 비가 많은 때에 병이 나면 목질화되기 전 유묘의 기부
에 갈색 얼룩점이 생기고 묘가 썩어 넘어진다. 6~9월 토양이 습하고 배수가 불량하면 해
를 받은 묘목은 줄기 기부와 뿌리의 껍질층과 수염뿌리가 썩고 마른다. 채소, 목화, 고구
마 등을 심었던 밭에 묘상을 만들지 말고 건전한 종자를 이용하도록 한다.
뿌리썩음병은 묘목의 뿌리 껍질층과 측근이 썩으며 포기가 마른다. 보통 6~8월에 발생
하고 우기에 심하다. 배수가 양호한 사양토에서 육묘한다.

해충
해충으로는 묘상에서 어린묘의 잎을 가해하거나 줄기를 잘라 먹는 토양해충의 피해가
있다.

5. 수확 및 건조저장
수령
수피의 두께는 두충의 품질 및 수량과 상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꺼운 것이 상품이며
수량도 많다. 생장 최성기에 이르는 10~20년생이 경제적 수확 년수이며, 생장이 좋은 것
은 8~10년생도 수확할 수 있다.

수확시기 및 방법
1) 두충
수확 시기는 수액유동이 왕성하여 수피가 잘 벗겨지는 5~6월이 좋다. 수확방법은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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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에 따라 전체 벌채수확, 간벌수확, 부분 박피수확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전체를 벌
채하여 수확할 때는 일시에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으나 맹아를 재생시켜 다시 수확 할 때
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며, 간벌수확은 밀식 재배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부분 박피는
나무를 자르지 않고 일정 부분만 수피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수확이 가능하지
만 노력이 많이 든다. 부분 박피는 직경이 10cm 이상 된 나무의 지상 2m 부위까지 세로
로 1/2을 채취한다. 박피 표면의 습도유지와 수피재생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빛이 완전히
차단되도록 두꺼운 흑색비닐을 덮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접착테이프로 고정한다. 30일
지난 후 비닐을 벗겨낸다. 박피부위의 재생은 5월 중~6중순에 채취하였을 때 잘되며, 7
년생의 경우 60~70%, 12년생은 30% 정도로 수령이 많을수록 재생력이 낮다.
두충은 맹아력이 매우 강하여 잘라낸 나무 둥치에서 여러 개의 새싹이 나오므로 그 중
에서 충실한 가지 2개를 골라 키우면 재생이 빨라 묘목을 다시 심는 것보다 일찍 수확 연
수에 달할 수 있다. 벌채할 때는 지상 10~20cm에서 톱으로 베고 횡으로 약 30cm 간격
으로 껍질에 칼집을 내고 다시 종으로 칼질하여 수피를 벗긴다.

2) 두충엽
여름과 가을 2차례 성엽기에 수확한다. 전정을 겸하여 가지를 잘라 잎을 딴다.

건조
1) 두충
수피는 음건을 주로 하는데, 건조할 때 비가 오거나 통풍이 좋지 못하면 곰팡이가 생겨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장마기에는 열풍건조기에서 건조하는 것이 좋다.

2) 두충엽
땅바닥에 직접 닿지 않게 공기가 잘 통하는 망사 또는 발에 널어 햇볕에 건조하가나 열
풍건조기에 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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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약의 특성과 품질(KHP)
생약의 특성
이 약은 줄기껍질로 널빤지 모양이고 양쪽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약간 말려있으며, 길이
와 너비는 일정치 않고 두께는 3∼7mm이다. 바깥면은 연한 갈색 또는 회갈색이고, 어떤
것은 뚜렷한 주름무늬 또는 세로로 갈라진 홈 무늬가 있으며, 어떤 것은 비교적 얇다. 거
친 껍질이 제거 되지 않은 것에서는 뚜렷한 껍질눈을 볼 수 있다. 안쪽 면은 평활하고 갈
색 또는 어두운 갈색을 띠며 가는 세로주름이 있다. 안쪽 면은 질이 약하고 쉽게 꺾어진
다. 이 약을 꺾으면 가늘고 은백색의 세밀하고 탄성이 풍부한 수지의 실들이 나온다.
이 약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볼 때 가장 바깥에는 두꺼운 낙피층이 있다. 낙피층은 내
측에 수층의 코르크세포가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다. 이 세포들의 세포벽은 목화되었고
그 아래에는 코르크피층이 있다. 사부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5∼7줄의 가로로 배열한 석
세포 고리가 있으며 각각의 고리 띠에는 3∼5개의 석세포가 있다. 수선은 2∼3열의 세포
로 되었고 코르크층 가까이에 붙어있으며 때로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수 근처에서는
흰색의 굳타펠카를 함유한 유세포를 볼 수 있고 이러한 유세포는 특히 사부 안쪽에 많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있고 맛은 약간 쓰다.

품질
순도시험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ppm 이하.

마) 엔드린 0.01ppm 이하.

⊙ 이산화황 : 30 ppm 이하.

⊙ 건조감량 : 10.0% 이하.

⊙ 회분 : 8.0% 이하.		

⊙ 산불용성 회분 : 6.0% 이하.

⊙ 엑스함량 : 묽은 에탄올엑스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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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

05
◀

만삼(당삼)

요
수
신
식물명 : 만삼(초롱꽃과, Campanulaceae)
생약명 : 당삼(黨參, Codonopsis Pilosulae Radix)
학명 및 식물기원 : 만삼 Codonopsis pilosula (Franch.)Nannf. 소화당삼 (素花黨參)
Codonopsis pilosula Nannfeldt var. modesta L. T. Shen 또는 천당
삼 (川黨參) Codonopsis tangshen Oliver
이용부위 : 뿌리

1. 식물의 성상
식물의 형태
만삼의 줄기는 가늘고 길며 가지가 많고 연한 줄기에는 가는 흰털이 있다. 잎은 어긋나
거나 마주나고 잎몸은 난형 또는 넓은 난형이다. 꽃은 꽃줄기가 있고 꽃받침은 녹색이고
5개로 갈라진다. 화관은 종모양이고 길이는 1.8∼2.3cm고 지름은 2∼2.5cm이다. 황록
색에 자주색 반점을 가지고 있고 앞 끝은 다섯 개로 갈라지고 갈라진 조각은 삼각형 또는
넓은 삼각형이다. 종자는 여러 개이고 가늘고 작으며 갈색으로 광택이 있다. 뿌리는 긴
원추상 주형이고 육질이며 표면은 회황색 내지 회종색이고 윗부분에 가늘고 밀집한 동그
란 반점이 있다. 뿌리는 긴 원주형이며, 약간 구부러져 있고 길이 10∼35cm 지름 4∼20
mm이다. 바깥면은 황갈색∼회갈색이고 뿌리 끝부분에는 사마귀 모양으로 돌기된 줄기
자국과 눈이 여러 개 있고, 줄기자국의 끝은 오목하게 들어간 둥근 점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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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속식물
만삼 Codonopsis pilosula Nannfeldt, 소화당삼 (素花黨參) Codonopsis pilosula Nannfeldt
var. modesta L. T. Shen 또는 천당삼 (川黨參) Codonopsis tangshen Oliver (초롱꽃과
Campanulaceae) 등이 있다.

주요 성분 및 약리작용
주요 성분은 사포닌(saponin), 미량의 알칼로이드(alkaloid), 이눌린(inulin), 타락세릴 아
세테이트(taraxeryl acetate)를 함유하고 있다. 약리작용은 피로 회복과 약한 폐를 보해 주고
생리불순, 소화불량, 신장염, 단백뇨, 부종 치료에 이용된다.

2. 재배환경
기후
만삼은 추위에 견디고 고온을 꺼리는 특성이 있어서 대부분의 줄기 잎은 여름철의 고온
계절이 오면 말라서 시든다. 고온기가 지나간 후에는 또다시 새롭게 줄기 잎이 나오면서
계속 생장하지만 수량이 감소된다. 만삼은 유묘기에는 그늘을 좋아하고 성숙한 후에는
광을 좋아하는데, 어린 묘는 햇빛이 강하면 말라 죽거나 생장이 불량하기 때문에 유묘기
간에는 적당히 차광을 해주어야 한다. 식물체가 자라면서 광에 대한 요구는 점점 증가된
다. 2년생 이상의 식물 포기는 광을 좋아해서 햇볕이 잘 드는 양지바른 곳에 이식해야 잘
자란다. 햇볕이 부족한 곳에서는 생육이 느리고 뿌리의 수량도 감소된다.

토양
만삼은 토층이 깊고 배수가 잘되며 부식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사질 양토에서 잘 자
란다. 점토나 낮은 지역의 배수가 잘 안 되는 곳은 피하고 윤작을 해야 한다. 파종기에는
종자가 가늘고 작기 때문에 토양 표면이 마르면 종자는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출아하
지 못한다. 출아하더라도 가뭄으로 고사하므로 토양 수분이 충분해야 한다. 파종 후에는
바로 피복을 해서 토양 수분을 유지해야 출아가 양호하고 어린묘의 생장에 유리하다. 생
육 중기에는 수분이 너무 많으면 생장에 불리하다. 장마기에는 토양의 배수가 좋지 않거
나 지대가 낮은 토양은 쉽게 뿌리가 썩어서 전 포기가 습해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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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배기술
채종 및 종자 준비
종자 채종은 파종한 이듬해의 2년생 식물체에서 채종을 하는데 일년생 식물체는 비록
꽃이 피고 열매는 맺지만 죽정이가 많아서 종자로 사용하지 않는다. 2년생 식물체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맺혀서 종자량이 많고 품질도 좋다. 보통 8~9월에 꽃이 피고 9~10월
에 종자가 결실된다. 종실이 황백색으로 되고 종자가 연한 갈색으로 될 때 채종한다. 종
자의 성숙 정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종자가 성숙하는 대로 채종한다. 대면적의 종자
를 채종할 때에는 대부분의 종자가 성숙되면 한 번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종자를 털어
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저장한다.

파종
파종은 직파재배와 육묘 이식재배 방법이 있는데 보통 육묘이식재배법을 한다. 파종 시
기는 봄 파종과 가을파종을 한다. 가을 파종은 땅이 얼기 전에 파종하면 출아율이 높고
유묘의 생장이 좋다. 봄에 파종한 것은 종자가 비교적 빨리 출아하거나 결주율이 발생된
다. 파종 방법은 줄뿌림과 흩어 뿌림을 한다.

1) 흩어뿌림
종자를 균일하게 이랑에 흩어 뿌리고 다시 흙을 얇게 덮는데 종자가 보이지 않게 한다.
그리고 가볍게 눌러서 종자와 흙이 긴밀히 결합하여 출아가 잘 되도록 한다. 종자 소요량
은 10a당 1.0~1.5kg이다.

2) 줄뿌림
줄 사이를 10cm로 하고 깊이 1cm의 얕은 골을 내고 종자를 균일하게 골에 뿌린다. 마
찬가지로 얇게 흙을 덮는다. 10a당 파종량은 약 1.0~1.5kg이다.
파종 후 두둑면을 볏짚이나 차광망 등으로 피복을 해서 수분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에
도 적당히 물을 주어 토양 수분을 유지하여 출아에 유리하게 해야 한다. 묘의 길이가 약
5cm될 때 덮어둔 피복물을 점차 벗기는데 한 번에 모두 벗기지 말아야 한다. 너무 뜨
거운 햇볕에 노출되어 유묘가 말라 죽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묘의 크기가 약
15cm 될 때는 광에 대한 적응 능력이 있으므로 전부 벗겨버린다. 또한 옥수수, 밀 등 작
물과 간작할 수 있다. 옥수수는 너무 배게 심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 배게 심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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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부분의 잎을 따버려야 한다. 묘의 높이가 약 10cm일 때 작은 묘와 약한 묘를 뽑아
버려 포기 사이를 1~3cm 되게 하여야 한다. 유묘기에는 잡초를 제거할 때 주의해야 한
다. 잡초가 너무 커서 뿌리가 깊으면 잡초를 제거할 때 묘를 상하게 하거나 주위의 유묘
도 함께 뽑힌다. 육묘상에는 비료를 주지 않고 적당히 수분을 공급하는데 적게 자주 주고
장마기에는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정식
만삼의 묘가 1년 동안 자란 후 가을철 10월 중순부터 11월 얼음이 얼기 전 또는 이른 봄
의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경 싹이 나오기 전에 이식한다. 정식은 이랑 넓이 90cm(고랑
넓이 60cm)로 두둑을 만들어서 정식한다. 만삼을 심는 간격은 줄 사이 20cm, 포기사이
20cm 간격으로 비스듬히 놓고 흙을 약 5cm 가량 덮는다. 주의할 점은 비료 시용 후 바
로 비닐피복을 하게 되면 가스피해가 발생되므로 반드시 비료를 시용하고 2~3주 이상
지난 다음에 비닐 피복을 하여 정식할 부분에 구멍을 미리 뚫어 주어 가스피해가 발생되
지 않도록 한다. 생육중기 이후 여름철 고온기에는 비닐을 벗겨서 지온상승을 막아준다.

비료주기
양지쪽의 작토층이 깊고 두터우며 배수가 양호한 사질 양토를 택하여 재배하는데 육묘
상에는 밑거름으로 퇴비 1,500kg을 주고 경운 정지하여 평평하게 한 다음 이랑을 만든
다. 정식하는 본밭은 토양이 부드럽고 비옥한 사질양토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지형의 위
치는 양지쪽을 향하여야 한다. 기비로 퇴비는 3,000kg를 주고 용성인비 37kg, 염화가리
8kg을 준다. 비료를 준 후 경운 정지한 다음 넓이 90cm의 두둑을 만든다. 경사진 밭에
심을 때에는 두둑을 하지 않고 비탈을 따라 평평하게 하면 된다.

본밭관리
만삼의 뿌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출아 후 흙을 부드럽게 하고 잡초방제를 하는
데 반드시 잡초가 발생하면 즉시 뽑아버려야 한다. 잡초를 방제할 때 만삼의 뿌리가 상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분관리는 이식한 후 제때에 물을 관개하여 묘가 마르는 것을
방지하며 출아를 촉진한다. 묘가 활착이 된 후에는 후 관개하지 않거나 적게 관개하며 만
삼 묘의 생장을 느리게 하여 양분을 소모하는 것을 피한다. 장마기에는 배수에 주의하여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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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의 높이가 30cm 될 때 지주를 세워 덩굴 줄기가 지주에 올라가면서 생장하게 한다.
지주를 이용하면 통풍이 잘되고 햇빛을 골고루 받아 광합성 작용 면적을 증가시켜 생장
이 왕성하고 병에 저항하는 능력이 높아져서 만삼 뿌리와 종자 채종량을 높일 수 있다.

4. 병해충 방제
녹병
병이 발생된 잎의 위부분이 약간 올라오는데 나중에 파열되어 등황색의 가루가 흩어져
나온다. 심할 때에는 잎몸이 시들어 죽어 생장에 영향이 있다. 보통 가을철에 병이 비교
적 심하게 발생한다.

1) 방제방법
① 윤작한다.
② 수확 후 시든 포기와 병이 난 잎을 깨끗이 없애 버린다.

근부병
5~11월에 발생한다. 병이 발생된 식물체의 수염 뿌리와 측근이 먼저 검은 갈색으로 변
하고 병반이 진전됨에 따라 포기 전체가 시들고 마르게 되는데 낮은 지역과 장마기에 많
이 발생한다.

1) 방제방법
① 윤작한다.
② 지세가 높고 배수가 잘되는 곳을 택하여 심는다.
③ 건전하고 무병한 종묘를 택한다.

노균병
잎면에 불규칙한 갈색의 병반점이 생기고 잎 뒷면에 회색 곰팡이와 같은 것이 발생하여
식물을 고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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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제 방법
① 윤작한다.
② 병이 든 포기와 마른 잎은 불에 태워 깨끗이 없애 버린다.
그 외에도 당근뿌리혹선충, 거세미나방, 땅강아지 등의 피해가 발생된다.

5. 수확 및 조제
수확
만삼 뿌리는 일반적으로 정식하고 2년~3년 후 가을철에 수확한다. 뿌리를 파내여 흙
을 털어 버리고 굵은 것과 가는 것을 따로 구분하여 부드럽고 연한 상태로 펴서 말린다.
손으로 같은 방향으로 잘 다듬어서 다시 말리는데 반복적으로 3~4회 건조시킨다. 10a당
수량은 건근중으로 250~400kg 생산되며 최대 500kg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저장
만삼은 대량의 당분을 함유하고 있어 저장 중에 벌레 피해를 받기 쉽고 곰팡이가 생기
며 당분이 나오고 색이 변하며 맛이 달라진다. 따라서 저장은 반드시 선선하고 건조한 곳
이어야 한다.

6. 생약의 특성과 품질(KP)
생약의 특성
1) 만삼
이 약은 뿌리로 긴 원기둥모양이며 약간 구부러져 있고, 길이 10∼35cm, 지름 4∼
20mm이다. 바깥면은 황갈색∼회갈색이다. 근두부에는 혹모양으로 돌기된 줄기 자국과
눈이 많이 있고, 이들 줄기 자국의 정단은 아래로 오목하게 둥근 점모양을 나타낸다. 근
두부 아래에는 치밀하고 고리모양인 가로무늬가 있고, 아래로 갈수록 점점 뜸해지며, 어
떤 것은 이 가로무늬가 전체 길이의 반에 달하기도 한다. 재배약재는 이 가로무늬가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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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이 없으며, 전체에 세로주름무늬 및 가로로 긴 껍질눈이 흩어져 있고, 지근이 떨어진
자리에는 보통 흑갈색의 끈적끈적한 물질이 있다. 질은 약간 단단하거나 질기다. 꺾인 면
에는 벌어진 틈 또는 방사상의 무늬가 있고, 피부는 연한 황백색∼연한 갈색이며, 목부는
연한 노란색이다. 이 약은 특유한 향기가 있고 맛은 약간 달다.

2) 소화당삼(素花黨參)
이 약은 뿌리로 긴 원기둥모양이며, 길이 10∼35cm, 지름 5∼25mm이다. 바깥면은
황백색~회황색이고 근두부 아래에는 촘촘한 고리모양인 가로무늬가 전체 길이의 절반
을 차지하고 있다. 꺾인 면에는 벌어진 틈새가 비교적 많고 피부는 회백색 또는 연한 갈
색이다.

3) 천당삼(川黨參)
이 약은 뿌리로 긴 원기둥모양이며, 길이 10~45cm, 지름 5∼20mm이다. 바깥면은 회
황색~황갈색이고 불규칙한 세로홈이 뚜렷하다. 질은 비교적 부드러우면서 질기다. 꺾인
면은 벌어진 틈이 비교적 적고 피부는 황백색이다.

품질
순도시험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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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ppm 이하.
마) 엔도설판(α,β-엔도설판 및 엔도설판설페이트의 합) 0.2ppm 이하.
바) 엔드린 0.01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건조감량 : 13.0% 이하.
⊙ 회분 : 6.0% 이하.
⊙ 산불용성 회분 : 2.0% 이하.
⊙ 엑스함량 : 묽은에탄올엑스 35.0% 이상.
⊙ 저장법 :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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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

06
◀

모과나무(목과)

요
수
신
식물명 : 모과나무(장미과, Rosaceae)
생약명 : 목과(木瓜, Chaenomelis Fructus)
학명 및 식물기원 : 모과나무 Chaenomeles sinensis (Thouin)Koehne 또는
명자나무 Chaenomeles speciosa Nakai (장미과 Rosaceae)
이용부위 : 잘 익은 열매

1. 식물의 성상
식물의 특성
모과는 장미과(Rosaceae)에 속하는 낙엽관목 또는 소교목으로 키가 2~3m로 자란다. 줄
기는 작은 가지는 자갈색 또는 흑갈색이고 가시가 없으며 어릴 때에는 털이 있으며 2년생
가지는 자갈색으로 윤채가 있다. 나무껍질은 붉은 갈색과 녹색 얼룩무늬가 있으며 비늘
모양으로 벗겨진다.
잎은 어긋나게 호생하고 타원상의 난형 또는 긴 타원형이며 양 끝이 좁고 가장자리에
선상의 작은 톱니가 있으며 잎 표면에는 털이 없고 뒷면에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지며 탁
엽은 피침형이고 길이는 7~8mm이며 가장자리에 선모가 있고 곧 떨어진다.
꽃은 4~5월경에 피며 연한 홍색으로 지름 2.5~3cm 크기로 가지 끝에 한 개씩 달리며
꽃받침대는 짧고 꽃받침 통은 종모양이고 끝은 5열로 되었고 꽃받침, 꽃잎은 5개이다. 암
술머리는 5개로 갈라지며 수술은 약 20개이다.
열매는 타원형 또는 구형이며 지름 8~15cm로서 대형이고 목질이 발달하며 9월에 황색
으로 익고 향기가 좋으나 과육은 시며 굳다. 종자는 납작하며 긴 삼각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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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분 및 약리작용
주요 성분은 말릭 엑시드(malic acid), 타르타릭 엑시드(tartaric acid), 리모닌(limonin),
비타민 C, 탄닌(Tannin) 등이 들어 있다.
약리작용은 서근활락(舒筋活絡; 근육을 이완시키고 경락(經絡)을 소통시키는 효능), 화
위화습(和胃化濕; 위장(胃腸)을 조화롭게 하여 습(濕)을 말리는 효능), 진경(鎭痙; 경련(痙
攣)을 진정(鎭靜)시킴), 항이뇨(抗利尿; 신장에서 물을 재흡수하거나 혈관을 수축시키는
기능) 작용을 한다.

2. 재배환경
모과나무는 내한성이 강하여 사과나 배가 재배되는 곳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재배가
가능한데 비교적 더운 지방에서 많이 재배된다. 토양은 건조한 토양보다는 축축하고 습
기가 있는 사질양토가 적합하며 햇볕이 잘 드는 양지바른 곳이 좋다. 현재 한약재 또는
조경용 정원수, 가로수 및 분재용으로 재배되고 있다.

3. 재배기술
밭 준비
토양이 비옥하고 습기가 있으면서 배수가 잘되는 경사진 토양을 선택하여 재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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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방법
번식은 종자 번식, 포기 번식 또는 가지 삽목 번식으로 한다.

1) 종자번식
가을 파종은 10월하순 경에 목과 종자가 성숙된 과실을 따서 종자를 채취하여 11월에
육묘상에 파종하는데 파종 간격은 줄 사이 15~20cm, 포기 사이 10~15cm로 해서 종자
는 2~3립씩 깊이 6cm 정도로 파종한 다음 그 위에 부드러운 흙으로 3cm 정도 덮는다.
이듬해 봄에 출아한 다음 묘 길이가 50~60cm일 때 이식한다.
봄 파종은 3월 상순~하순에 종자를 따스한 물에 2일 정도 불렸다가 모래에 놓고 젖
은 천을 덮어서 따스한 곳에 하루 정도 두었다가 육묘상에 파종 하는데 4월 하순부터 5
월 상순경 묘의 길이가 50~60cm 높이 일 때 이식하며 이식하는 시기는 봄, 가을에 가능
하나 봄에 이식하는 것이 좋다. 이식하는 구덩이의 길이는 70~100cm이고 이랑거리는
150~200cm, 구덩이 깊이는 30~40cm이고 구덩이에 부식이 잘된 퇴비 3~5kg을 흙과
혼합하여 밑거름으로 하며 구덩이에 어린 묘 2~3뿌리를 3각형으로 넣고 흙을 덮은 다음
묘를 한번 가볍게 위로 들었다 놓는데 뿌리가 충분히 펼쳐지게 하고 흙을 가볍게 다지고
물을 주어 뿌리와 흙이 긴밀히 결합되도록 토양 습도를 보존한다. 묘가 활착이 되면 농도
가 낮은 축분 또는 퇴비를 시용하고 배토를 해준다. 정식 첫해에는 묘의 키가 작으므로
옥수수 또는 맥류 같은 농작물을 간작하여 토지 이용율을 높일 수 있고 또한 그늘을 만들
어 어린 묘가 활착하는데 유리하게 한다.

2) 포기분주번식
목과의 뿌리는 천근성이며 매년 3월경에 원뿌리에서 수염뿌리가 많이 발생되므로 이식
이 가능한데 포기분주번식은 활착률이 높고 꽃이 빨리 피고 조기 결실이 되므로 일반적
으로 이 번식방법을 많이 쓴다.
묘를 키우는 재식밀도는 이랑거리 1.5m, 포기사이는 약 1m 되게 파고 한 구덩이에 한
포기씩 심어야한다. 정식할 때 각 포기를 심을 구덩이에 5~10kg 정도 퇴비 또는 우분을
흙과 혼합하여 밑거름으로 시용한다. 심은 후 매년 봄과 가을 에 중경제초를 해주면서 나
무의 주위에 구멍을 파고 부식이 잘된 퇴비 또는 분뇨를 시용하고 흙을 덮는다. 10a당 소
요되는 포기는 약 700주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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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지 삽목번식
모과나무는 봄 2~3월경에 비교적 야들야들한 가지를 베어서 묘판에 삽목을 하는데 재
식밀도는 종자 파종시의 재식밀도와 동일하게 하며 활착 후 다시 이식한다.

중경제초
본 밭에 이식하여 활착이 되면 매년 봄가을에 추비와 같이 중경제초를 2회 하는데 흙을
부드럽게 해주고 주위의 잡초를 제거한다. 동시에 흙을 배토하여 동해를 방지하고 보온
한다.

시비
모과는 나무가 크고 뿌리의 기능이 사과, 배와 비슷하므로 시비기준은 배에 준하여 시
용하면 된다. 나무의 수세에 따라 가감하여야 하며 특히 질소의 과잉시비는 과실보다 나
무의 수세만 왕성하게 하므로 적절하게 시용한다.
질소 비료는 4∼5월에 70%를 시용하고 나머지 30%는 뿌리신장기 이후 10월에 추비로
분시 한다. 또한 인산 비료는 4∼5월 100% 기비로 시용하고 칼륨 비료는 4∼5월에 60%,
10월에 추비로 40%를 시용한다.

가지치기
1) 결과습성
모과의 결과습성은 사과나 배와 가까우며 전년에 자란 신초의 선단에 꽃눈이 분화되어
다음해에 1개의 꽃이 피며 열매를 맺는다.

2) 정지, 전정
모과는 일반적으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방임재배를 하고 있는데 정지, 전정을 하지
않으면 나무가 높고 길게 자라서 재배 관리가 힘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지, 전정을 해
서 나무의 모양은 변칙 주간형으로 키우다가 점차 개심자연형 모양으로 만들어 준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울 동안에 정지, 전정을 해주면 모과의 수량을 높이는데 마
른가지, 노쇠한 가지 및 너무 빽빽하고 어린가지를 정지해서 나무 수형이 안쪽이 비고 바
깥쪽이 둥글게 꽃이 많이 피고 과일이 많이 맺히도록 한다. 또한 노화된 나무를 베어버리
면 나무 뿌리에서 어린 묘가 나오므로 새로운 포기를 길러서 갱신한다. 전정은 1년차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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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세력에 따라 60∼80cm에서 절단한다. 2년차에서는 모과나무는 직립성이 강하므로
세력이 강하고 발생 각도가 넓은 가지 3∼4개를 선정하여 주지로 활용한다. 3년차에서는
주지로 키울 가지는 ½∼⅓ 정도 선단을 잘라주고 경쟁이 되는 가지는 기부에서 잘라준
다. 8년차에서는 주지 및 부주지는 직립하므로 유인하여 나무를 넓게 해주고 나무가 너무
크지 않도록 연장지는 ½정도 잘라준다. 주지 위의 곁가지는 너무 발생하지 않도록 50cm
간격을 두고 솎아준다.

본밭관리
목과는 건조에 약하기 때문에 심한 건조 상태일 때 수확기 과육이 갈변되어 쉽게 상한
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무 밑에 항상 토양수분이 충분하도록 짚이나 풀을 깔아 주
고 고온 건조기에는 물을 주도록 한다.

4. 병해충 방제
잎마름병
발병 초기에 잎에 갈색반점이 출현하며 점차 흑갈색으로 확대되어 심할 때에는 병 반점
이 잎 전체에 발생되며 나중에는 잎이 말라죽는다. 병은 일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7~8월에 비교적 심하다. 방제법: 병이 발생되면 깨끗이 청소하고 월동기에 병원균을 제
거한다.

붉은별무늬병
주로 4월 하순∼5월경 비가 자주올 때 많이 발생한다. 병징은 잎, 열매, 햇가지에 발생
하는데 잎에는 처음 그 표면에 등황색의 점무늬가 생기고 나중에 그 위에 많은 과립체(녹
병자기)를 형성한다. 이 과립체는 나중에 검은 색으로 변하고, 단맛이 있는 끈끈한 물질
을 분비한다. 그 후 병무늬의 뒷면에는 회색∼자갈색을 띤 모상체(녹포자기)가 생겨, 이
것이 나중에 엷은 누른색으로 변한다. 향나무에서는 잎과 햇가지에 갈색의 혀 모양 돌기
(겨울포자퇴)를 형성한다. 향나무에서는 겨울 포자퇴를 다음 해 4월 20일 전후해서 비가
온 후 부풀게 하는데, 6년 이상 반영구적으로 생존하면서 전염원이 된다. 발아 최적온도
는 17∼20℃이며, 15℃ 이하 또는 30℃ 이상에서는 발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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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제법
중간기주인 향나무를 없애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겨울 포자 발아전에 주변에 심겨져
있는 향나무의 병환부를 없앤다.

복숭아 심식나방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과실표면에 바늘구멍 같은 작은 구멍을 뚫고 먹어 들어간다.
애벌레가 뚫고 들어간 자리는 과즙이 흘러나오며 곧 하얗게 말라 쉽게 알 수 있다. 애벌
레는 과육 속에 불규칙하게 먹고 돌아다녀 과실은 울퉁불퉁한 상태가 된다. 과실에만 피
해를 준다.

1) 방제방법
일단 과실을 뚫고 들어간 유충은 약제 살포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유충이 탈출하기 전에
과실을 물속에 담가 질식시켜 죽인다. 피해 과실은 보이는 대로 따서 물에 담구어 과실
속의 유충을 죽인다.

깍지벌레류
모과나무에 기생하는 깍지벌레류는 산호제깍지벌레, 가루깍지벌레, 뽕나무깍지벌레 등
이 있으며 가지, 잎, 과실에 붙어 흡즙함으로써 나무를 쇠약하게 하고 결국 말라죽게 한
다. 주로 가지에 기생하며 여름철에는 잎, 과실에도 기생하는데 가해부분에 홍색의 둥근
반점이 생기고 많이 발생하면 표면이 울퉁불퉁해 기형과가 된다.

1) 방제방법
고밀도 발생 가지는 소각해서 제거한다. 약제살포시기는 전정직후, 유충최대발생기 2
회, 수확 후 살포하는데 적용약제는 없다.

복숭아명나방
어린 벌레는 과실 속에 들어간 후 배설물을 내놓아 직접 수량과 품질에 영향을 준다. 유충
은 과일 내 또는 기타식물의 마른 줄기에서 붙어서 월동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알을 낳는다.

1) 방제방법
벌레가 있는 과실을 골라서 집중하여 처리한다. 목과원 주위에 옥수수, 해바라기 등 기주
식물을 심는데 겨울에 옥수수와 해바라기의 대를 처리하면 월동하는 벌레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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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확 및 가공
종자 채종
목과를 옮겨 심은 후 4년이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10월 하순 전후 목과가 성숙할
때 과일을 따서 종자를 채취하여 파종한다.

수확
목과 수확은 7월 중순 부터 8월 상순 목과 외피가 청황색일 때 수확한다. 너무 일찍 따
면 절간율이 낮으며 품질이 좋지 못하다. 수확할 때에는 맑은 날을 선택하여야 하며 과실
이 상처가 나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가공
수확한 목과를 칼로 반으로 잘라서 얇게 펼쳐 놓고 햇볕에 말린다. 햇볕에 말릴 때 먼저
며칠 동안 말려서 색깔이 붉을 때 다시 늘어서 마르게 한다. 흐린 날이나 비오는 날에는
용기에 넣어 잔잔한 불로 데워서 말린다.

6. 생약의 특성과 품질(KHP)
생약의 특성
1) 모과나무
이 약은 잘 익은 열매로 긴 원반모양~달걀모양 반 구형이며 길이 4~8cm, 너비
35~50mm, 두께 20~35mm이다. 바깥 면은 적갈색~적자색으로 약간의 광택이 있고 안
쪽은 적갈색이며 평탄하거나 또는 함몰되어 있고 씨는 거의 탈락되어 있다. 씨는 세모뿔
모양으로 적갈색이며 그 안에는 흰색의 종인이 한개 있거나 또는 떨어져서 없다.

2) 명자나무
이 약은 난원형 또는 네모기둥 모양이고, 길이 4~9cm, 너비 2∼5cm, 두께 10∼
25mm이다. 바깥 면은 적자색 또는 적갈색이고, 불규칙한 깊은 주름이 있다. 자른 면은
가장자리가 안을 향하여 구부러져 있고, 과육은 적갈색이다. 중심부는 적갈색이며 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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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파여 있다. 씨는 납작한 삼각형이며, 대부분 떨어져 없으나, 가끔 여러 개의 씨가 뭉
쳐있을 때도 있다. 질은 질기고 단단하며, 잘 부서지지 않는다. 이 약은 시큼한 냄새가 있
고 맛은 약간 시고 떫다.

품질
순도시험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이 약을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별표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모과’에 따름.

⊙ 이산화황 30ppm 이하.
⊙ 곰팡이독소
총 아플라톡신(아플라톡신 B1, B2, G1 및 G2의 합) 15.0ppb 이하(단, 아플라톡신 B1 10.0ppb 이하).

⊙ 건조감량 : 14.0% 이하 (6시간).
⊙ 회분 : 4.0% 이하.
⊙ 엑스함량 : 묽은에탄올엑스 32.0% 이상.
⊙ 저장법 :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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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

07
◀

목단

요
수
신
식물명 : 목단(작약과, Paeoniaceae)
생약명 : 목단피(牡丹皮, Moutan Root Bark)
학명 및 식물기원 : 목단 Paeonia suffruticosa Andrews
이용부위 : 뿌리껍질

1. 식물의 성상
식물의 형태
목단은 여러해살이 낙엽관목으로 키는 1.5~2m 정도 자라는데, 일반 재배에서는 1m 정
도이다. 잎은 어긋나고, 2회 3출 복엽이며 난형 또는 넓은 난형이다. 소엽은 세 갈래진다.
꽃은 당년에 자란 새 가지의 끝에 한 송이 씩 피며 크고, 꽃받침은 다섯 개로 갈라진다.
꽃잎은 얇고 광택이 나며 적색과 흰색이 교잡되어 개량종은 모양과 색이 다양하다. 수술
은 무수히 많으며 꽃밥은 노랑색이고, 자방은 갈라져 있으며 잔털이 밀생하고 4~5개가
보통 이나 2~8개의 변이를 보인다. 암술은 심피에 한 개씩 붙으며 적색이다.
열매는 골돌과이며 길쭉하고 황갈색 털이 밀생하고 8월경에 익으면 내봉선이 터진다.
종자는 흑자색으로 광택이 나며 1,000립 무게는 200g 내외이다.

278

약용작물 GAP 표준재배기술
◀신수요 약용작물▶

동속식물
목단은 중국 서북부가 원산이며, 줄기의 목질화 여부에 따라 나무목단, 초본목단, 반초
본목단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재배종은 줄기가 목질인 나무목단에 속한다. 원예
종은 꽃잎이나 색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국내에는 원예용을 제외하고는 육성된 품종은 없다.

주요 성분 및 약리작용
주요 성분은 파에오니플로린(paeoniflorin), 옥시페에오니플로린(oxypaeoniflorin), 파에
오놀(paeonol), 파에오노사이드(paeonoside), 파에오노라이드(paeonolide), 탄닌(tannin) 등
의 성분이 들어있다.
약리작용은 청열양혈(淸熱凉血; 열기를 식히고 열로 인해서 생긴 혈열을 식히는 효능),
활혈산어(活血散瘀; 혈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어혈을 없애는 효능), 항균(抗菌; 세균이
자라는 것을 막는 현상), 혈압강하(血壓降下; 혈압을 내려주는 것), 통경(通經; 병적으로
월경을 못하는 것을 치료하여 월경을 하게 하는 방법) 등에 이용한다.

2. 재배환경
기후
목단은 전형적인 온대형 식물로 온난하고 서늘하며 햇볕이 충분한 환경에 잘 자란다.
내한성은 비교적 크나 내음성은 적고 건조를 좋아하고 습한 것을 싫어한다.
지역적으로 함경북도를 제외한 전국에 재배할 수 있으나 중부 이남의 기후가 적당하다.
새로 난 줄기는 혹한에 견디지 못하므로 중부 이북지방에서는 심은 당년 겨울에는 피복
하는 것이 좋다. 동남향으로 약간 경사진 곳이 적당하다.

토양
천근성이며 습윤한 곳을 좋아하지만 토양은 물이 잘 빠지고 유기질이 풍부하며 토심이
깊은 사질양토 혹은 식양토양이 좋다. 산성토양에서는 생육이 불량하므로 심기 전에 석
회를 충분히 넣어 토양을 중화시켜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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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배기술
번식방법
종자번식과 포기나누기 및 접목 등 영양번식이 가능하다. 포기나누기는 실생 재배보다
재배기간이 단축되고 특성이 균일한 장점이 있으나 1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묘가 5~10주
정도로 적어 대량 번식이 어렵다.
종자번식은 대량 증식할 수 있지만 특성이 균일하지 못하여 품질이 떨어지며 품종에 따
라 결실이 잘 안되는 것이 있고 3년의 육묘기간이 필요하다.
작약 대목에 목단을 접목하는 경우 균일묘의 증식율을 높이고, 병해충이나 환경재해에
강한 대목을 이용하여 재해안정성을 증대할 수 있으나 약리성분이 크게 변하므로 약용재
배에는 적합하지 않아 관상용 묘목생산에 주로 이용된다.

분주법
9~10월에 수확하여 약재로 쓸 굵은 뿌리를 잘라 낸 다음 포기를 나눌 수 있는 곳에서
근두부가 붙어 있도록 분주하여 묘목으로 쓴다. 묘목은 줄기 길이 70~80cm, 가지 또는
눈이 2~3개 붙어 있는 수세가 건강한 것이 좋다. 분주 후에 병균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
하여 절단면에 재를 묻혀 심는다.
묘를 많이 얻기 위한 방법으로 3~4년생 목단의 가지를 봄에 전정하거나, 수액 이동이
왕성한 6~7월에 30~60cm 높이로 줄기를 환상박피(環狀剝皮)하면 지상부의 생장을 억
제시키고 뿌리부분에 세력이 집중되어 많은 싹이 생기게 된다. 낙엽 진 후 박피 줄기를
잘라내고, 포기 주위를 넓게 파서 잘 부숙된 퇴비, 깻묵, 계분 등에 과린산석회를 섞은 것
을 추비하고, 이듬해 출아할 때 질소 액비를 주면 새싹이 더 많아진다.

종자번식
1) 채종 및 종자처리
4~5년생 건전한 포기에서 충실한 열매를 골라 채종한다. 8월경 열매가 성숙하여 황변하
면 꼬투리가 벌어지기 전에 따서 음지에 두어 봉합선이 벌어졌을 때 종자를 털어 정선한다.
열매가 성숙하더라도 종자의 배는 미숙 상태이므로 후숙이 필요하고, 후숙한 다음에는
휴면타파 처리를 하여야 발아할 수 있다. 따라서 종자를 약 60일 노천매장 하였다가 파종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는 채종한 후 정선하여 바로 파종기도 하는데 이 경우 파종이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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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면 이듬해 발아할 수 없으므로 9월 초순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파종 당년에는 상배
축과 종근이 신장하여 뿌리만 내리고 이듬해에 잎이 생기고 싹이 난다. 직파는 출아가 고
르지 않고 비율도 낮다.
일반 저장한 종자는 50℃에서 24~30시간 침종하여 파종한다. 종자의 수명이 짧아서
상온 저장기한은 1년이다.

2) 파종 및 육묘
발아온도가 10~20℃이므로 파종은 평균기온 10℃ 이상 될 때 한다. 묘상은 물이 잘
빠지고 양지바른 곳에 정하며, 잘 썩은 퇴비와 계분을 흙과 잘 섞이게 갈고 정지한다. 묘
판은 120cm 정도로 파종상을 만들고 15~18cm로 골을 내고 15cm 간격으로 2~3립씩
점파하거나 줄뿌림한다. 5~8cm 깊이로 골을 타서 종자를 넣고 2cm 정도 복토한 다음
가볍게 눌러 흙을 진압하고 건조를 막기 위해 짚으로 덮는다. 종자는 10a에 45~50kg
소요 된다.
가을에 파종한 종자는 다음해에 출아하며 그해에는 잎이 1~2매 생기며, 3년째 되는 해
에 엽수가 많아지고 줄기가 목질화하며 원뿌리가 15~30cm 자라고 잔뿌리도 발생하여 가
을이면 이식할 수 있다. 이 때는 잘 부숙된 깻묵가루, 질소 액비 등을 시비하여 생장을 좋
게 한다. 유묘기간에는 초세가 약하므로 수시로 잡초를 뽑아내고, 묘상이 건조하거나 과습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겨울동안 동해나 건조를 막기 위해 짚이나 왕겨를 덮어 보온한다.

정식
실생묘는 파종 후 3년째 2년생을 심고 분주묘는 수확 후 묘를 다듬어 바로 심거나 가식
하였다가 옮겨 심는다. 정식 시기는 9월 중순~10월이 적당하며 추운 지방일수록 일찍 심
는 것이 좋다. 가끔 이른 봄에 심기도 한다.
목단은 연작장애가 있기 때문에 윤작하며 앞 작물은 참깨, 땅콩 및 두류가 좋다. 정식
한 이후 4~6년을 재배하게 되므로 적지 선정에 유의한다. 정식할 밭은 먼저 퇴비와 비료
를 시비하고 경운, 정지를 한 뒤 이랑사이 90cm, 포기사이 60cm 정도로 심는다. 구덩이
를 18~21cm 깊이로 파고 뿌리가 잘 펴지도록 하여 심으며 뿌리가 너무 길 때는 구덩이
에 맞게 잘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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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름주기
토양의 산도가 높을 때는 석회를 시용하는 것이 좋다. 석회는 경운 전 2~3주에 미리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식하기 전의 10a당 시비기준은 퇴비 2,000kg, 계분 200kg, 인산
10kg, 칼륨 10kg이며, 시비한 다음 1주일 이상 될 때 정식한다.
정식한 다음해 1차 추비는 5월 중순 이후에 포기당 복합비료 (17-17-17) 25g 정도를
시비한다. 시비는 포기주위를 원형으로 골을 파고 비료를 묻는다. 면적이 클 때는 이랑을
따라 길게 골을 파고 시비하면 생력할 수 있다.
2차 추비는 8월 하순~9월 상순에 잘 부숙한 퇴비를 주당 1.0~1.5kg씩 포기사이에 준
다. 3년째부터는 시비량을 약간 늘리고 2년째와 같이 관리한다. 천근성 작물이므로 추비
를 위하여 골을 팔 때는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본밭관리
정식 후 1~2년은 초세가 약하므로 3~4회 제초하여 잡초관리를 철저히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관리한다. 분주묘는 도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1년은 지주를 세운다. 당년에 자
란 신초는 혹한기에 동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짚을 덮거나 싸매어 보온 관리한다.
부초는 건조를 막으며 잡초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식 3년째부터 꽃이 피는데 채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꽃봉오리가 생겼을 때 모
두 따내는 것이 약재의 수량과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4. 병해충 방제
병
1) 잿빛곰팡이병
병원균은 Botrytis cinerea이다. 잎, 줄기, 꽃에 발생하는데 꽃봉오리가 상당히 컸을 때,
새 가지의 끝이나 꽃자루에 침입한다. 병 걸린 잎은 갈색의 얼룩 병반이 생기며, 줄기는
처음에 암록색 수침상의 얼룩반점이 나타나며 심하면 암갈색을 나타내고 오목하게 되고
피해가 심해지면 점차 줄기가 말라죽는다. 병반위에 회색곰팡이를 형성한다.
질소비료를 많이 주었거나 비가 자주올 때 주로 발생한다. 예방을 위하여 연작을 피하
고 배수관리와 통풍, 투광이 잘 되도록 관리한다. 건전한 종묘를 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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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을음병
병원균은 Cladosporium paeoniae이다. 발병 초기에는 자갈색의 반점이 나타나며 병이 진
전되면 큰 반점을 형성한다. 병이 극도로 심해지면 잎이 오고라 들고 말라죽으며, 잎자루
에는 줄무늬 병반이 생긴다.
5~6월경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안되고 일조가 부족할 때 만연한다. 병원균은 병든 잎
에서 월동한다. 고온다습, 질소과다, 밀식재배가 원인이다.
예방으로 병이 없는 건강한 묘를 심고 병든 부위가 토양에 남지 않도록 태워버린다.

3) 뿌리썩음병
병원균은 Fusarium sp.이다. 뿌리에 발병하며 병든 뿌리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수침상
(水浸狀)이 되고 뿌리 전체에 번지면 고사한다. 장마철에 침수한 밭에서 발생이 심하다.
병의 예방을 위하여 건조하고 배수가 질되는 곳에 재배하거나, 고휴 재배한다. 병든 포
기는 즉시 제거하여 병의 전파를 방지한다.

4) 녹병
병원균은 Cronartium flaccidum이다. 앞뒷면에 등황색의 작은 덩어리의 하포자퇴가 생겼
다가 터지면 쇠의 녹 같은 포자가 된다. 병반이 원형으로 커지면 표면은 자갈색으로 광택
이 나고, 뒷면은 담갈색의 윤문이 나타난다.
중간숙주가 소나무로 알려 졌으며 6~8월에 발생하다. 과습하지 않고 배수가 잘되는 곳
에 재배한다.

5) 흰비단병
병원균은 Corticicm rolfsii이다. 지제부의 줄기에 나나난다. 초기에는 특별한 병징이 나
타나지 않고 병이 진전된 뒤에 줄기와 그 주위 흙에 백색의 균사가 퍼지고 갈색의 균핵을
형성한다. 줄기 끝이 시들어 늘어지며 병이 심해지면 고사한다.
6~9월에 발생하며, 개화기 전후 고온 다우 기상에서 심하게 발병한다. 토양 전염병으
로 고구마, 콩을 심었던 밭에서 심하다.
예방책으로 벼나 화본과 작물과 윤작한다. 병든 포기는 뽑아서 태우고 발병한 곳에 석
회를 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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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해충으로는 깍지벌레와 선충이 있다. 깍지벌레는 주로 가지에 피해를 주며 뿌리혹선충
은 뿌리에 발생한다.

5. 수확 및 건조저장
수확시기 및 방법
수확은 뿌리의 비대가 크며, 주성분의 함량이 높은 5년생이 적당하다. 그러나 소득과
작물의 생육상황을 고려하여 수확을 결정한다. 수확 시기는 9월 중순~10월이다.
수확 전에 상부를 끈으로 묶고, 뿌리가 상하지 않게 파낸다. 가지가 많은 포기를 적당한
크기로 쪼갠 다음, 굵은 뿌리는 잘라서 약재로 이용하고 잔뿌리가 붙은 것은 건조하지 않
게 직접 가식하여 묘로 쓴다.

심 뽑기와 건조
수확한 뿌리는 물에 잘 씻어 6~9cm 길이로 잘라 중심주(심)를 빼낸다. 뿌리의 한쪽을
나무 받침대 위에서 나무토막으로 가볍게 두드려 벌어지게 한 후 심을 잡아당겨 빼내거
나 대칼로 껍질을 쪼개어 심을 발라낸다. 전자를 통목단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건조는 햇볕에 말리거나 50℃ 이하로 열풍 건조한다. 충분히 건조한 근피는 습기가 차
지 않도록 통기가 잘되는 자루에 넣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저장한다. 수량은 10a당 생
근 2,600kg, 건근 1,000kg 정도이다.

6. 생약의 특성과 품질(KHP)
성상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패오놀 (C9H10O3 : 166.17) 1.0% 이상을 함유한다. 이
약은 뿌리껍질로 원통모양∼반원통모양이며 세로로 쪼개서 벌려 놓으면 안으로 약간 굽
어 있거나 길게 벌어져 있고, 길이 5∼20cm, 지름 0.5∼1.2cm, 두께 0.1∼0.4cm이다.
바깥면은 회갈색 또는 황갈색이고, 가로로 긴 껍질눈 및 가는 뿌리의 자국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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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껍질을 벗겨낸 것은 바깥쪽이 분홍색이다. 안쪽은 연한 회황색 또는 진하지 않은 갈색
이고, 보통 반짝거리는 결정을 볼 수 있다. 질은 단단하면서 자르기 쉽다. 잘린 면은 연한
분홍색이며 가루성이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있고 맛은 약간 맵고 쓰다.

품질
순도시험
⊙ 이물
가) 목부 이 약은 목부가 5.0% 이상 섞여 있지 않다.
나) 그 밖의 이물 이 약은 목부 이외의 이물이 1.0% 이상 섞여 있지 않다.

⊙ 중금속
가) 납 5 ppm 이하,		

나) 비소 3 ppm 이하,

다) 수은 0.2 ppm 이하,		

라) 카드뮴 0.3 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 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 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 ppm 이하.
라) 알드린 0.01 ppm 이하.
마) 엔드린 0.01 ppm 이하.
바) 클로르피리포스 0.5 ppm 이하.

⊙ 이산화황 : 30 ppm 이하.
⊙ 회분 : 6.0% 이하
⊙ 산불용성 회분 :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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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약용

08
◀

석창포

요
수
신
식물명 : 석창포(천남성과, Araceae)
생약명 : 석창포(石菖蒲, Acori Graminei Rhizoma)
학명 및 식물기원 : Acorus gramineus Sol.
이용부위 : 뿌리줄기

1. 식물의 성상
식물의 형태
석창포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뿌리줄기는 옆으로 뻗으며 마디가 많고 마디 밑 부분에는
수염뿌리가 많이 내린다. 잎은 뿌리줄기에서 자라고 길이는 30~50cm, 너비는 2~10mm
정도이다. 잎의 끝은 뽀족한 대검모양이고 짙은 녹색이며 광택이 있다. 밑 부분에서는 바
깥쪽 잎이 안쪽 잎을 싸고 있으며 교호로 2줄로 나열되어 있다.
꽃은 6~7월경에 피고, 꽃이 달리는 줄기는 잎과 같으나 길이는 짧고 가운데 부위에서
수상화서로 올라와 꽃대에 연한 황록색의 많은 꽃을 피운다. 꽃은 양성화이고 6개씩의 꽃
잎과 수술이 있다. 암술은 한개이고 암술머리는 공 모양을 이루며 씨방은 긴 타원형이다.
종자는 8월경에 장과는 육질이 많고 길이와 넓이는 2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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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속식물
석창포와 유사한 창포가 있는데 창포(Acorus calamus var. angustatus)는 석창포에 비하여
크고, 뿌리줄기의 마디 사이가 길고 잎도 크며, 잎의 가운데가 볼록하게 솟은 중륵(中肋,
엽신의 중앙 기부에서 끝을 향해 있는 커다란 맥)이 있다. 반면 석창포는 중륵이 없으므
로 구분이 가능하다. 창포는 계곡이나 연못의 가장자리에서 자란다. 키는 30~100cm 정
도로 뿌리줄기는 옆으로 길게 자라며 흰색이거나 연한 홍색이며 지상부의 줄기와 같이
향기가 난다. 잎은 뿌리줄기 끝에서 생기며 긴 칼 모양으로 짙은 녹색을 띤다.

주요 성분 및 약리작용
주요 성분은 β-아사론, α-아사론, 카리오필렌 1~4%, 세키손, 사프롤, 시스-메틸이소
오이게놀, α-후물렌, 칼라메넨, 캄파, 팔미트산, 페놀성 물질, 미량원소 등이 있다.
약리작용은 건망증 치료, 기억력 증강, 마음의 안정, 피로회복 등에 효능이 있다.

2. 재배환경
기후
석창포는 보통 고랭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전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
북부 이북지역에서는 월동시 동해피해가 우려되므로 중남부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
다. 석창포 생육은 양지보다는 음지에서 잘 자라고 뿌리 줄기의 수량도 많다.

토양
토양은 물을 지니는 보수력이 있고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데 수분이 적당하고 배수
가 잘되며 부식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양토나 양토에서 잘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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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배기술
품종
석창포는 육성 품종이 없고 각 지역의 자생종을 재배하고 있다.

번식
석창포는 발육이 왕성한 2~3년생의 새로 뻗은 뿌리줄기를 1개씩 나누는 방법이 이용
된다. 분주 시기는 3월 중·하순경에 분주를 하는데 2촉 분주가 적정하다.
실생번식법은 종자를 6월 중순경에 채종하는 것이 가장 좋다. 육묘를 할 경우에는 톱밥
으로 피복처리를 해서 수분을 유지하고, 양분유실을 경감시키고, 고온기 온도저하 등을
막아주도록 한다.

정식
정식 시기는 봄에는 4월 중순에서 5월 상순경 정식을 하고, 가을에는 9월 상·중순에
정식이 가능한데 주로 봄에 정식한다. 봄에 너무 일찍 심으면 냉해를 받기 쉽고, 너무 늦
게 심으면 새잎이 올라오는데 뿌리줄기의 영양이 많이 소모되므로 생육이 불량해진다.
재식거리는 이랑 넓이 90~100cm의 이랑을 만들고 줄사이 30cm, 포기사이 20~25cm
간격으로 하여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정식하는데, 잎은 땅에 묻히지 않도록 하고 뿌리줄
기의 잔뿌리 부위가 땅속을 향하도록 심는다. 뿌리 줄기를 정식하고 흙을 3~4cm 두께로
덮어주고 물을 준다. 10a당 소요 본수는 8,000∼10,000주가 소요된다.
석창포는 뿌리내림이 다른 작물에 비해 더디게 새 뿌리가 생기므로 정식할 뿌리는 새
로 뻗은 뿌리줄기를 포기나누기 하여 정식한다. 정식할 뿌리는 잔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채취하고 뿌리줄기 나누기를 할때에도 잔뿌리가 많이 붙어 있도록 해야 활착이
잘되고 생육이 양호하다. 정식한 후에도 뿌리가 땅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흙을 덮어주어
야 새뿌리가 빨리 생기고 생육이 좋다.

비료주기
석창포는 일반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많이 시용한다. 유기질 비료는 10a
당 잘 썩은 퇴비 3,000kg, 깻묵 50kg 및 부엽토 200kg을 시용하고 정지하여 전층시비
가 되도록 한다. 유기질 비료를 많이 주면 토양의 습도를 잘 유지시켜주어 수량을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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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정식 후 이듬해부터 5월 상순경에 화학비료를 10a당 질소 4kg, 인산 2kg, 칼륨
6kg을 시용한다.

본밭관리
1) 잡초제거
정식을 한 후 약 20일 지나서 출아가 되면 잡초를 제거하면서 북주기를 실시한다. 수분
은 가물지 않도록 하고 토양을 습하게 유지해 준다. 그러나 토양공기의 유통을 좋게 하기
위하여 잡초를 방제 하여 경합을 방지해 준다.

2) 해가림 설치
석창포는 습기가 많은 물가의 그늘진 곳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항상 촉촉하게 습기가 유
지되어야 잘 생육한다. 따라서 해가림을 해주면 수량이 증수되는데 해가림은 50∼75%의
차광망을 1.0∼1.2m의 높이로 설치하며 토양 수분유지와 해가림효과로 30%까지 증수가
가능하다.

3) 관개와 배수
석창포는 습도가 충분히 유지되는 곳에 심고 해가림을 해주므로 토양 수분관리를 적당
하게 해주어야 한다. 유묘 기간에는 수분이 많이 소요되므로 토양이 건조할 때는 적절히
물을 주어야 한다. 식물체가 성숙한 뒤에는 수분이 너무 많으면 제때에 고인 물을 배수하
여 병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월동기에 동해피해와 서리피해를 방지하고 해빙기가 되면 수분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
여 볏짚이나 낙엽 등으로 5cm 정도 두께로 피복해 주었다가 이듬해 봄 4월 상순에 걷어
준다.

4. 병해충 방제
석창포에 발생하여 보고된 병해충 피해는 크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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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확 및 조제
수확
석창포는 심은 후 3~5년째 늦가을부터 다음해 봄 새싹이 올라오기 전까지 수확할 수
있다. 수확은 지상부의 잎이 시들기 시작하면 뿌리줄기만 상하지 않도록 채취하여 흙을
털어 낸다. 뿌리줄기의 잎과 가는 뿌리를 잘라버리고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햇볕에 말리
거나 열풍건조기로 60℃ 이하의 온도에서 건조시킨다. 건조된 뿌리는 엷은 황색으로 향
이 짙은 것이 상품이다. 5년생 건근 수량은 800~900kg 정도이다.

6. 생약의 특성과 품질(KP)
생약의 특성
뿌리줄기를 한약재로 이용하며 약간 납작한 끈 모양이고 길이 10~20cm, 지름 2~10
mm이다. 약간 구부러졌고 때로 가지가 갈린다. 바깥면은 연한 황갈색~황적색이고 마디
가 많으며 삼각형의 잎 자국이 좌우로 엇갈려서 배열하고 있다. 마디에는 때로 털 모양을
한 비늘잎 자국이 있고 마디 사이에는 세로무늬가 있다. 아래쪽에는 뿌리 자국이 있고 때
로 짧은 뿌리가 남아 있는 것도 있다. 질은 질기고 꺾기 쉽다. 꺾은 면은 섬유성이며 연한
황갈색~회백색이다. 세신과 같은 냄새가 나고 맛은 시원하며 약간 맵고 약간 얼얼하다.
석창포는 지름이 2~7mm이고 마디 사이는 1~4mm이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있고 맛은 약간 쓰다.

품질
순도시험
⊙ 이물
이 약은 잎의 잔기와 잔뿌리, 토사 등의 이물이 5.0% 이상 섞여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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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총 DDT : 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계)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Dieldrin)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총 BHC : α,β,γ 및 δ-BHC의 합계) 0.2ppm 이하.
라) 알드린(Aldrin) 0.01ppm 이하.
마) 엔도설판(Endosulfan : α,β-엔토설판 및 엔도설판설페이트의 합계) 0.2ppm이하.
바) 엔드린(Endrin) 0.01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건조감량 : 13.0% 이하.
⊙ 회분 : 10.0% 이하.
⊙ 산불용성 회분 : 1.5% 이하.
⊙ 엑스함량 : 묽은에탄올엑스 5.0% 이상.
⊙ 정유함량 : 0.5mL 이상(50.0g).
⊙ 저장법 :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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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약용

09
◀

소엽(자소엽)

요
수
신
식물명 : 소엽(꿀풀과, Labiatae)
생약명 : 자소엽(紫蘇葉, Perilla Leaf)
학명 및 식물기원 : 소엽 Perilla frutescens var. acuta (Odash.) Kudo 또는
주름소엽 Perilla frutescens Britton var. crispa Decaisne
이용부위 : 잎 및 끝가지

1. 식물의 성상
재배식물의 성상
소엽은 꿀풀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식물이다. 줄기의 길이는 1~1.5m로 직립하고 연한
털로 덮여 있고 녹색 또는 녹자색으로 가지가 많다. 잎은 마주 나고 긴잎자루가 있으며 잎
의 형태는 난형 또는 넓은 난형이며 길이는 7~21cm이고 넓이는 4.5~16cm이며 끝부분은
뾰족하거나 점차 뾰족하며 변두리는 톱니가 있으며 한면은 자색이고 위면은 청색이며 밑
면은 자색이며 양면에는 모두 연한 털이가 있다. 꽃은 연한 자줏빛 꽃이 8~9월에 총상꽃
차례로 달린다, 꽃부리는 짧은 통같이 생긴 입술모양이고, 4개의 수술 가운데 2개가 길다.
포는 작고, 작은 꽃자루보다 길다. 꽃받침은 5개로 갈라지며 털이 있다. 열매는 수과(瘦果)
로 둥글며 꽃받침 안에 들어 있다.

동속식물
자소의 동속식물에는 계관소(P. frutes-cens(L.) Britt. var. crispa (thunb.) Hand.- Mazz) 가
있으며 잎에 주름선이 있고 자색이며, 줄기는 짧고 작으며 생산량은 자소보다 못하다. 자
소 형태와 유사한 백소(P. frutescens(L.) Britt)가 있는데 백소의 전 포기에는 하얀 털이 밀집
하여 나 있으며 줄기 잎은 연한 녹색이고 꽃부리는 백색이며 껍질이 단단한 작은 열매는
갈색 또는 회색이며 자소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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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분 및 약리작용
주요 성분은 비타민K(680mg),나이아신(비타민B3), 칼륨,철, 마그네슘, 아연, 안토시
아닌계 색소, 베타카로틴류 색소, 방향성 정유성분(0.5%)에는 페릴알데히드 55%, L-리
모넨, 알파-피넨, 쿠믹산(cumic acid), 페릴알콜(perill alcohol) 등이 함유되어 있고,불포화
지방산 EPA 등이 있다. 약리작용은 발한, 진해, 건위, 이뇨, 진정 및 진통제로 사용하며,
콜레스테롤 저하작용, 소화불량 개선, 식중독 예방, 면역력 향상 등이 있다.

2. 재배환경
기후
자소는 기후 조건에 대한 적응성이 강하지만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생육이 왕성하며
수량성이 높다. 자소의 생장은 좀 높은 온도를 요구하므로 생육초기에는 천천히 생장하
고 6월 이후에는 기온이 높고 햇빛이 충분할 때에는 생장이 왕성하다.

토양
토양은 부드럽고 비옥하며 배수 관개가 편리한 것이 좋다. 척박한 사질토양에서는 생장
이 불리하다. 전작으로 채소를 재배했던 밭이 잘 자란다.

3. 재배기술
종자 준비
종자를 채종할 식물체는 드물게 심는 것이 적합하며 포기와 고랑 사이는 0.5m 정도가
좋으며 물, 비료 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키워야 한다. 열매는 이삭 아랫부분의 2/3 정도가
갈색일 때 수확을 한다. 자소의 종자는 수명이 짧은 종자로서 정상온도에서 보관한 종자
는 1~2년 후이며 발아율이 점차 감소되며 종자를 수확한 후에는 저온인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종자 발아의 적합한 온도는 25℃ 정도이며 온도와 습도가 적합한 조건에서는 3~4일이
면 발아한다. 백소 종자의 발아에 소요되는 온도는 좀 낮으며 15~18℃일 때 곧 발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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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방법
자소는 종자로 번식하는데 직파재배와 육묘이식재배 모두 가능하다. 직파재배는 생장이
빠르고 옮겨 심는 노력이 절감된다. 그러나 제때에 솎음작업을 해주어야 하고 포기와 고랑
을 잘 관리하여 너무 드물거나 너무 벤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소를 육묘 이식할 때는 아
직 덜 자란 옥수수 밭고랑에도 옮겨 심을 수 있으며 관리를 잘 하면 수량을 높일 수 있다.

1) 직파
중북부에서 파종기는 4월 중순이고 중남부는 3월 하순이다. 조파, 점파 모두 가능하다.
조파는 줄 사이가 50cm이고 0.5~1cm되게 홈을 얕게 파서 심은 후 흙을 덮는다. 10a당
종자량은 150g 소요된다. 퇴비는 10a당 초목회 150kg과 축분 300~400kg을 섞어서 혼
합물을 만들어 파종할 때 매 구멍 속에 혼합물 한줌을 넣고 흙을 덮지 않는다.

2) 육묘이식
육묘상은 따뜻하고 양지쪽을 향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묘판에는 기비와 퇴비
를 충분히 주거나 또는 적당량의 과린산칼슘, 초목회 등을 준다. 남부지방의 육묘기는 3
월이고 중북부 지역은 4월이다. 파종하기 전에 먼저 물을 많이 주고 밭갈이 할 때에 다
시 흙을 정지하고 묘판을 만들며 종자는 골고루 뿌리고 부드러운 흙을 0.5cm 되게 덮으
며 묘상의 수분을 유지하여 보통 7~8일이면 출아 한다. 이른 봄의 기온은 낮으므로 묘
판위에 비닐을 덮어서 유묘가 흙을 뚫고 나온 후에 비닐을 거두어 주면 5월 상순에 이식
할 수 있다.
묘 높이가 15~20cm 되었을 때에 흐리고 비오는 날이거나 또는 맑은 날 오후를 택하
여 이식 한다. 묘를 이식하기 전날에는 묘판에 물을 많이 주어 묘를 이식할 때에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한다. 정식할 밭에 이랑 넓이 100cm, 고랑 50cm로 만들고 줄 간격 50cm
되게 두줄로 골을 파고 깊이는 15cm로 하며 묘는 포기 사이가 30cm 되게 정식하여 물을
준다. 1~2일 후에 땅을 부드럽게 하고 가물 때에는 2~3번 물을 준다. 그 이후에는 물을
적게 주며 뿌리가 흙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며 깊은 층의 비료를 흡수하게 하여 생장발육
을 촉진한다. 10a당 소요되는 묘는 4,500∼5,000주가 소요된다.

비료주기
자소는 10a당 퇴비는 1,500kg 정도 주며 성분량으로 질소 10kg, 인산 10kg, 칼륨
6.7kg을 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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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밭관리
조파한 경우 반드시 묘 높이가 15cm 정도일 때 포기 사이를 30cm로 하여 묘를 정하며
구멍 파종하는 곳에서 매 구멍에 묘를 2~3개 넣으며 만약 결주가 생긴 곳은 반드시 보식
해야 한다. 육묘하여 옮기는 곳에서는 심은 후 일주일 경에 활착되지 않은 곳은 즉시 보
식해야 한다. 식물체 유묘일 때는 반드시 제초작업을 하고 특히 직파는 쉽게 잡초가 자라
나므로 즉시 제초작업을 해준다. 물을 주거나 또는 비온후 토양이 쉽게 딱딱해지므로 반
드시 제때에 부드럽게 해야 하며 너무 깊이 파서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하고 이때 잡초방
제와 비료를 주어 흙을 덮는 것과 같이 작업을 한다.
자소는 유묘와 개화기에 물 수요량이 좀 많으므로 가물 때에는 제때에 물을 주고 우기
에는 배수에 주의해야 하며 뿌리가 썩거나 죽는 것을 피해야 한다.

4. 병해충 방제
녹병
7월 이후에 발생하며 초기에는 포기 기부의 잎 뒤에 황색반점이 발생하며 습도가 많을수록
전파가 빠르며 심할 때는 병에 걸린 잎이 말라 황색으로 되어 반대로 감기면서 떨어진다.

1) 방제 방법
배수에 주의하며 심을 때 통풍이 잘되도록 재식밀도를 조절한다.

실새삼
실새삼은 기생식물로 6~9월에 자소 줄기 위에 기생하여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된다.

1) 방제 방법
답전 윤작하거나 또는 깊이 밭을 갈아서 기생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

나방류
유충이 잎과 가지를 가해하며 나무가지가 끊어지기도 한다. 주로 7~9월에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 1년에 3대의 유충 이 나무가지가 끊어 지기도 한다. 잎에 남거나 토양에 붙어
자라면서 월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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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제 방법
밭을 정리하고 병든 포기를 처리하며 가을 후 밭을 갈아서 월동하는 충원을 감소시킨다.

5. 수확 및 조제
수확
자소의 수확은 용도에 따라 수확시기가 다르다. 휘발성 유지(volatile oils) 함량은 꽃 이삭
이 금방 나와서 1.5~3cm 되었을 때 기름 함량이 가장 높다. 따라서 자소 기름을 증류할
전초는 8~9월경 화서가 나올 때 수확한다. 약용으로 쓰는 소엽, 소경은 가지 잎이 무성할
때에 수확 하는데 수확시기는 남부에서는 7~8월이고 중북부는 8~9월이다. 소엽, 소경,
소자를 겸하여 쓰는 자소의 전초는 보통 8~9월에 부분적으로 종자가 성숙된 후 맑은 날을
택하여 전포기를 잘라서 가공한다. 10a당 잎 수량은 550~750kg, 종실 수량은 50∼80kg
정도 수확한다.

가공
자소를 수확한 후 늘어놓거나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걸어서 말리며 말린 후 잎까
지 모두 묶는데 이것을 전소라 한다. 잎을 떼어내고 부서진 가지 잡물을 모아 소엽이라고
하며 종자를 떨어 낸 것을 소자라고 한다. 기타 줄기대 가지는 소경이라고 한다.
자소가 꽃이 피기 전에 깨끗한 잎과 잎이 달린 어린가지를 수확 할 때는 전포기를 모두
잘라서 밑 부분의 단단한 줄기는 약에 넣으며 이것을 어린 소경이라고 한다. 가지 잎을
햇빛에 하루 펴 말린 후 가마에 넣어 증류하는데 하루 말린 가지 잎에서 보통 자소기름
0.1% 정도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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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약의 특성과 품질(KP)
성상
이 약은 잎 및 끝가지로 잎은 양면이 모두 갈색을 띤 보라색이거나 윗면은 회록색~
녹갈색이고 뒷면은 갈색을 띤 보라색을 띤다. 형체가 고른 잎을 물에 담가 주름을 펴 보
면 잎몸은 넓은 달걀모양~도심장형이고 끝 쪽은 약간 뾰족하며 길이 5~12cm, 너비
5~8cm이고 엽연에는 톱니가 있다. 아랫쪽은 넓은 창모양을 하고 길이 3~5cm의 잎자루
를 갖고 있다. 잎 및 잎자루의 횡단면은 방형이다. 잎을 확대경으로 볼 때 잎의 양면에 드
문드문 털이 있고 특히 잎맥 위에 더욱 많으며 뒷면에는 가는 선모를 볼 수 있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있고 맛은 약간 쓰다.

품질
순도시험
⊙ 이물
가) 줄기 이 약은 지름 3mm 이상의 줄기가 3.0% 이상 섞여 있지 않다.
나) 그 밖의 이물 이 약은 줄기 이외의 이물이 1.0% 이상 섞여 있지 않다.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ppm 이하.

마) 엔드린 0.01ppm 이하.

⊙ 이산화황 : 30 ppm 이하.
⊙ 건조감량 : 13.0% 이하 (6시간).
⊙ 회분 : 16.0% 이하.
⊙ 산불용성 회분 : 2.5% 이하.
⊙ 정유함량 : 0.2mL 이상 (50.0g, 실리콘수지 1mL).
⊙ 저장법 :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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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약용

10
◀

갯기름나무(식방풍)

요
수
신
식물명 : 갯기름나물(산형과, Umbelliferae)
생약명 : 식방풍(植防風, Peucedani Japonici Radix)
학명 및 식물기원 : P
 eucedanum japonicum Thunb.
이용부위 : 뿌리

1. 식물의 형태 및 성상
갯기름나물은 숙근성 초본식물로 높이는 60~100cm이고 곧게 자라며 끝부분에 짧은 털
이 있고 가지를 치며 그 밖의 부분은 평활하다. 뿌리는 윗부분은 굵고 아래 부분으로 가늘
어지며 가지뿌리가 여러 개 있다. 잎은 호생하며 엽병이 길고 회록색으로서 백분을 칠한
듯하며 2~3회 우상복엽이다. 소엽은 능상 도란형이고 두꺼우며 길이 3~6cm로서 흔히 3
개로 갈라진다. 잎 가장 자리는 불규칙하고 깊은 치아상의 톱니가 있으며 윗부분의 잎은
퇴화되고 엽초가 터지지 않는다. 잎자루의 아랫부분에는 줄기를 싸고 있는 엽초가 있다.
꽃은 백색이고 복산형화서로 줄기 끝이나 가지 끝에 달리며 화서는 10~20개의 소산경으
로 갈라져서 끝에 각 20~30개의 꽃이 달린다. 꽃잎은 5개이며 소화경과 더불어 안쪽에 털
이 있으며 총포는 없고 소총포는 5~10개로서 삼각형 또는 피침형이다. 5개의 수술이 있으
며 자방은 하위이다. 열매는 타원형이며 잔털이 있고 뒷면의 능선이 실처럼 가늘며 늑(肋)
사이에 3~4개, 합생면에 8개의 유관이 있다. 종자 1,000알 무게는 4g 정도이다.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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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속식물
기름나물속(Peucedanum)속 식물은 갯기름나물을 포함하여 두메기름나물, 가는기름나
물, 백운기름나물, 덕우기름나물, 기름나물, 산기름나물 등이 있다. 국내에 자생하지 않
는 방풍(Saposhnikovia divaricata Schischkin)과 생약명이 유사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
나 방풍과는 전혀 다른 식물이다. 그 외에 식물명이 유사하거나 한약재 기원에 대한 혼란
이 있는 것으로는 우리나라 남쪽 해안에 자생하는 갯방풍(Glehnia littoralis Fr. Schmidt ex
Miquel ; 생약명 해방풍)과 산지에서 자생하며 산야채로 식용하는 기름나물(Peucedanum
terebinthaceum (Fisch.) Fisch. ex DC.)이 있다.

육성품종의 특성
식방풍의 육성품종에는 ‘식방풍1호’가 있는데 1995년 경북농촌진흥원에서 지방 수집종
을 선발하여 육성한 품종이다. 재래종보다 주근장은 짧으나 근두 직경이 굵다. 내습성과
내서성이 강하며 특히 여름철 고온기에 하고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수확기까지 왕성한 생
육을 한다.

주요 성분 및 약리작용
주요 성분은 베르가프텐(bergapten), 하마우돌(hamaudol), 페우세다놀(peucedanol),
엄벨리프론(umbelliferone) 등의 성분이 들어있다. 약리작용은 해열(解熱), 진통(鎭痛), 두
통(頭痛), 중풍(中風), 신경통(神經痛)에 효능이 있다.

2. 재배환경
기후
갯기름나물은 내습성, 내한성, 내서성이 강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한다. 그러나 비
교적 따뜻한 중남부 지역에서 잘 자라므로 중남부의 해안가 습지가 재배적지이다.

토양
사질양토나 미사질토로서 습기가 잘 유지되는 곳에서 잘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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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배기술
채종 및 종자 준비
2년생의 충실한 포기를 골라 별도로 채종포를 조성하고 이듬해에 채종한다. 타화수정
작물이므로 반드시 격리채종을 하는데 종자가 성숙하면 9~10월에 줄기째 잘라 2~3일간
그늘에 잘 말려 종자를 털어 정선한다. 종자는 파종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3일간 침종한
후 냉장고(약 4℃)에 1주일 정도 저온 처리한 후 파종한다.

파종시기
직파재배와 육묘 이식재배 방법이 있다. 직파재배는 무피복재배와 검정비닐 피복재배
가 있다. 무피복 재배는 봄파종보다 가을파종이 좋고, 봄파종 할 때에도 해동 즉시 파종
하는 것이 좋다. 가을에는 10월 상순, 봄에는 3월 중~하순경에 파종한다. 검정 비닐로 피
복재배할 때에는 3월 하순경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

파종방법
종자를 밀식 파종하면 수량은 증가하지만, 상품율을 높이고 수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적당한 재식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두둑은 80~90cm로 넓게 만들고 열간
20~30cm 간격으로 파종 골을 친다. 종자가 작으므로 골을 깊지 않게 1cm 정도로 파고
주간 15cm 간격으로 4~5립씩 점뿌림하는 것이 좋으나 드물게 줄뿌림하는 경우도 있다.
종자 소요량은 10a당 3ℓ 정도이다. 씨를 뿌린 후 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복토
해 주고 수분유지를 위하여 출현할 때까지 볏짚으로 피복하였다가 출현 후 걷어낸다. 검
은 비닐 피복재배 시에는 비닐에 구멍을 뚫고 파종하며, 습기가 잘 유지되도록 젖은 톱밥
등으로 파종구멍을 덮어준다.

비료주기
비료 주는 양은 10a당 시비량은 질소 21kg, 인산 13kg, 칼륨 10kg이며, 그 중에서 밑거
름은 10a당 퇴비 1,000kg, 질소 10kg, 인산 13kg, 칼륨 7kg을 시비한다. 밑거름은 전면에
골고루 뿌리고 경운 정지하여 전층시비를 한다. 생육 상황을 보아 질소 11kg, 칼륨 3kg을
웃거름으로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서 시용한다. 1회만 추비할 때는 8월 상순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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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재배
이식재배시 정식용 묘는 잎의 수가 4~5매 정도, 초장은 1cm 정도의 묘가 적당하며, 정
식 시기는 3월 하순~4월 상순이 좋다. 남부지방 1년생 수확 방풍 재배시 적정 재식거리
는 휴폭 20cm, 주간거리 15cm가 적당하다. 비료 주는량은 직파재배와 같이 한다. 초기
생육시는 별도의 비료를 주지 않고, 경엽이 자라는 생육상태에 따라 8월과 9월경에 질소
11kg, 칼리 3kg을 웃거름으로 분시한다.

본밭관리
종자 파종 후 출아해서 본엽이 2~3매가 나오면 15cm 정도 간격으로 1본만 남기고 솎
음한다. 초기생육이 늦기 때문에 적기에 제초하지 않으면 어린 식물체가 풀에 눌려 생육
이 위축되기 쉬우므로 3~4회에 걸쳐 제초작업을 하여야 한다. 흑색 비닐피복에서는 고
랑이나 이랑에 자라는 잡초를 수시로 제거한다. 꽃대가 올라오는 것은 보이는 대로 제거
해 준다. 이식재배할 때도 마찬가지로 잡초를 제거해준다. 장마기에는 물빠짐을 쉽게 하
기 위하여 골을 깊게 해서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방풍은 습해정도가 심할수록 근경의
비대가 억제되고 주근장 신장이 크게 저해되어 지하부의 생육장애가 심하며, 습해를 받
지 않은 밭에 비하여 수량이 23~81%까지 감소된다.

4. 병해충 방제
병
1) 점무늬병
가) 병징
주로 잎에 발생하는데 발병 초기에 담갈색 소형반점이 형성되나 오래된 병반은 암갈
색의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확대되며 윤문으로 나타난다. 건전한 부위와 이병부 사이에
는 담황색의 무늬가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 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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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무늬병 병징

▲ 병자각 형성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병원균은 Ascochyta sp.로 암갈색 병자각과 내부에 병포자를 형성하는데 병원균은 병자
각 상태로 월동하며 이듬해 알맞은 온습도가 되면 병포자가 공기로 전염되어 감염된다.
다) 방제
적용약제가 아직 없고 실제 재배포장에서는 아직까지 큰 피해 사례가 없으나, 병이 발
생하였을 경우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초기에 병반부를 제거해야 한다.

2) 검은무늬병
가) 병징
잎, 잎자루에 주로 발생하는데, 발생초기 흑색 소형 병반을 형성하나 커지면서 원형
또는 동심윤문의 암갈색으로 확대된다. 여러개 병반이 서로 융합되면 잎의 가장자리부
터 고사되고, 심하면 잎 전체가 황변하여 낙엽이 된다.
나) 병원균 및 발생생태
병원균은 Alternaria sp.로 곤봉형 암갈색 분생포자가 분생자경 위에 외생한다. 생육기
간 중 계속 발생하나 고온다습한 우기에 발생이 많고, 병에 걸린 조직내에서 균사체나
분생포자로 월동하며 공기전염으로 다시 기주체에 침입한다.

302

약용작물 GAP 표준재배기술
◀신수요 약용작물▶

▲ 검은무늬병 병징

▲ 분생포자

해충
1) 당귀장님노린재
가) 형태
성충은 4∼5.5mm 정도로서 몸은 광택이 강한 암갈색을 띠고, 더듬이는 짧고 주둥이
끝은 가운데 다리 밑마디 끝에 달하며, 등면에 잔털과 작은 점각이 있다.

▲ 당귀장님노린재 성충(좌)과 약충(우)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새순에 주로 발생하며 피해를 받은 순은 전개되지 않고 기형이 되거나 지저분한 황갈색
반점이 많이 생기고, 잎이 자람에 따라 패해 부위가 확장되어 불규칙한 구멍이 뚫린다. 당
귀, 방풍, 천궁 등 산형과식물에 발생하여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먹어 피해를 주는데 년간
2회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6월초부터 성충이 발견되며 8∼9월 발생량이 많지만,
주로 기주 가지 틈새에 숨어 있어서 쉽게 관찰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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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제
조기예찰을 통한 적기방제가 필수적인데, 신초 2∼3엽기에 말단부위의 잎이나 신초들을
펼쳐 보아 진딧물과 비슷한 녹색의 어린 약충이 있는지, 신초 부분이 황갈색, 흑갈색 반점
이 생기고 약간 오그라들 듯 기형화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방제시기를 결정한다.

▲ 당귀장님노린재에 의한 피해 증상

2) 어수리애기잎말이나방
가) 형태
성충의 날개 편길이는 14∼19mm이고, 앞날개 기부와 끝 부위에 선명한 흑갈색 무늬가
있고, 전연 중앙에서 날개 끝까지 암색부가 있으며 나머지는 흰색이다.

▲ 어수리애기잎말이나방 유충(좌)과 성충(우)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유충이 잎자루 기부와 줄기 사이로 침입하여 가해하면서 밖으로 배설물을 내보내므로
피해 부위가 배설물로 인해 지저분해진다. 개화 전에는 꽃봉오리에 침입하여 가해하면서
꽃대 속을 파먹어 들어가기도 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피해부분의 뒷부분이 말라죽는다.
흙속의 고치 안에서 유충으로 월동하는데 어수리, 당근, 천궁, 당귀, 구릿대 등 미나리과
와 산형과 식물의 줄기, 화경, 꽃을 가해하며 년 5회 정도 발생하고 고온기인 7∼8월에
성충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해는 6월 상순부터 나타나고, 강원도와 경
북의 산간지역에서는 7월 하순에 성충 발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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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수리애기잎말이나방 발생 유충 및 피해 증상

다) 방제
성충과 유충 발생 초기에 방제하여야 효과적이나 현재까지 등록된 적용약제는 없다.

3) 산호랑나비
가) 형태
성충의 날개 편길이가 10cm 정도의 큰 호랑나비로, 어린유충은 흑색∼흑녹색이고 흰
무늬가 있으며 4∼5령 유충이 되면 청록∼흑색과 황록색의 띠가 교대로 배열되어 있다.

▲ 산호랑나비 성충(좌)과 유충(우)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유충이 잎과 어린줄기 등을 가해하는데, 발생 초기에는 섭식량이 적으나 성장하면서
많아져 엽맥과 줄기만 남기고 잎을 갉아먹는다. 년 2∼3세대 발생하나 번데기 기간이
일정하지 않아 발생이 불규칙한데 남부지역에서는 4세대를 경과할 수 있다. 주로 산간지
에서 피해가 많이 발견되는데, 늦봄과 초가을에 피해가 많고 번데기로 월동하며, 월동세
대의 성충은 4-5월에 나타나고, 6-7월과 8-9월에 성충이 발생한다. 성충은 낮 동안 활
동하며 산란하고 다자란 유충은 잎자루나 잎에 실로 몸을 묶고 번데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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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호랑나비 발생과 피해

다) 방제
유충발생 초기에 포살한다.

4) 차응애
가) 형태
암컷성충은 0.4mm, 수컷성충은 약 0.3mm로서 전체가 적갈색이고 몸 측면에 불규칙
한 검은 무늬가 있다. 여름형은 암적색, 월동형은 붉은색으로 점박이응애와 유사하여 구
분이 매우 어렵다.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주로 잎뒷면에서 가해하지만 밀도가 높아지면 잎 앞쪽도 가해하여 흰 점이 생기고, 피
해부가 확장되면 갈색으로 변해 일찍 낙엽이 된다. 피해부위에 흰 탈피각과 적색의 응애
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점박이응애 생태와 매우 비슷한데 월동은 주로 휴면 암컷
상태로 하지만 따뜻한 지방에서는 여름형 암컷 또는 각 발육태로도 월동하며 월동기에는
붉은색을 띠며 3월 상순 이후 적갈색으로 변화하고 산란을 시작한다. 성충과 약충이 바람
에 의해 비산, 전파되고 고온 건조 시 번식에 유리하여 발생최성기인 7∼8월에는 세대가
중첩된다.

▲ 차응애 알과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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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응애 발생과 피해 증상

약용작물 GAP 표준재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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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제
기주범위가 넓어 재배 작물과 주변의 잡초에도 기생하므로 포장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
다. 번식력이 커서 피해가 급격히 진전되므로 발생이 확인되면 방제하여야 하는데, 약제
에 대한 저항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같은 계통의 약제 연용을 피해야 한다. 현재 식방
풍 응애류에 등록되어 있는 적용약제는 없다.

5) 총채벌레류
가) 형태
암컷성충은 1.4∼1.7mm이며 황색으로부터 갈색까지 변이가 크고 약충은 담황색이다.
나)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
약충과 성충이 발생 부위를 갉아서 즙액을 흡수하므로 조직이 위축되고 변형된다. 주로
잎이나 꽃 등 연약한 부위나 조직 틈에서 가해 하므로 낮은 밀도로 발생하더라도 작물의
생육초기 신초 부위 등에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크며 년 5∼6회 이상 발생하는데 기주식물
종류 및 기상조건(온도)에 따라 불규칙하다. 성충은 30∼70일간 생존하여 식물체내에 수
십∼수백개의 알을 낳는데, 노지에서는 4월 하순∼11월까지 발생하고 대체로 6월 하순과
8월 상중순에 많은 발생을 보인다.

▲ 총채벌레 발생과 피해 증상

다) 방제
기주범위가 넓고 번식력도 높아 약제로 완전방제가 곤란하므로 물리적, 경종적, 화학적
방제를 잘 조화시켜야 효율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피해가 심한 포장의 경우 재식
시 비닐 멀칭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끈끈이 트랩을 이용하여 발생을 확인하거나 흰종
이를 피해가 의심되는 신초나 가지밑에 놓고 가볍게 털어보면서 해충 발생을 확인한다.
현재 식방풍 총채벌레류에 등록되어 있는 적용약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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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확 및 조제
수확
수확 시기는 10월 하순~11월 상순경 줄기와 잎이 누렇게 변할 때가 수확적기이다. 수
확할 때는 발이 긴 쇠스랑으로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캐내는데, 요즘은 포크레인을 이용
하기도 한다. 흙을 털고 오염되지 않은 물에 깨끗이 씻어서 건조한다. 건근수량은 10a당
250∼300kg 정도 수확한다.

건조
건조기로 건조할 경우에는 1차 건조하여 뿌리가 부드러워지면 곧게 펴서 모양을 잡은
다음, 다발로 만들어 60℃ 이하에서 건조한다. 굵은 뿌리는 길이로 쪼개고 잔 것은 그대
로 건조한다. 껍질이 얇고 황갈색을 띠며 잔뿌리가 적은 것이 상품이다.

6. 생약의 특성과 품질(KHP)
생약의 성상
이 약은 뿌리로 원뿔모양~방추형을 이루고 곁뿌리가 2~4개 달려 있고 길이 5~15cm,
지름 1~3cm이다. 바깥면은 회황색~회갈색이며 드문드문 길이 3~5mm의 적갈색 껍질
눈이 세로로 있고 근두부에 오목한 줄기 자국이 있으며 거칠은 세로주름과 잔뿌리 자국
이 있다. 이 약의 횡단면을 확대경으로 보면 피부는 회갈색~연한 갈색이며 빈틈이 보이
고 갈색의 형성층이 뚜렷하고 목부는 황갈색이며 치밀하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있고
맛은 부드럽고 약간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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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순도시험
⊙ 이물
이 약은 줄기 및 그 밖의 이물이 2.0% 이상 섞여 있어서는 안된다.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총 DDT : 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계)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Dieldrin)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총 BHC : α,β,γ 및 δ-BHC의 합계) 0.2ppm 이하.
라) 알드린(Aldrin) 0.01ppm 이하.
마) 엔드린(Endrin) 0.01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회분 : 4.0% 이하
⊙ 산불용성 회분 : 2.0% 이하
⊙ 정유함량 : 0.5mL 이상 (50g).
⊙ 엑스함량 : 묽은에탄올엑스 18.0% 이상
⊙ 저장법 :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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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약용

11
◀

쑥(애엽)

요
수
신
식물명 : 쑥(국화과, Compositae)
생약명 : 애엽(艾葉, Artemisiae Argyi Folium)
학명 및 식물기원 : 쑥 Artemisia princeps Pamp.,
황해쑥 Artemisia argyi Lev. et Vant. 또는
산쑥 Artemisia montana Pamp.
이용부위 : 잎 및 어린줄기

1. 식물의 성상
형태적 특성
쑥은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식물이다. 줄기
의 길이는 약 50~100cm에 달하며 원줄기에 종선이
있고 전체가 거미줄 같은 털로 덮여 있다. 뿌리 줄기
가 땅 속 5~10cm 부위에서 옆으로 뻗어 나가면서 새
순이 출아한다. 새순이 나오면 1년 동안 자란 후 포기
벌기를 시작한다. 뿌리에서 나온 근생엽은 나중에 쓰
러지며 줄기에서 나온 잎은 어긋나고 탁엽이 있으며

▲애엽

길이 6~12cm, 폭 4~8cm로서 깊게 갈라진다. 잎 뒷
면에는 흰색의 털이 밀생하고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결각 상태이며 위로 올라갈수록 잎
이 작아진다. 꽃은 7~10월에 피며 잎 사이에서 꽃대가 올라와 연한 자주색의 두상화가 핀
다. 두상화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달리며 전체가 원추화서로 핀다. 꽃은 긴 타원형의 종 모
양이며 길이 2.5~3.5mm, 지름 1.5mm 정도이다. 열매는 수과로서 10월에 익으며 길이
약 1.5mm, 지름 0.5mm로서 털이 없다.

310

약용작물 GAP 표준재배기술
◀신수요 약용작물▶

동속식물
국화과의 쑥은 Artemisia princeps Pamp.이다. 쑥을 한자로 애엽(艾葉)이라고 부르며 쑥
(Artemisia princeps Pampan), 산쑥(Artemisia montana Pampan), 황해쑥(Artemisia argyi Lev.
et. Vnt)이 있으며 이들의 잎을 주로 쑥으로 사용한다. 쑥은 키가 50~100cm이고, 산쑥
(Artemisia montana)은 150~200cm이다. 쑥은 잎이 7~10cm이고, 산쑥은 잎이 15~19cm
이다. 쑥에는 탁엽이 있고, 산쑥에는 없다. 산쑥은 산지에 자라는 대형 쑥으로서 뜸에 사
용한다.
중국에서는 야애(Artemisia vulgaris L.)의 잎도 애엽으로 쓰이는데 화애, 오월애라고도 부
른다. 줄기의 길이는 45~100cm이고, 잎은 1~2회 깃털 모양으로 분열하며 열편은 타원
형, 피침형 내지 선 모양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거나 톱니가 있다. 잎의 윗면에는 선점
(腺點)이 없고 털도 거의 없지만 밑면에는 백색의 선모양의 털로 덮여 있다. 상부의 잎은
거의 자루가 없고 열편은 가는 실처럼 되어 있다. 개화기는 9~10월이다.

주요 성분 및 약리작용
주요 성분으로 펠란드렌(phellandrene), 카디넨(cadinene), 베타시토스테롤(β-sitosterol),
알파아밀린(α-amyrin) 등이 알려졌다.
약리작용은 지혈, 기관지 평활근에 이완 작용, 진해, 거담, 수면 시간 연장과 자궁 흥분
작용이 있다.

2. 재배환경
쑥은 따뜻하고 햇볕이 있는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라고 약간 그늘진 곳에서도 비교적
잘 자란다. 토양은 비옥하고 부드러워서 배수가 잘 되는 사양토나 양토에서 생육이 좋다.
척박한 토양 또는 음지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며 포기는 낮고 작으며 배수가 좋지 않은 습
지는 생육이 불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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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배기술
밭 준비
일반적으로 배수가 잘되는 토양에서 재배가 가능하지만 양지쪽의 비옥하고 배수가 좋
은 사양토가 가장 좋다. 야산의 경사지와 평지에도 모두 재배 가능하다. 이식 2~4주일
전에 10a당 유기질 퇴비를 약 2,000kg을 시용하고 밭을 경운 정지한다. 경사진 밭은 두
둑을 낮게 하고 배수로를 잘 만들어 주고 평지는 너비가 90~100cm 되는 높은 이랑을 만
들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이식
번식은 포기 나누기를 하여 번식는데 번식 시기는 3~4월경의 봄에 하는 것이 유리하
다. 이식 묘는 뿌리줄기로부터 나온 싹을 캐서 이식하는데 새로 나온 싹의 길이는 높이
13~18cm 정도 되는 것을 골라서 이식한다. 이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날은 비가 온 뒤에
토양이 습윤할 때 이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식은 각 구멍에 묘를 2~3주씩 이식
하여 활착을 촉진한다. 두둑을 넓이 90cm, 높이 15cm로 만들고, 고랑은 60cm로 배수로
를 만든다. 묘는 뿌리 줄기를 3~5cm로 절단하여 이식하고 복토한 다음 짚으로 피복한
다. 재식밀도는 줄사이 30cm, 포기사이 10cm로 하여 정식한다. 10a당 소요되는 본 수는
20,000본 정도 이다.

본밭관리
1) 잡초방제
잡초방제는 이식한 당년에 3회 실시하는데, 즉 5월, 7월과 9월에 각각 1회씩 사이 갈이
와 김매기를 하고 수확 후에 한 번 더 해준다. 그 후 매년 봄에 싹이 나온 다음 6월경에
제 1차 수확 후와 10월 제 2차 수확 후에 각각 1회씩 김매기를 해준다.

2) 추비 시용
추비는 사이갈이와 김매기 후에 주는 것이 좋으며 보통 유기질 퇴비를 쓴다. 추비는 봄
수확이 끝날 때 1회 시용하고, 생육정도에 따라 7월 중순과 8월 중순에 시용한다. 2년차
부터는 가을에 지상부가 말라죽으면 퇴비가루와 계분 발효비료를 밑거름으로 시용하여 유
기물을 공급한다. 재배하기 시작하여 3~4년 지나면 뿌리줄기가 노쇠하므로 다시 심는다.

312

약용작물 GAP 표준재배기술
◀신수요 약용작물▶

3) 물관리
쑥은 전 생육 단계에 걸쳐 장마기 또는 가뭄시기에 관개 또는 배수를 해주어야 한다. 가뭄
이 오래 지속되면 지상부 경엽에 물주기를 해야 한다. 배수가 안되는 토양에서는 생육이 좋
지 않고 뿌리썩음병이 발생된다. 장마기에는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정비해주어야 한다.

4. 병해충 방제
쑥 생육기간 동안 주로 발생되는 병해충은 뿌리썩음병, 바이러스 등의 병해와 진딧물,
순나방 등의 충해가 발생된다. 재배지가 다른 곳에서 식물 병해충 발생 지역은 재배 적지
선정, 윤작을 하는 등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 져야 한다.

뿌리썩음병
1) 증상
식물체가 시들고 뿌리가 검게 되어 썩는다.

2) 예방 및 방제
병든 식물체를 제거하고 윤작을 한다.

바이러스 병
1) 증상
새로 나온 잎이 주름지고 오그라들고 잎의 크기가 작아진다.

2) 예방 및 방제
바이러스 매개충인 진딧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고 약제 방제시는 잎에 엽면 살포
를 하는데 쑥에 사용되도록 등록된 약제는 없다.

진딧물
1) 증상
어린잎과 잎뒷면에 주로 기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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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 및 방제
살충제를 살포하는데 현재까지 적용 약제는 없다.

5. 수확 및 조제
수확시기
쑥은 생산되는 지역의 지리적 환경, 수확시기, 온도와 비료 시용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품질의 영향을 받지만, 수확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장 적합한 수확시기
가 재배지역의 기상 조건에 맞게 결정되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쑥을 수확하는 가장 적당한 시기는 새순이 4~5cm 정도 될 때 수확하는데,
봄, 여름에 잎은 무성하지만 꽃이 아직 피지 않았을 때에 채집하여 햇볕에 말리거나 그늘
에서 말린다. 약쑥은 5월 중순경 단오절을 전후하여 수확 건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
다. 10a당 수량은 생채로 500~1,000kg 정도 수확이 가능하고 건근율은 12% 정도이다.

수확 및 수확후 관리
수확은 날씨가 맑은 날 식물체 지상부 전체를 잘라서 수확한다. 수확한 식물체는 이물
질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한 다음 절단한다. 절단한 식물체는 햇볕에 말리는데 건조기간
중에 비를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잎이 완전히 건조되면 불순물과 자루를 제거한 다음 먼
지나 부스러기를 체로 쳐서 버리고 마대자루나 망사자루에 넣어서 보관하거나 출하한다.

6. 생약의 특성과 품질(KHP)
생약의 특성
이 약은 잎 및 어린줄기로 잎은 오그라져 있으나 펴보면 길이 4~10cm, 너비 2~10cm
이며 깃꼴로 갈라져 어긋나게 붙어있다. 잎의 윗면은 녹색~어두운 녹갈색이고 아랫면은
회백색의 가는 솜털이 촘촘히 나며 부드러운 촉감을 준다.
이 약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볼 때 주맥은 위와 아래 쪽으로 불록하게 나와 있고 표피
의 안쪽에는 후각조직이 있다. 측립유관속으로 반달모양이며 그 위와 아래에는 주로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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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이루어진 후벽조직이 있다. 엽육은 비교적 얇고 울타리조직과 갯솜조직이 각각 절
반씩 차지한다. 표피세포는 1열이고 바깥쪽에는 각질층이 덮여 있다. 엽육조직에는 옥살
산칼슘집정과 단정 및 전분립이 많이 들어 있다. 잎맥의 유세포에는 보통 연한 노란색~
선황색 물질이 들어 있고 목부유세포에는 보통 갈색물질이 들어 있다. 이 약은 특유한 방
향이 있고 맛은 쓰다.

품질
순도시험
⊙ 줄기
이 약은 지름 2mm 이상의 줄기가 3.0% 이상 섞여 있어서는 안된다.

⊙ 이물
이 약은 줄기이외의 뿌리 및 그 밖의 이물이 2.0% 이상 섞여 있어서는 안된다.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7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총 DDT : 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계) 0.1 ppm 이하.
나) 디엘드린(Dieldrin)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총 BHC : α,β,γ 및 δ-BHC의 합계) 0.2ppm 이하.
라) 알드린(Aldrin) 0.01ppm 이하.
마) 엔드린(Endrin) 0.01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건조감량 : 12.0% 이하.
⊙ 회분 : 12.0% 이하.
⊙ 산불용성 회분 : 2.5% 이하.
⊙ 엑스함량 : 묽은에탄올엑스 13.0% 이상.
⊙ 저장법 :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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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약용

12
◀

원지

요
수
신
식물명 : 원지(원지과, Polygalaceae)
생약명 : 원지(遠志, Polygala Root)
학명 및 식물기원 : P
 olygala tenuifolia Willd.
이용부위 : 뿌리

1. 식물의 성상
식물의 형태
원지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줄기의 길이는 30~40cm이다. 줄기는 기부로부터 총생하고,
직립 또는 반직립으로 비스듬히 자라며 줄기의 윗부분에 분지가 많다.
잎은 호생이고 잎자루는 짧거나 혹은 자루가 거의 없는 정도이고 잎 모양은 선형(線形)
으로 선단은 뾰족하며, 털이 없거나 혹은 아주 작은 털이 약간 있다.
화서는 총상화서로 줄기의 끝부분에 있으며 꽃은 작고 꽃잎은 5개로 그중 주잎은 화판
모양이며 녹백색이고 가장 자리는 자색이다. 화판은 3개로 담자색이고 그 중 한 개의 화
판이 비교적 크며 용골상이고 선단에는 실모양의 부속물이 있다. 수술은 8개이고 자방은
2실이고 화주는 약간 구부러졌으며 주두는 2열이다. 열매는 삭과로 난원형에 납작하며 선
단은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다.
뿌리는 원주형으로 길고 약간 굽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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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속식물
동속식물로 관엽원지(寬葉遠志, Polygala sibirica L.)도 약재로 이용한다. 관엽원지의 줄
기는 녹갈색이며 표면은 회갈색의 가늘고 뾰족뾰족한 털에 꽉 덮혀 있으며 잎은 타원형
으로부터 긴 원모양의 피뢰침형이다.

주요 성분 및 약리작용
주요 성분은 뿌리 껍질에 원지사포닌(onjisaponin) A~G, 테누이딘(tenuidine), 폴리갈리
톨(polygalitol), 등이 함유되어 있다.
약리작용은 진해, 거담제, 강장제, 진정제 및 치매의 예방 등에 사용한다.

2. 재배환경
기후
원지는 보통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고 고온에서는 잎이 말라서 자라기 어렵다. 우리나라
의 전 지역의 지대가 높은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남부의 평야 지에
서는 고온 피해가 우려되므로 중북부지역의 해발 300m 이상 되는 곳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다. 원지의 생육은 음지보다는 양지에서 잘 자라고 뿌리 수량도 많다.

토양
토양은 물을 지니는 보수력이 있고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데 수분이 적당하고 배수
가 잘되며 부식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양토나 양토에서 잘 자란다. 원지 뿌리는 지하
80cm까지 깊이 자라기 때문에 가뭄에도 깊은 곳의 물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가뭄에 잘
견딘다.

317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3. 재배기술
품종
원지는 육성 품종은 없고 자생종을 재배하고 있다.

번식
원지는 종자로 번식한다. 온실에서 연결육묘상자에 파종하여 2개월 정도 자란 묘를 본
밭에 정식하면 당년에 개화결실이 된다. 원지는 직파할 경우에는 이듬해에 개화하고 생
육 년 수가 많아질수록 채종량이 많아진다.
삭과가 익으면 갈라지며 종자가 땅에 떨어지므로 열매가 70~80%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 종자를 채종하여야 한다.

1) 직파
봄파종은 4월 중순, 하순에 하고 가을 파종은 10월 중순, 하순 혹은 11월 상순에 파종한
다. 밭에 이랑사이 거리가 30cm 되게 골을 파고 줄에 따라 조파를 하는데, 파종량은 10a
당 1.0~1.5kg이며 파종한 후 복토를 해준다. 봄에 파종 후 약 15일에 출아하기 시작하고
가을에 파종한 것은 다음해 봄에 출아한다.

2) 육묘
3월 상순경 온실에서 연결육묘상자에 파종하고 적절하게 물을 주고 온도는 15~20℃를
유지해 준다. 파종 후 10일 전후에 출아하며 약 2개월 정도 육묘하여 묘의 길이가 5cm 정
도일 때 정식하면 된다.

정식
정식 시기는 봄에는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경 정식한다. 봄에 너무 일찍 심으면 냉해를
받기 쉽고, 너무 늦게 심으면 활착이 더디고 생육이 불량해진다. 정식은 흐리고 비 오는
날 혹은 오후를 택하여 한다.
재식거리는 이랑 넓이 90~100cm의 이랑을 만들고 비닐을 피복한 다음 줄사이 30cm,
포기사이 10~20cm 간격으로 구멍을 뚫고 물을 충분히 준 다음 정식하는데, 잎은 땅에
묻히지 않도록 정식하고 흙을 덮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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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주기
원지는 일반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많이 시용한다. 유기질 비료는 10a당
2,000kg를 시용하고 정지하여 전층시비가 되도록 한다. 유기질 비료를 많이 주면 토양
의 습도를 잘 유지시켜주어 수량을 높일 수 있다.
정식한 이듬해부터 매년 봄 4~5월 사이에 각각 한 번씩 추비하여 뿌리 수량을 높일 수 있
도록 한다. 추비는 인산비료를 10a당 25~30kg 혹은 과린산칼슘 15~20kg를 시비한다.

본밭관리
1) 잡초제거
정식을 한 후 활착이 되면 수시로 잡초를 제거해 준다. 원지는 키가 작아서 생육 기간에
반드시 중경제초를 하여 잡초가 원지를 덮는 것을 피해야 한다.

2) 관개와 배수
원지는 배수가 잘되는 곳에 심고 토양 수분관리를 적당하게 해주어야 한다. 원지는 건
조한 곳에서 잘 자라는데 출아기와 유묘기에 일정하게 적당한 양의 물을 주어야 하고, 생
장 후기에는 물을 자주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식물체가 성숙한 뒤에는 수분이 너무
많으면 제때에 고인 물을 배수하여 병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병해충 방제
원지는 여름에 고온이 지속될 경우 크게 문제 되는 잎이 말라서 시들어버리고 병이 발
생된다. 따라서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해야 된다. 크게 문제되는 해충의 피해는 없다.

5. 수확 및 조제
수확
원지는 육묘하여 정식한 후 2, 3년째에 가을 낙엽이 진후 또는 봄 출아하기 전에 수확
한다. 수확할 때 뿌리를 채취하여 흙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분이 마르지 않았을 때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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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로 두드려서 부드럽게 하여 목질부를 뽑아버리고 햇볕에 건조시킨다. 거심한 원지
를 원지육(遠志肉)이라고 부르며, 수확 후 바로 말린 것은 원지대(遠志棍)라고 부른다.
원지 뿌리의 직경은 0.5~1cm 정도로 뿌리 무게는 4.5g 정도이며 10a당 수량은
120~150kg이다. 뿌리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햇볕에 말리거나 열풍건조기로 60℃ 이
하의 온도에서 건조시킨다.

6. 생약의 특성과 품질(KP)
생약의 특성
이 약은 뿌리로 원기둥모양이며 가늘고 길며 구부러져 있다. 원뿌리는 길이 10~20cm,
지름 2~10mm이다. 바깥면은 연한 회황색~회갈색이며 비교적 조밀하고 깊게 패인 가로
주름무늬, 세로주름무늬 및 벌어진 무늬가 있다. 오래된 뿌리는 가로주름무늬가 비교적
조밀하고 더욱 깊게 꺼져 있으며 약간 결절상을 나타낸다. 질은 단단하면서 취약하고 자
르기 쉽다. 잘린 면은 피부가 황갈색이고 목부는 황백색이며, 피부와 목부는 분리되어 떨
어지기 쉽고, 어떤 것은 이미 목심을 제거해 버린 것도 있다.
이 약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볼 때 코르크층은 10여 열의 코르크세포로 되어있고 바깥
쪽 1~2열의 세포는 직사각형이다. 피부는 좁고 사부는 비교적 넓으며 곳곳에 벌어진 틈
이 있다. 형성층은 고리를 이루고 있다. 목심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는 목부가 있다. 도관
은 여러 개가 무리를 이루어 흩어져 있고 그 주위에는 목화된 목부섬유 묶음이 있다. 목
부수선은 1~3열의 세포로 되어있고 유세포에는 대부분 지방유 방울이 들어있으며 때로
옥살산칼슘 집정이나 단정을 함유한 것도 있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약간 있고 맛은
약간 아리다.

품질
⊙ 이물
가) 줄기 이 약은 줄기가 10.0% 이상 섞여 있지 않다.
나) 그 밖의 이물 이 약은 줄기 이외의 이물이 1.0% 이상 섞여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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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ppm 이하.
마) 엔도설판(α,β-엔도설판 및 엔도설판설페이트의 합) 0.2ppm 이하.
바) 엔드린 0.01ppm 이하.

⊙ 이산화황
30ppm 이하.

⊙ 곰팡이독소
총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B2, G1 및 G2의 합) 15.0ppb 이하 (단, 아플라톡신 B1 10.0ppb
이하).

⊙ 회분
6.0% 이하.

⊙ 저장법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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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모초

요
수
신
식물명 : 익모초(꿀풀과, Labiatae)
생약명 : 익모초(益母草, Leonurus Herb)
학명 및 식물기원 : L
 eonurus japonicus Houtt.
이용부위 : 지상부로서 꽃이 피기 전 또는 꽃이 필 때 채취한 것

1. 식물의 성상
형태적 특성
익모초는 꿀풀과의 초본식물로 줄기는 60~100cm이다. 줄기는 똑바로 직립하고 4개의
모서리가 있으며 연한 털도 있다. 줄기에 2장씩 마주나는 잎은 3갈래로 깊게 갈라진다. 갈
라진 잎은 또 다시 2~3개로 갈라지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가장 윗부분의 잎은 갈라
지지 않고 실 모양이며 대체로 잎자루는 없으며 윗면은 녹색이고 밑면은 연한 녹색이며 양
면이 짧고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다. 꽃은 7~8월에 줄기 윗부분의 잎겨드랑이 마다 연한
홍자색 꽃이 층층으로 돌려 가며 피며 윤산화서 모양이다. 꽃 떡잎은 가시 모양이고 꽃받
침은 종 모양이고 끝에 5개의 길고 뾰족한 톱니가 있으며 아래에 있는 2개가 위에 있는 3
개 보다 길다. 꽃부리는 연한 홍색 또는 적자색을 띠며 길이는 9~12mm이다. 수술은 4개
로 2개는 길고 꽃부리 안의 파열구 아래쪽 가까운 곳에 착생한다. 씨방은 4개로 갈라졌으
며 암술머리는 2개로 갈라진다. 개화기는 6~8월이고, 결실기는 7~9월이다. 작은 견과는
갈색이고 삼각형으로 길이는 약 2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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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속식물
꿀풀과의 익모초속은 전세계에 약 14종이 분포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익모초(Leonurus
sibiricus L.)와 산익모초(송장풀, 개속단 : Leonurus macranthus Maxim.)가 자생하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산익모초를 익모초로 대용하고 있다. 산익모초도 민간에서는 전초와 뿌
리를 부인병 치료약, 혈압강하, 진정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주요 성분 및 약리작용
주요 성분은 레오눌린(leonurine), 스타치드린(stachydrine), 래오누리딘(leonuridine), 루
틴(rutin), 벤조익엑시드(benzoic acid) 등이 함유되어 있다.
약리작용은 활혈조경(活血調經;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생리불순을 치료하는 것), 이뇨
(利尿; 오줌이 잘 나오게 하는 것), 자궁수축(子宮收縮) 등이 있다.

2. 재배환경
익모초는 따뜻하고 습윤한 기후에서 잘 자라며 양지바른 곳이 적합하다. 온도가 낮은
지대에서는 꽃대가 발생되지 않아서 결실이 안된다. 그리고 너무 습한 곳에서는 쉽게 병
에 걸리고 생장에 불리하다. 토양 조건은 토층이 두껍고 부식질이 풍부한 양토 및 배수가
잘되는 사질 양토가 가장 적합하다.

3. 재배기술
종자 준비
익모초는 주로 종자로 번식한다. 종자 채종은 종자가 아직 채 성숙되지 않았을 때 밭에
서 종자가 깨끗하고 병충해가 없는 건전한 포기에서 종자를 채종한다. 종자를 채종할 밭
은 미리 정해놓고 잡포기를 뽑아내고 종자가 충분이 성숙한 후에 수확한다. 익모초 종자
는 성숙한 후 쉽게 떨어지므로 수확할 때 먼저 밭에서 미리 종자를 턴 후 다시 식물체 전
체를 같이 수확해서 햇빛에 건조시켜서 탈곡을 해서 정선한 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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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선택과 정지
일반적으로 배수가 잘되는 토양에서는 재배가 가능하지만 양지쪽의 비옥하고 배수가 좋
은 사양토가 가장 좋다. 야산의 경사지와 평지에도 모두 재배 가능하다. 파종 2~4주일 전
에 10a당 퇴비 약 2,000kg을 시용하고 밭을 경운 정지한다. 경사진 밭은 두둑을 낮게하고
배수로를 잘 만들어 주고 평지는 너비가 90~100cm 되는 높은 이랑을 만들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파종
파종 방법은 직파와 육묘이식재배를 한다. 직파에는 점파, 산파, 조파가 있다. 조파는
헛골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고, 산파는 관리하기가 불편해서 생산량이 감소 된다. 점파는
노력이 적게 들고 관리가 편리하며 생산량이 높아서 이 방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한
다. 파종 시기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주로 4월 상~중순에 파종을 한다. 90cm 이
랑에 줄 간격 30cm에 포기간격 20cm 간격으로 얕은 구멍을 파고 종자를 점파 한다. 종
자를 파종한 후 엷게 복토하고 가볍게 눌러 준 다음 물을 준다. 토양에 수분을 유지시켜
주면 10~15일 후에 싹이 나온다. 10a당 파종량은 3~4kg이며 파종 전년에 채종한 종자
로 발아율이 보통 70% 이상 되어야 한다. 묵은 종자의 발아율은 매우 낮으므로 쓰지 않
는다. 익모초 종자 발아는 토양 수분이 충분한 조건하에서 온도가 상승할수록 빨라진다.
종자는 10℃ 이상이면 발아가 시작되며 평균기온이 10~15℃일 때 파종뒤 20~30일이면
출아 한다. 평균기온이 15~20℃일 때 파종 뒤 7~18일이면 출아 한다. 평균기온이 20℃
이상이 되면 파종 뒤 5~7일이면 출아 한다.

본밭관리
1) 솎아주기
묘 길이가 7cm 되었을 때 솎아주고 약한 묘와 밀집한 묘를 솎아 준다. 솎음 및 보식작업
은 반드시 2~3회 실시하여 충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묘 길이가 17cm 정
도 되었을 때 포기당 건실한 묘를 2~3포기 남기고 결주가 생긴 곳은 보식을 해 준다.

2) 잡초제거
파종 후 생육초기에 잡초방제는 2~3회 실시한다. 잡초제거와 겸해서 복토를 해 준다.
첫 번째 복토시 흙이 유묘를 눌러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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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비 시용
추비는 잡초 방제 시 같이 한다. 비료는 질소 비료를 위주로 하며 축분퇴비 등을 준다.
비료를 주는 양은 축분은 1000kg 정도 하고 2~3회 시용한다.

4. 병해충 방제
흰가루병
봄과 초여름에 발생하는데 잎과 줄기 부분을 해친다. 발생된 식물체는 제거해 주고 윤
작을 한다.

진딧물
익모초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해충이다. 봄, 가을에 발생하며 반드시 제때에 방제해야
한다.

5. 수확 및 가공
수확
익모초의 전초와 종자를 모두 약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 목적 따라 수확시기를 결정
한다. 전초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마다 꽃이 2/3 피였을 때에 수확한다. 수확
할 때는 맑은 날을 택하여 지상 부분을 예취한다. 종자 수확을 목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전포기 꽃이 떨어진 후 아랫부분의 종자가 익었을 때 수확한다. 익모초 종자는 성숙한 후
쉽게 떨어지므로 수확할 때에 반드시 조심해야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밭에서 미리 탈곡
한 후 운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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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신선한 익모초를 수확한 후 즉시 쭉 펴서 햇빛에 말린다. 비가 올 때는 실내에서 열에
말린다. 말릴때는 쌓아놓으면 발효하게 되므로 잎이 황색으로 되여 떨어지는 것을 피해
야 한다. 햇빛에 말릴 때에 비에 젖게 하지 말아야 한다. 모두 마른 후 쌓아 놓는다.
익모초는 밭에서 미리 탈곡한 후 포기를 운반해서 3~4일 말린 후 탈곡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줄기와 잎을 햇빛에 양건하거나 열풍건조 시킨다.

6. 생약의 특성과 품질(KP)
생약의 특성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레오누린(C14H21N3O5 : 311.33) 0.05% 이상을 함유한
다. 이 약은 지상부로 네모난 줄기와 여기에 달린 잎과 꽃으로 되어 있으며 줄기는 길이
30~60cm, 지름 1~5mm이고 바깥면은 황록색~녹갈색을 띠며 희고 짧은 털이 촘촘히
나 있다. 줄기의 꺾인 면에는 흰색의 커다란 수가 있고 질은 가볍다. 잎은 3 심열~전열로
줄기에 마주나서 붙어 있고 윗면은 연한 녹색을 띠며 아랫면은 흰색의 짧은 털이 촘촘히
나고 회록색이다. 꽃은 잎겨드랑이에 윤생으로 촘촘히 나고 꽃받침은 통모양으로 끝이 5
갈래로 갈라지며 연한 녹색~녹갈색이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약간 있고 맛은 쓰고 수
렴성이 있다.

품질
순도시험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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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 (α,β,γ 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ppm 이하.
마) 엔드린 0.01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건조감량 : 13.0% 이하 (6시간).
⊙ 회분 : 10.0% 이하.
⊙ 산불용성 회분 : 2.0% 이하.
⊙ 엑스함량 : 묽은에탄올엑스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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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수
신
식물명 : 창출(국화과, Compositae)
생약명 : 창출(蒼朮, Atractylodes Rhizome)
학명 및 식물기원 : 모창출 (茅蒼朮) Atractylodes lancea De Candlle 또는
북창출 (北蒼朮) Atractylodes chinensis Koidzumi
이용부위 : 뿌리줄기

1. 식물의 성상
식물의 형태
모창출(茅蒼術)은 다년생 초본식물로 줄기는 1개이며 길이는 30~80cm로 곧게 자란다.
줄기는 단단하고 질기고 털은 없거나 약간의 가는 털이 있고 줄기의 아래 부분은 목질화
되어 있으며, 윗부분은 가지로 갈라진다. 잎은 어긋나고 타원형으로 가늘고 길며 끝이 뾰
족한 모양 또는 달걀을 거꾸로 세운 타원형이다. 잎의 길이는 3~8cm, 넓이는 1~3cm로
기부는 점점 좁아지고 선단부는 날카롭다. 가장자리는 바늘 같은 톱니가 있고 위쪽은 짙
은 녹색이고 아래쪽은 옅은 녹색이다. 아랫부분의 잎은 갈라져 있지 않거나 3~5개로 갈라
져 있다. 중간부위의 잎은 전연 또는 3~7의 깃꼴로 갈라지며 잎자루가 없다. 줄기 윗부분
의 잎은 달걀모양 피침형 내지 타원형으로 길이는 4cm이고 너비는 1~1.5cm이며 잎자루
는 없고 가장자리에 가시모양의 톱니가 있다. 그리고 잎은 항상 꽃이 피기 전에 말라 떨어
진다.
꽃은 꽃대 끝에 꽃자루가 없는 작은 꽃이 많이 모여 피어 머리 모양을 이룬 두상화로 가
지 끝에 달려 있으며 길이 약 2cm 직경 1.5cm 정도의 크기이다. 꽃받침은 평탄하며 다수
의 양성화 또는 단성화가 착생되어 있으며, 꽃 색은 백색 또는 옅은 자색으로 관통은 가늘
고 길다. 수술은 5개이고 암술은 1개로 암술대는 가늘고 길며 암술머리는 2개로 갈라진다.
단성화는 일반적으로 암꽃으로 5개의 실모양의 헛수술을 가지고 있다. 헛수술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끝이 약간 말려져 있으나 그 외의 부분은 양성화와 같다. 수과는 타원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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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길고 둥근모양이며 길이는 5~7mm이며 폭은 1.5~3mm로 어린 털로 덮여 있다. 꽃피
는 시기는 8~10월이며, 종자가 맺히는 시기는 9~10월이다. 뿌리줄기는 굵고 크며 모양이
부정형으로 일정하지 않다.
북창출(北蒼術)은 다년생 초본식물로 줄기의 길이는 30~50cm로 곧고 가지가 갈라
져 있지 않거나 윗부분은 미세하게 갈라진다. 잎은 잎자루가 없고 도란형 또는 장란형으
로 4~7cm까지 자라고 넓이는 1.5~2.5cm이다. 일반적으로는 깃형으로 5개 정도로 갈라
진다. 줄기 윗 부분의 잎은 3~5개의 갓꼴로 겹잎모양을 이룬다. 가장 자리는 불규칙하고
뾰족한 톱니모양이며 바소꼴형 또는 폭이 좁고 긴 타원형이다. 꽃은 두상화서로 직경은
1cm, 길이는 1.5cm 내외이다. 꽃잎은 뾰족한 형태로 하나의 잔 모양처럼 생겼으며 5~6
층으로 약간의 털이 있다. 외층은 난형으로 자라며 중간층은 원형으로 자라고 내층은 원
형 또는 바소꼴형으로 자란다. 화관은 백색이고 수술선단원은 퇴화되어 있으며 주름이 없
다. 수과는 촘촘한 은백색 부드러운 털이 밀생하고 관모는 6~7mm이다. 꽃이 피는 시기
는 7~8월이며 과일이 열리는 시기는 8~10월이다. 뿌리줄기는 비대하고 부정형으로 자라
고 중첩 또는 분리되어 생장하며 마디와 마디사이로 형성 되어 있다.

동속식물
창출은 국화과에 속하며 전 세계적으로 8종이 있고 중국과 일본에 분포되어 있다. 중
국에서는 5종이 생산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동창출(東蒼朮, 關蒼朮, Atractylodes japonica
Koidz.et. Kitam), 조선창출(朝鮮蒼朮 A. koreana Nakai), 전엽창출(全葉蒼朮, A. chinenses
koidz var. simplicifolia Kitag), 적봉창출(赤峰蒼朮, A. chinensis var. quinqueloba), 요동창출(遼
東蒼朮, A. chinensis var. Liaotungensis)이 있다.
조선창출은 관창출(關蒼朮)이라고도 하며 다년생 초본식물로 줄기의 길이는 70cm 정
도이다. 잎자루가 있으며 길이는 2.5~3cm이고 두상화서는 지름이 1~1.5cm이고 개화는
7~8월에 개화하고 8~9월에 결실한다. 조선창출은 두상화서의 꽃떡잎의 가장자리에는
마디모양의 톱니가 있다. 전엽창출은 잎이 분열되지 않고 타원형으로 잎 끝은 뭉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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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적봉창출은 잎이 5~7열로 되어 있고 열편이 갑자기 뾰족해진 모
양이며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요동창출은 잎이 긴 타원형으로 약간 작고 단
단하며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두상화서의 밑부분에 잎 모양의 포가 많고 밀집되어 있다.

주요 성분 및 약리작용
주요 성분은 히네솔(hinesol), 베타 에우데스몰(β-Eudesmol), 에레몰(elemol), 아트락티
로딘(atractylodin), 베타 세리넨(β-Selinene) 등이 있다.
약리작용은 조습건비(燥濕健脾; 습한 것을 마르게 하고 비(脾)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치료방법), 해울(解鬱; 기(氣)가 막혀 있는 것을 풀어 주는 치료법), 건위(健胃; 위장을 튼
튼하게 함), 이뇨(利尿; 오줌을 잘 나오게 함), 진정(鎭靜; 흥분되거나 격앙된 마음을 차분
하게 가라앉히는 것), 혈당저하(血糖低下), 강장(强壯) 작용 등이 있다.

2. 재배환경
기후
모창출은 통풍이 잘 되고 따뜻하고 습윤한 기후에 잘 자란다. 그러나 너무 강한 햇빛에
는 약하고 고온고습한 곳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 북창출은 양지 바른 남향의 경사지 또
는 반양지에서 잘 자라며 추위에 강하고 서늘하고 일조량이 충분 하며 주야 기온차가 큰
기후에서 잘 자란다. 창출의 생장에 필요한 기온은 15~25℃가 적합하다.

토양
창출은 뿌리를 약용으로 이용하므로 뿌리부분을 건실하고 양호하게 자라게 하려면 부
드럽고 비옥한 삼투성이 좋은 어두운 갈색토 또는 사양토가 좋다. 육묘지에 적합한 곳은
해발 300~500m로 통풍이 잘되고 시원하며 토질이 침투성이 좋고 비옥하면서도 부드러
운 토양이다. 또한 경사가 있거나 배수가 양호한 토양이 좋고, 옥수수 등의 화본과 작물
을 재배했던 토양이 좋다.
토양이 건조하거나 또는 토질이 너무 질어서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 재배하면 생장에 불
리할 뿐만 아니라 쉽게 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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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배기술
품종
창출은 육성 품종은 없고 자생종을 재배하고 있다.

채종
종자는 건실한 식물체를 선택하여 9~10월경에 채종한다.종자 파종 후 1년차에는 꽃봉
오리가 늦게 맺혀져 개화되는 식물체는 많지 않으며, 2년생은 5월경부터 왕성하게 성장하
여 9월 상순에 개화하고 다수의 종자를 결실한다. 따라서 채종은 2년생에서 하는 것이 유
리하다. 모창출 종자는 수명이 짧은 편으로 약 6개월이 지나면 발아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한 해 묵은 종자는 자연 저장 조건에서는 발아율이 떨어져서 사용할 수 가 없다. 그러나 저
온(0~4℃)에 종자를 장기 저장하면 발아율을 80% 이상 유지할 수 있다.

번식
창출은 종자번식과 영양번식을 하는데 종자번식은 종자를 직파하거나 육묘이식하는 것
이고 영양번식은 근경으로 번식한다.

1) 종자 직파
창출은 4월 상순~하순에 배수가 잘되는 밭에 20cm 간격으로 줄뿌림한 후 부드러운 흙
으로 2~3cm 정도 복토해 준다. 토양수분 보존과 잡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볏짚이나
차광망으로 덮어주고 물을 주어 토양의 습도를 유지시켜 준다. 출아는 파종 후 14일 경부
터 시작된다. 출아 된 후에는 피복물을 걷어주고, 5월 중순경부터 6월 하순경까지 포기
사이를 10cm 간격으로 솎아준다. 10a당 종자 파종량은 5~7kg 정도이다. 직파재배법은
수분관리가 어려우므로 육묘이식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온실 육묘이식
창출은 백출과 같이 뿌리썩음병이 심하므로 육묘를 포함한 2년 재배를 1년재배로 단축
하면 발생율을 경감할 수 있다. 육묘이식재배는 2월 하순경에 200구 연결포트에 종자를
3~5립씩 파종하여 하우스에서 육묘한다. 파종 후 10일경에 종자가 발아되어 본엽이 2매
정도 나왔을 때 연결포트 1구당 1주 정도 남기고 솎음작업을 실시한다. 묘는 60일 묘를
본포에 정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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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경 번식
1년동안 자란 근경을 이듬해 3월 하순에 수확하여 여러개로 둥글게 잘라 각 조각에 싹
이 1~3개 정도 붙게 한다음 종근으로 이용한다. 싹이 위로 가게 하여 심은 후에 종근과
토양이 밀착되게 눌러준다. 종근의 무게는 40~50g 정도가 가장 좋지만, 10~15g까지 이
용할 수 있다. 10a당 소요 종근은 6,000~7,000개이다.
종자묘와 종근의 심는 방법은 같다. 폭 90cm, 높이 20cm의 두둑을 만든 후 잡초발생
방지, 뿌리비대촉진을 위하여 흑색비닐로 피복한다. 심는 거리는 줄 사이 30cm, 포기사
이 15cm로 하여 3줄로 심는다.

정식
정식 시기는 봄에는 4월상~하순경 정식한다. 봄에 너무 일찍 심으면 냉해를 받기 쉽
고, 너무 늦게 심으면 활착이 더디고 생육이 불량해진다. 정식은 흐리고 비 오는 날 혹은
오후를 택하여 정식을 한다.
정식은 이랑 넓이 90cm(고랑 넓이 60cm)로 두둑을 만들어서 흑색비닐로 피복하여 정
식한다. 창출을 심는 간격은 줄 사이 30cm, 포기사이 15cm 간격으로 정식을 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비료시용 후 바로 비닐피복을 하게 되면 가스피해가 발생되므로 비료는 반
드시 정식하기 2~3주 전에 시용해서 가스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생육기간 중에 발생되는 잡초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흑색비닐을 피복해서 재배한다. 비
닐피복을 해주면 생육초기의 잡초 방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 해주
기 때문에 비닐을 피복하지 않은 것보다 생육이 양호하며 수량도 증가된다.

비료주기
창출은 배수가 잘되고 토심이 깊고 부드러운 양호한 양토에서 재배하는데 밑거름은 정
식하기 2~3주 전에 10a당 퇴비 혹은 유기질 비료 2,000kg를 시용하고 화학비료는 백출
시비량에 준하여 10a당 질소 7kg, 인산 4kg, 칼륨 3kg을 살포한다. 연작시 뿌리썩음병
발생이 심하나 개간지에서는 병해가 적으므로 포장 선정에 유의한다. 시용한 후 밭을 깊
이갈이 하고 정지작업을 한다. 웃거름은 생육기간 중에 잡초방제를 하고 생육상태에 따
라 질소비료를 2차례 나누어 시용하는데 제1차 웃거름은 6월 하순경, 2차 웃거름은 8월
중·하순경에 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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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밭관리
1) 잡초제거
정식을 한 후 활착이 되면 수시로 잡초를 제거해 준다. 생육초기에는 반드시 중경제초
를 하여 잡초와의 경합을 피해야 한다.

2) 화뢰 제거
화뢰가 형성되어 꽃이 피면 많은 양분을 소모하기 때문에 꽃이 피기 전에 맑은 날에 화
뢰를 따주어 양분이 뿌리 비대에 이용되도록 한다. 이 때 잎을 따거나 근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회뢰제거는 한 손으로 줄기를 잡고 한손으로 화뢰를 따준다. 정단부 2~3개의
봉오리를 제외 하고는 모두 제거한다.
화뢰제거는 회뢰가 발생되는 기간동안 수시로 하며, 화뢰 제거에 의해서 뿌리수량은
20~100%까지 증가한다.

3) 관개와 배수
배수가 잘되는 곳에 심고 토양 수분관리를 적당하게 해주어야 한다. 출아기와 유묘기에
일정하게 적당한 량의 물을 주어야 하고, 생육 후기의 장마기에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식물체가 성숙한 뒤에는 배수가 안되면 병이 발생되므로 배수를 철저하게 하여 병
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병해충 방제
검은무늬병
1) 병원균 및 병징
병원균은 Alternaria sp.이며 병징은 원형 또는 불규칙한 측형으로 양면 모두 검은색의
독층이 생기고 주로 잎 모서리 또는 가장자리에 발생한다. 병원균은 전염 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병반도 연속해서 생기고 회갈색으로 점점 위쪽으로 진전되며 심해지면 전체 잎으
로 퍼져 잎이 말라 떨어져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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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염경로 및 발병시기
병원균은 고사한 창출의 잔해에서 월동을 한 후 다음 해에 포자를 만드는데 비바람이나
곤충에 의해 전파된다. 일반적으로 5월 중하순에 평균 온도가 20℃ 내외이고 상대온도
85%일 때 발병이 시작된다.

3) 예방 및 방제
병이 발생된 포장은 연작하지 말고, 수확 후 잎, 줄기 등을 수거해서 불에 태운다.

겹무늬병
1) 병원균 및 병징
병원균은 Ascochyta sp.이며 발병 초기에는 잎맥 양쪽 측면에 작은 까만 점으로 나타나고
병이 심해지면서 점점 넓고 커진다. 병이 발생된 식물체에 의해 연속적으로 퍼지며 잎이
시들고 시든 잎은 떨어지지 않는다.

2) 전염경로 및 발병시기
균사체가 병이 걸린 식물체에서 월동을 하고 다음 해에 포자를 만드는데 먼저 창출 묘
하부의 잎을 감염 시키고 병이 든 부분에서 포자를 만든다. 그 뒤에 상부와 그 주위에 만
연하게 퍼진다. 일반적으로 5월 하순에 발병이 시작되며 6~8월 평균 기온이 28℃ 내외
상대습도 90%에 발병되면 그 피해가 심각하다.

3) 예방 및 방제
겹무늬병이 발생된 포장은 수확 후 잎, 줄기 등을 수거해서 불에 태우고 연작을 피하고
돌려짓기 한다.

탄저병
1) 병원균 및 병징
병원균은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Penz.이며, 주로 잎에 발생하며, 원형 내지 타원형
의 퇴색한 병반을 형성한다. 병이 진전 되면 병반이 서로 융합되어 커지고 말라 죽는다.
병원균 생육적온은 26~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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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염경로 및 발병시기
병든 부위에서 분생포자 혹은 균사의 형태로 월동하며, 공기전염을 한다. 비바람, 고온
다습에 의해 병 발생이 조장 된다.

3) 예방 및 방제
발생이 심한 포장에서는 가능한 이어짓기를 피하고, 돌려짓기를 하며 발생된 포장에는
창출 수확 후 잎, 줄기를 수거해서 소각한다.

뿌리썩음병
1) 발병원인
뿌리썩음병균의 종류 및 밀도는 재배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발병이 심한 육묘포의
종근은 병원균 밀도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이듬해에 발병율이 높다. 종근 저장기간 중 열
을 받거나 습기가 많으면 종근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어 병원균의 침입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주어 이런 종근을 심으면 뿌리썩음병 발병율이 더욱 높아진다. 특히 뿌리썩음병
은 식물체 잔유물을 통해 전염 되므로 연작할 경우 발병율이 높고, 옥수수, 사탕수수 등
화본과 작물과 윤작하는 것이 좋다.

2) 토양조건
토양습도와 뿌리썩음병 발생 관계는 토양 습도가 너무 높을 때 특히 배수 불량한 토양
에서 쉽게 발생하며, 토양이 건조 할 경우에도 발병이 심하다. 유기물이 많으면 뿌리썩음
병 발병율이 낮으며, 토성에 따라서 발생율에 차이가 있다.

3) 예방 및 방제
토양 병원균은 잠복기간이 길기 때문에 3~5년 간격으로 돌려짓기 하는 것이 좋다. 비
료는 유기질 비료를 다량 시용하며, 인산 및 가리질 비료를 증시하고 적기에 추비한다.
삽주의 역병 방제에 효과가 있는 아인산염을 희석하여 시용한다.

해충
충해로는 진딧물이 수시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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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확 및 조제
수확
창출의 수확은 11월 상순경 지상부의 잎이 변색되는 때에 수확한다. 창출은 뿌리가 깊
게 뻗지 않아서 다른 약용작물보다는 수확이 쉬우며 쇠스랑 등 농기구를 이용하여 쉽게
수확할 수 있다. 대면적으로 재배 할 경우에는 트렉터 부착용 다목적 뿌리작물수확기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에 수확할 수 있다. 건근수량은 10a당 150∼200kg 정도이다.

건조
창출을 수확한 후 뿌리에 묻어 있는 흙을 씻어내고, 건조하기 전에 뿌리껍질도 벗겨
야 한다. 인력으로 작업 할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세척 및 박피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회전형 박피기를 이용하면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다. 보통 햇볕 또는 그늘에서 말리
나, 열풍 건조기를 이용할 경우 말린 뿌리의 절단면이 흰색이 되도록 낮은 온도에서 건
조한다.

저장
창출은 마대자루에 50kg씩 담아서 보관한다. 저장고는 그늘지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하고 온도 25℃ 이하로 하고 상대습도는 70~75%로 한다. 건조한 창출의 적정 수분
은 12~14%이다. 저장 기간이 길어지거나 온도가 높아지면 쉽게 상할 수 있으며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될 수 있다. 저장 할 때는 온습도가 안정적으로 제어되는 저장고에서
보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6. 생약의 특성과 품질(KP)
생약의 특성
이 약은 뿌리줄기로 원기둥모양이며 불규칙하게 구부러져 있고 길이 3~10 cm, 지름
10~25 mm이다. 바깥면은 어두운 회갈색~어두운 황갈색이다. 횡단면은 거의 원형이고
분비물에 의한 연한 갈색~적갈색의 가는 점을 볼 수 있다. 이 약은 오래 저장할 때 때로
흰색 결정이 석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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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볼 때 피부의 유조직 속에는 보통 섬유속이 없고, 수선의
끝부분에는 연한 갈색~황갈색의 내용물을 가진 기름세포가 있다. 목부는 형성층에 접하
여 도관을 싸고 있는 섬유속이 방사상으로 배열되어 있다. 수 및 수선 속에는 피부와 같
은 기름세포가 있고 유세포속에는 이눌린의 구정 및 옥살산칼슘침정이 있다. 이 약은 특
유한 냄새가 있고 맛은 약간 쓰다.

품질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7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ppm 이하.
마) 엔드린 0.01ppm 이하.
바) 토릴플루아니드 1ppm 이하.
사) 프로시미돈 0.1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회분 : 7.0% 이하.
⊙ 산불용성 회분 : 1.5% 이하.
⊙ 정유함량 : 0.7mL 이상(50.0g).
⊙ 저장법 :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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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약용

15
◀

천문동

요
수
신
식물명 : 천문동(백합과, Liliaceae)
생약명 : 천문동(天門冬, Asparagus Tuber)
학명 및 식물기원 : A
 sparagus cochinchinensis (Lour) Merr.
이용부위 : 덩이뿌리를 뜨거운 물로 삶거나 찐 뒤에 겉껍질을 제거하고 말린 것

1. 식물의 성상
식물의 형태
천문동은 덩굴성 다년생 초본으로 원줄기는 길이 1∼2m의 덩굴성으로 가늘고 길며 세
로로 홈 무늬가 있다. 잎처럼 생긴 가지는 2∼3개씩 잎겨드랑이에 나고 선 모양으로 편평
하며 길이는 1∼3cm, 너비는 1∼1.2mm로 활처럼 굽으며 끝이 뾰족하고 잎은 퇴화하여 비
늘로 되어 있다. 원줄기의 비늘 모양의 잎은 보통 아래로 구부러진 짧은 가시로 되어 있다.
꽃은 5∼6월에 피며 잎겨드랑이에 1∼3개씩 달리고 길이는 3mm 정도로서 연한 황색을
띠고 작은 꽃대는 길이 2∼5mm로서 중앙부에 마디가 있으며 꽃잎과 거의 길이가 같다.
꽃잎은 6개이고 옆으로 퍼지며 좁은 선상 타원형이고 6개의 수술은 꽃잎보다 짧다. 암술
은 1개이고 씨방은 3실이며 암술머리는 3갈래로 갈라진다. 열매는 장과로 공 모양이고 붉
은 색으로 익으며 지름 6mm 정도로 흑색 종자가 1개 들어 있다. 덩이뿌리는 짧고 많은 방
추형의 뿌리가 사방으로 퍼지며 길이는 4~10cm이고 노르스름한 회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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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속식물
우리 나라에 분포하는 Asparagus 속 천문동과 방울빗자루(A. oligoclonos Max.), 비짜루(A.
schoberioides Kunth.)가 있고 유럽원산의 아스파라가스가 작물로 재배되고 있다. 비짜루는
어린순을 식용하며, 천문동 대용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중국의 중약대사전에는 동속 식물인 양치천문동(羊齒天門冬 : Asparagus meioclados Levl),
소경천문동(小莖天門冬 : Asparagus spinasissimus Wang et S. C. Chen)의 덩이뿌리도 일부 지
역에서는 천문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주요 성분 및 약리작용
주요 성분은 아스파라사포닌(asparasaponin), 아스파라긴(asparagine), 베타 시스토스테
롤(β-Sistosterol) 등의 성분이 들어 있다.
약리작용은 윤폐지해(潤肺止咳; 폐의 기운을 원활하게 하여 기침을 멎게 함), 양음생진
(陽陰生津; 음기를 도와 진액을 생성하는 것), 진해(鎭咳; 기침을 멎게 함), 이뇨(利尿),
통변(通便), 강장(强壯), 항균(抗菌) 등의 작용이 있다.

2. 재배환경
기후
천문동은 우리 나라 전남 남쪽 바닷가와 울릉도에 자생하고 중국 절강, 호북 사천, 운
남, 귀주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데 강한 햇빛이 직사하
는 경우 어린 묘는 줄기가 마르고 심하면 죽어 버린다. 때문에 적당한 차광재배가 필요
하다.

토양
토양은 물을 지니는 보수력이 있고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수분이 적당하고 배수
가 잘되며 부식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양토나 양토에서 잘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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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배기술
품종
천문동은 육성 품종은 없고 국내에 자생하는 Asparagus 속 천문동과 방울빗자루(A.
oligoclonos Max.), 비짜루(A. schoberioides Kunth.)가 있고 유럽원산의 아스파라가스가 작물
로 재배되고 있다.

번식
종자번식과 포기나누기로 번식이 가능한데 포기나누기는 대량의 묘를 확보하기 어렵
고 종자 번식은 1년간 육묘를 해야 한다. 채종은 7~8월에 열매가 익었을 때 종자를 따서
3~4일간 후숙 시킨 후 과육을 비벼서 분리하고 종자를 깨끗이 씻은 후 크고 단단하며 반
짝거리는 것만을 골라서 종자로 한다.
종자 1,000립의 무게는 50~55g 정도이고 마르면 발아력을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정선
된 종자는 곧바로 파종하거나 젖은 모래와 섞어서 노천 매장을 했다가 봄에 파종을 한다.
1년이 경과하면 발아력을 상실한다.

1) 종자 파종
종자 파종은 봄파종과 가을 파종을 하는데, 봄파종은 3~4월에 하고 가을파종은 8월 말
~ 9월 초에 하는데 주로 남부지역에서 가을파종이 발아율도 높고 생육이 양호하다. 중·
북부 지역은 봄파종을 하는데 발아율이 떨어지므로 종자를 2배 정도 저장했다가 좀 배게
뿌려준다.
파종할 밭은 비옥한 사양토~식양토로 물 관리가 편리한 곳에 묘상을 정하고, 잘 썩은
퇴비를 10a당 2,500kg을 골고루 뿌린 후 경운 정지한다. 폭 150cm의 높은 두둑을 만들
어 20cm 간격으로 3.5cm 깊이로 골을 내고 줄뿌림한다. 발아율이 25~50% 정도로 낮기
때문에 파종량을 감안해야 한다.
파종이 끝나면 상토 또는 가는 모래로 복토하고 그 위에 볏짚을 덮어주어 수분유지가
잘 되도록 한다.
출아하기 전에 30% 정도 차광 할 수 있는 망을 쳐준다. 묘가 발아하면 볏짚을 걷어주고
육묘기간에는 적당한 토양습도가 유지되도록 물관리를 잘 해주고, 수시로 제초하여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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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기나누기
모주에서 싹이 올라오기 전 3월에 뿌리를 캐서 갈라 심는 방법으로 갈라진 포기에는 싹
눈이 2개 이상 있는 것이 좋다.

정식
정식 시기는 재배지의 기상, 입지 조건, 재배방법과 전작물의 수확시기 등에 의해 결정
된다. 동해의 염려가 없는 곳에서는 10월부터 11월에 정식하는 것이 좋고, 중~북부지역
에서는 해동 되는대로 4월에 심는다. 너무 빨리 심으면 지온이 낮아 출아가 늦어지고 늦
서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정식하는 묘에 싹이 되는 눈 수가 많을수록 입모율이 높아지고 생육이 왕성하여 수량이
증수된다.
재식밀도와 방법은 이랑넓이 90cm에 높은 두둑을 만들고 고랑넓이 60cm로 하여 재식
거리는 30cm×20cm 간격으로 정식을 한다. 식물체 길이 및 줄기 굵기는 드물게 심을수
록 적어지고 재식거리가 넓어질수록 주당 덩이뿌리의 무게가 증가된다. 10a당 정식 본수
는 10,000본 정도 소요된다.

비료주기
밭갈이 전에 10a당 퇴비 3,000kg을 포장 전면에 골고루 뿌리고 질소비료 6kg을 고르
게 뿌린 후 경운 정지하여 전층시비한다.

본밭관리
1) 잡초제거
정식을 한 후 활착이 되면 수시로 실시하여 잡초와 경합을 막아준다. 정식이 끝나면 햇빛
이 30% 정도 차광이 되도록 하여준다. 천문동 줄기가 50cm 이상 자라면 지주를 세워준다.

2) 관개와 배수
천문동은 수분이 적당한 곳에서 잘 자라는데 출아기와 유묘기에 일정하게 적당한 량의
물을 주어야 하고, 생장기의 건조는 수확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개하는 것이 좋
다. 식물체가 성숙한 뒤에는 수분이 너무 많으면 제때에 고인 물을 배수하여 병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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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해충 방제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병해충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붉은 거미
(Bcevipalpu ssp.)의 피해가 보고되어 있다.

5. 수확 및 조제
수확
본 밭에 정식을 하고 3년이 되면 수확 할 수 있으나 5년 정도가 된 것이 수량이 높다.
수확 시기는 월동이 가능하므로 10월 초부터 다음해 봄 싹이 나오기 전 까지 수확이 가능
하다. 수확기는 가격을 보아가면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수확은 덩굴 줄기를 베어 버리고 덩이뿌리를 캐낸 후 흙을 털고 잔뿌리를 제거한 후 덩
이뿌리를 수확한다.
껍질은 천공 돌기날로 60분간 박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 손으로 박피할 경우에는 프라
이팬에 10분간 덖음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수량은 4~5년간 생장한 천문동은 생근중으로 4,000~6,000kg/10a를 생산할 수 있으
며, 껍질을 벗겨 말리면 360∼540kg 정도가 된다.

조제
수확한 천문동의 덩이뿌리는 흙을 씻어 내고 끓는 물에 넣고 12시간 끓여서 껍질을 벗
기고 뿌리를 건조시켜서 어느 정도 말랐을 때 10시간 동안 훈증시킨 후 다시 햇빛에 완전
히 건조시킨 후에 건조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했다가 출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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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약의 특성과 품질(KP)
생약의 특성
이 약은 덩이뿌리로 방추형~원형을 이루고 대개 구부러져 있다. 길이 5~15cm, 지름
5~20mm이다. 바깥면은 연한 황갈색~연한 갈색으로 반투명하여 매끈매끈하거나 깊이가
일정치 않은 세로 주름무늬가 있으며, 회갈색의 겉껍질이 남아 있기도 한다. 질은 단단하
며 부드럽고 윤기가 있으며 점성이 있다. 잘린 면은 각질상이고 중심주는 황백색이다.
이 약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볼 때 근피가 남아있는 것도 있다. 겉껍질은 1층의 근피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벽은 후막화 되어 있다. 피부는 뿌리의 2/3를 차지하고 바깥쪽에
는 석세포군은 1열의 고리를 이루고 있다. 석세포는 연한 황갈색이다. 점액세포는 피부
에 흩어져있고 그 안에는 옥살산칼슘 속침정이 들어있다. 내피층은 뚜렷하고 바로 밑에 1
열의 내초가 고리를 이루고 있으며 그 바로 밑에는 원생목부, 사관이 있고 특히 가도관이
도관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수의 유세포에는 점액세포가 흩어져 있고 그 안에는 옥살산
칼슘 속 침정이 들어있다.
이 약은 약간 특유한 냄새가 있고 맛은 처음에 달고 후에 약간 쓰다.

품질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ppm 이하.

마) 엔드린 0.01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건조감량 : 18.0% 이하(6시간).
⊙ 회분 : 3.0% 이하.
⊙ 엑스함량 : 묽은에탄올엑스 25.0% 이상.
⊙ 저장법 :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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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

16
◀

천속단(속단)

요
수
신
식물명 : 천속단(산토끼꽃과, Dipsacaceae)
생약명 : 속단(續斷, Dipsaci Radix)
학명 및 식물기원 : D
 ipsacus asperoides C. Y. Cheng et T. M. Ai
이용부위 : 뿌리

1. 식물의 성상
식물의 형태
천속단은 다년생 초본식물로 줄기의 길이는 60~100cm고 직립하고 분지가 많으며 능과
옅은 홈이 있으며 줄기 위엔 가늘고 부드러운 털이 자라며 능위에는 섬긴 가시 털이 있다.
잎은 마주나고 잎편은 풍금형으로 나누어져 있고(羽狀, 深裂), 상부엽은 난형이고 좀 크며
조밀한 톱니가 있다. 줄기 잎은 다수는 3렬로 되었고 중앙열편은 가장 크며 타원형 및 난
상 피침형이며 길이 11~13cm, 너비 4~6cm고 양측 열편은 좀 작으며 조밀한 톱니가 있으
며 양면은 백색의 부드러운 털 또는 가시 털이 붙어있다.
꽃은 8~9월에 피고 줄기 끝에 둥근 모양의 꽃차례가 나왔는데 둥근 모양의 꽃차례는 지
름이 약 2~3cm이고 총 포편은 수십개이고 좁은 피침형이며 길이는 약 1.5cm고 넓이는
3mm이며 녹색이다. 꽃은 작고 백색 또는 황색이고 부악는 4개 둔한 이가 있으며 부드러
운 털이 빽빽이 자라고 악은 옅은 반상이며 4개가 있는데 대체로 난상의 삼각형을 이루며
중간에 많은 작은 이가 있다. 화관 기부는 좁고 부드러운 털이 있으며 웅예가 4개인데 화
관 밖으로 뻗었으며 자예는 1개이고 꽃대는 웅예보다 크며 주두는 짧고 송곳 같은데 납작
하다. 종자는 9~10월에 결실되고 종자는는 타원설형이고 길이는 약 3~4mm이며 꽃받침
잎은 외면에 있으며 4개능이 있고 연한 갈색이다. 뿌리는 막대상, 원추형으로 한대 또는
수십대 동시에 자라며 외피는 연한 갈색 또는 황갈색이고 지면과 거의 가까운 곳에 가로
뻗은 지하줄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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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속식물
동속식물로 산토끼꽃(Dipsacus japonica Miq.)이 있다. 중국의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있는
데 뿌리를 약으로 쓸 수 있으나 천속단에 비해 약효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종
은 홍적색 화관이 있으며 뿌리에서 나온 잎은 천속단과는 다르게 분리되지 않는다.

주요 성분 및 약리작용
주요 성분은 퀜티아닌(qentianine), 트리트페노이달(triterpenoidal), 사포닌(saporins) 및
휘발성 정유 등 화학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약리작용은 보간신(補肝腎; 간(肝)과 신(腎)을
보하는 것), 강근골(强筋骨; 근육과 뼈를 강하고 튼튼하게 함), 이관절(利關節; 관절의 움
직임을 편하게 하는 효능) 효능이 있고, 풍습골통(風濕骨痛; 풍습(風濕)으로 인해 뼈가 아
픈 병증), 골절, 타박손상, 자궁출혈 등에 사용한다.

2. 재배환경
기후
천속단은 서늘한 지역에서 잘 자라므로 추위엔 견디나 고온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다.
만약 해발이 낮은 지대에 재배하면 초기엔 생장이 정상적이나 이듬해엔 지상부분이 무성
해지며 여름철 기온이 35℃ 이상으로 올라가면 줄기 잎이 위축되고 생장이 정지되며 쉽
게 고온피해를 받게 된다. 만약 비가 많고 습하면 지하부분에 병이 발생되고 썩기 쉽다.

토양
천속단은 뿌리를 약용으로 이용하며 뿌리부분을 건실하고 양호하게 자라게 하려면 부
드럽고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하는 것이 적당하다. 토양 산도는 PH 6~7이 적당하다.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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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건조하거나 또는 토질이 너무 질어서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 천속단을 재배하면 생
장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쉽게 고사한다. 천속단은 뿌리썩음병이 쉽게 발생되는데, 연작
하지 말고 2~3년 간격을 두고 윤작을 해야 한다.

3. 재배기술
품종
천속단은 육성 품종은 없고 자생종을 재배하고 있다.

채종
종자 채종은 건실한 식물체를 선택하여 종자를 채종하는데 종자 채종은 9~10월경에 채종
한다. 천속단 종자는 등숙이 되면 탈립이 되기 쉬우므로 적기에 채종해야 한다. 종실이 녹색
이면 종자가 이미 충실해 졌다는 것을 알려주며 황갈색에 접근할 때면 종실을 수확할 때가
되었으므로 즉시 전체 종실을 수확해서 그늘지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두었다가 햇볕에 말
려서 종자를 정선해서 잡물을 없애고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곳에 보존해서 사용해야한다.

번식
천속단은 종자번식과 영양번식을 하는데 종자번식은 종자를 직파하거나 육묘이식하는
것이고 영양번식은 포기나누기(싹을 갈라서 번식)로 번식한다.

1) 종자 번식
천속단은 종자번식을 주로 하며 종자번식은 봄 3월 상순경 온실에서 육묘상자에 파종
해서 2개월간 육묘한 다음 5월 상순경 본밭에 이식을 하면 가을 11월 상순경에 뿌리를 수
확해서 한약재로 이용할 수 있다. 육묘이식 당년에는 추대가 되지 않아 개화 결실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당년 가을에 수확할 때 채종용 밭을 남겨서 이듬해 종자를 채종해야 한
다. 이듬해 추대가 되고 꽃이 피어 9월 중하순경 종자가 성숙되면 채종해야 한다. 채종한
식물체는 뿌리가 목질화 되어 한약재로 이용할 수 없다.

2) 육묘
3월 상순경 온실에서 연결육묘상자에 파종하고 적절하게 물을 주고 온도는 15~20℃를
유지해 준다. 파종 후 약 15~20일 정도면 묘가 나오는데 출아율은 80~90% 정도이다.
묘의 길이가 5~7cm때 1~2포기 남기고 묘 속음 작업을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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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기나누기
가을에 속단을 수확할 때 굵은 뿌리는 한약재로 이용하고 어린 싹이 나온 뿌리앞부분
및 뿌리에서 좀 가는 부분, 포기 종근 기부의 지하경을 7~10cm 남기며 포기를 갈라서 다
시 심는다. 싹을 갈라놓은 묘의 잎은 일부분 베여버리고 잎꼭지와 중심엽은 남겨둠으로
서 잎의 면적을 줄이고 옮겨 심은 유묘가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물
증발을 감소시키고 활착율을 높인다. 준비해 놓은 묘는 당일에 바로 심어야하며 만일 당
일에 심지 못할 경우에는 건조하지 않게 보관하고 다음날에 심어야 한다. 정식할 때 재식
밀도는 50×20cm 정도로 하고 정식한 후 반드시 제때에 물을 주어 뿌리가 활착이 잘 되
도록 해야 한다.

정식
정식 시기는 봄에는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경이 좋다. 봄에 너무 일찍 심으면 냉해를 받
기 쉽고, 너무 늦게 심으면 활착이 더디고 생육이 불량해진다. 정식은 흐리고 비 오는 날
혹은 오후를 택하여 정식을 한다. 정식은 이랑 넓이 90cm(고랑 넓이 60cm)로 두둑을 만
들어서 흑색비닐로 피복하여 정식한다. 천속단을 심는 간격은 줄 사이 30cm, 포기사이
10cm 간격으로 정식을 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비료시용 후 바로 비닐피복을 하게 되면
가스피해가 발생되므로 비료는 반드시 정식하기 2~3주 전에 시용해서 가스피해가 발생되
지 않도록 한다. 생육기간 중에 발생되는 잡초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흑색비닐을 피복해서
재배한다. 비닐피복을 해주면 생육초기의 잡초 방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 해주기 때문에 비닐을 피복하지 않은 것보다 생육이 양호하며 수량도 증가된다.

비료주기
천속단은 배수가 잘되고 토심이 깊고 부드러운 양호한 양토에서 재배하는데 밑거름은 정
식하기 2~3주 전에 10a당 퇴비 혹은 유기질 비료 2,000kg, 화학비료는 10a당 질소 7.5kg,
인산 9kg, 칼륨 7kg을 시용한 후 밭을 깊이갈이 하고 정지작업을 한다. 웃거름은 생육기간
중에 잡초방제를 하고 생육상태에 따라 질소비료를 2차례 나누어 시용하는데 제1차 웃거름
은 6월 하순경 4.5kg/10a을 시용하고 2차 웃거름은 8월 중하순경 3kg/10a을 시용한다.

본밭관리
1) 잡초제거
정식을 한 후 활착이 되면 수시로 잡초를 제거해 준다. 생육초기에는 반드시 중경제초를
하여 잡초와의 경합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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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개와 배수
천속단은 배수가 잘되는 곳에 심고 토양 수분관리를 적당하게 해주어야 한다. 출아기와
유묘기에 일정하게 적당한 양의 물을 주어야 하고, 생육 후기의 장마기에는 배수가 잘 되
도록 해야 한다. 식물체가 성숙한 뒤에는 배수가 안되면 병이 발생되므로 배수를 철저하
게 하여 병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병해충 방제
여름과 가을에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내릴 때 흔히 뿌리썩음병이 발생하는데 병든 포
기 뿌리부분이 부식되며 포기가 말라서 시들어버린다.
방제방법은 해발이 좀 높은 차고 선선한 지역에서 재배하고 파종할 때 너무 배게 파종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묘를 너무 밀식하지 말아야 하고 토양이 배수가 잘되어야 한
다. 그리고 진딧물이 여름, 가을에 어린 연한 잎과 줄기를 가해하는데 식물체의 생육에
불리하고 종자가 잘 여물지 못하므로 철저히 방제한다.

5. 수확 및 조제
수확
수확은 육묘이식한 당년 가을 11월 상순경에 땅이 얼기 직전에 해야 하며 너무 일찍 하
거나 너무 늦게 하여서는 안된다. 너무 일찍 거두면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하며 너무 늦으
면 새로운 잎이 많이 나오므로 영양분을 소모하며 마른 다음 뿌리부분이 위축되거나 품
질이 좋지 못하다. 수확할 때는 지상부의 잎을 베어낸 다음 뿌리를 수확해서 흙을 털어내
고 뿌리를 세척 건조한다. 10a당 수량은 200~250kg 정도 이다.

건조
수확한 신선한 뿌리를 햇볕에 절반쯤 말린 다음 쌓아서 마대로 덮어놓았다가 좀 연해질
때 다시 햇볕이나 건조기로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흙과 수염뿌리를 제거한다. 건조과정
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뿌리가 딱딱해지고 내부색이 황백색이 되어 품질이 떨어진다. 다
른 건조방법은 신선한 뿌리를 끓는 물이나 시루에 찌거나 데치면 뿌리가 부드럽게 되었
을 때 꺼내어 쌓아서 볏짚을 덮어놓아 충분히 발효한 다음 볏짚에 물방울이 생길 때 햇볕
이나 건조기에 완전히 말려서 수염뿌리와 흙을 털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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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약의 특성과 품질(KHP)
생약의 특성
이 약은 뿌리로 원기둥모양이고 약간 편평하며, 어떤 것은 약간 구부러졌고, 길이는
5~15cm, 지름은 0.5~2cm이다. 겉면은 회갈색 또는 황갈색이며, 약간 찌그러지거나 뚜
렷하게 찌그러진 세로주름과 구문이 있으며, 횡렬의 껍질눈 및 소수의 수염뿌리 자국이 있
다. 질은 연하고 오래 방치하면 단단해지며, 잘 꺾인다. 단면은 평탄하지 않으며, 피부는
흑록색 또는 갈색이고, 바깥 가장자리는 갈색이며, 목부는 황갈색이고, 도관 속은 방사상
배열을 나타낸다. 이 약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볼 때 코르크층은 5~10열의 코르크세포로
되어 있고 피부는 비교적 좁다. 사부에는 사관이 드물게 흩어져 있다. 형성층 고리는 뚜렷
하거나 또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도 하다. 목부수선은 넓다. 도관은 형성층에 가까운 곳
은 비교적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고 안으로 갈수록 점점 적어진다. 일반적으로 한 개씩 흩
어져 있거나 또는 2~4개가 모여 있다. 수부는 작고, 가는 뿌리에는 대부분 수가 없다. 유
세포에는 옥살산칼슘 집정이 들어 있다.

품질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7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총 DDT : p,p’-DDD, p,p’-DDE, o,p’-DDT및 p,p’-DDT의 합계)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Dieldrin)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총 BHC : α,β,γ 및 δ-BHC의 합계) 0.2ppm 이하.
라) 알드린(Aldrin) 0.01ppm 이하.		

마) 엔드린(Endrin) 0.01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건조감량 : 14.0% 이하.
⊙ 회분 : 11.5% 이하.
⊙ 산불용성 회분: 2.5% 이하.
⊙ 엑스함량 : 묽은에탄올엑스 20.0% 이상.
⊙ 저장법 :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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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약용

17
◀

현삼

요
수
신
식물명 : 현삼(현삼과, Scrophulariaceae)
생약명 : 현삼(玄參, Scrophularia Root)
학명 및 식물기원 : 현삼 Scrophularia buergeriana Miq. 또는
중국현삼 (中國玄參) Scrophularia ningpoensis Hemsley
이용부위 : 뿌리

1. 식물의 성상
식물의 형태
다년생 숙근 약용식물로 키는 1.5~2.0m에 이르고, 줄기는 네모로 되어 있고, 잎은 마주
보기로 생기고 잎자루가 있다. 잎 형태는 긴 난형이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꽃은 7~8
월에 줄기 윗 부분에 연한 황록색의 작은 꽃이 많이 모여 핀다. 종자는 긴 둥근형이며 흑갈
색으로 크기는 3~4mm 정도이다. 뿌리는 여러 갈래로 갈라진 뿌리이고 지름은 1cm 내외,
길이는 20~30cm 이다. 현삼의 현은 검은 색이라는 데서 온 뜻이고 삼은 흔히 뿌리가 굵
다는 뜻 또는 인삼과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유래 되었다. 흑삼, 원삼이라고도 하며 뿌리는
백색이고, 상처가 나면 백색의 진이 나오며, 봄과 가을에 캐서 물에 씻어 햇볕에 말리면 검
은색으로 변한다. 특이한 냄새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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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속식물
현삼은 현삼(玄參, Scrophularia buergeriana Mig.), 중국현삼(中國玄參, Scrophularia
ningpoensis Hemsley), 천현삼(川玄參, Scrophularia kakudensis Franch.), 화화현삼(華化玄參,
Serophularia moellendorffii Maxim)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중국 현삼이 수량이 높고 품질이
좋다.

주요 성분 및 약리작용
주요 성분은 피 메톡시시나믹 엑시드(p-methoxycinnamic acid), 하파기드(harpagide), 피
토스테롤(phytosterol), 알칼로이드(alkaloid), 리놀레익 엑시드(linoleic acid) 등이 함유되어
있다. 약리작용은 자음량혈(滋陰凉血), 청열해독(淸熱解毒; 열독(熱毒)이 몰려서 생긴 외
과질병과 온역(溫疫)·온독(溫毒)을 치료하는 방법) 등의 작용을 한다.

2. 재배환경
기후
현삼은 심근성 식물로 지상부의 생장기는 3~11월이고 3월 중순, 하순, 평균기온이
12~13.6℃로부터 출아하기 시작하여 식물체의 생장속도는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빨라지며 월평균기온이 20~27℃일 때 줄기 잎 생장발육이 비교적 빠르고 지상부분의 생
장발육 이후에는 뿌리부분의 생장이 점차 빨라진다. 8~9월 기온이 21~26℃일 때 뿌리
부분의 생장발육에 제일 적합한 시기로 뿌리부분이 현저하게 비대하고 무게가 증가한다.
이 시기에 수분공급이 충분하면 뿌리 부분의 생장은 더욱 빠르고 수량도 높다. 날씨가 가
물고 또 제때에 물을 전개하지 않으면 수량이 감소된다. 10월 후 기온이 점차 내려가고
식물체의 생장속도도 늦어지며 11월에 이르러 지상부가 시든다.

토양
현삼은 뿌리가 깊이 자라는 심근성 식물로 토심이 깊고 배수가 잘되며 부식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토양수분이 적당한 환경을 좋아한다. 점토나 낮은 지역의 배수가 안되는
곳은 피하고 윤작을 해야 한다. 생육 중기에는 수분이 너무 많으면 생장에 불리하다. 장
마기에는 토양의 배수가 좋지 않은 토양은 쉽게 뿌리가 썩어서 습해를 받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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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배기술
번식방법 및 종근 준비
현삼은 묘두와 종자로 번식한다. 종자 번식은 직파재배를 하거나 육묘이식 재배를 한
다. 묘두로 번식하면 당년에 굵은 뿌리를 수확할 수 있으며, 종자번식법으로는 뿌리가 작
아서 수확량이 적은 때가 많다. 따라서 처음에는 종자로 재배하고 묘두가 발생되면 묘두
로 번식하는 것이 유리하다.

직파재배법
현상의 파종은 가을 파종과 봄파종으로 나눌 수 있다. 봄 파종은 4월 중순, 가을 파종은
10월 중순이 적기이고, 씨가 작아서 건조되면 발아가 고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짚 같
은 것을 덮어주고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어야 한다. 가을파종을 하면 발아율이 좋
고 생육도 빠르다. 파종량은 10a당 0.9ℓ내외로 1.5~1.8m의 두둑을 만들고 30cm 간격으
로 얕은 골을 만든 다음 씨를 뿌리고 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흙을 얕게 복토한다.

육묘이식 재배법
육묘상은 이랑을 0.9~1.0m 넓이로 만들어 잘 고른 후 씨를 뿌린다. 10a당 묘판은
33~49㎡(10~15평), 종자량은 0.5ℓ소요된다. 파종 후 종자에서 싹이 튼 후 5월 하순경 솎
아준다. 잡초방제는 2~3회 정도 제초하고, 제초하기 전에 웃거름을 준다. 정식은 이듬해
봄에 하는데 정식 거리는 줄 사이 30cm, 포기 사이 20cm로 심는다. 정식할 때는 뿌리는
가급적 곧게 하며, 물을 충분히 주어 활착이 잘 되게 한다.

묘두 번식법
1) 묘두 준비
묘두는 병이 없고 튼실하며 백색이고 길이가 3~4cm 되는 종아를 택하여 뿌리줄기에서
떼여내어 종근으로 이용한다. 수확한 후의 종아를 실내에 1~2일간 펴놓는 것으로 구덩이
에 넣은 후 발열하여 썩는 것을 방지한다. 이후 실외에서 배수가 양호한 곳을 택하여 구
덩이를 파고 저장하는데 구덩이 깊이는 30~40cm로 구덩이 너비와 길이는 조작에 편리
하거나 종아의 양에 의하여 결정한다. 구덩이 밑바닥에 먼저 볏짚을 펴고 다시 종아를 구
덩이 속에 넣되 35~40cm로 만두 모양으로 쌓아 놓고 그 위에 7~8cm 두께로 흙을 덮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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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기온이 내려갈 경우 흙을 더 덮거나 볏짚을 더 덮어 종아가 얼어서 손실되는 것
을 방지한다. 일반적으로 구덩이에 100~150kg 저장한다. 구덩이 주위에는 배수구를 판
다. 저장기간에 자주 확인해서 곰팡이가 발생하고 썩었거나 발아한 것을 발견하면 제거
해야 한다.

2) 정식
묘두 번식은 뿌리를 수확할 때 덩이 뿌리는 전부 생약재로 이용하고, 남은 묘두를 마르
기 전에 묻어두고 그해 가을 10월 중순에 바로심어서 월동시키거나 다음해 봄 4월 중순
에 심는다. 묘두는 병이 없고 건전한 묘두를 골라서 종근으로로 하는데 90~100cm 이랑
에 줄 사이는 40~50cm, 포기 사이는 35~40cm 되게 정식한다. 정식 깊이는 8~10cm로
묘두를 1개씩 넣되 싹이 위로 향하게 한다. 노두 또는 종자로 가을에 심은 것은 4월 상순
경에 싹이 트고, 봄 3월 하순~4월 상순에 파종하면 20일 내외에 출아하는데, 60일 후 즉
5월 하순~6월 상순경에 묘가 30cm 정도로 자라 정식할 수 있으므로 장마 전에 빨리 정
식하는 것이 유리하다. 7~8월경 꽃대가 올라오면 채종하는 것은 제외하고 꽃대 밑 부분
을 잘라주어 뿌리의 발육을 촉진하여 주고 중경 제초시 배토를 하여 준다.

비료주기
육묘상에는 밑거름으로 퇴비 1,500kg을 주고 밭갈이와 써레질을 하여 평평하게 한다음 평
평한 두둑 또는 높은 두둑을 만든다. 정식하는 본밭은 토양이 부드럽고 비옥한 사질양토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지형의 위치는 양지쪽을 향하여야 한다. 기비로 퇴비는 3,000kg을 준다.

본밭관리
잡초방제는 생육초기인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2~3회 제초를 한다. 잡초방제를 할
때 현삼의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월 중순 이후에는 식물체가 왕성하게 생장하
여 잡초가 쉽게 자라지 못하므로 잡초방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배토는 묘두의 자아를 보호할 수 있으며 백색의 자아가 많아지며 품질이 좋아지고 도복
을 방지 한다. 토양 수분을 보존하여 가뭄에 견딜 수 있으며 비료를 보존하는 작용을 한다.
배토는 6월 중순 추비를 한 후에 해 준다. 현삼은 가뭄이 계속될 경우 반드시 관개하여 토
양 수분을 보존하여 생장에 유리하게 한다. 비가 많이 내려서 밭에 물이 고일 때에는 즉시
배수하여 뿌리가 썩는 것을 감소시킨다. 현삼이 개화기에는 순을 제거하여 열매를 맺지 못
하게 하여 양분이 뿌리의 생장에 공급되게 하여 뿌리 비대를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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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해충 방제
갈색점무늬병
4월 중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6~8월에 비교적 피해가 심하다. 식물체 밑부분의 엽
신이 제일 먼저 발병하여 점차 전 포기로 확대된다. 병이 든 초기에는 엽신에 자갈색(紫
褐色) 작은 점이 생기고 후에는 확대되어 다각형, 원형 혹은 불규칙적인 회백색 병반이
나타나며 뒤이어 병반에 군데군데 많은 검은색 작은 점(분생포자기)이 생긴다. 엽신에 병
반이 발생되며 병에 걸린 잎이 감겨들며 말라버린다. 병균은 분생포자기(分生胞子器)에
의하여 병든 잎위에서 월동하여 이듬해 분생포자가 발아한후 침입하여 해를 미친다.

1) 방제 방법
현삼을 수확 한 다음 나머지 식물체와 낙엽을 태워 전염원을 감소시키며 윤작을 한다.

점무늬병
4월 중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5~6월에 비교적 피해가 심하다. 발병초기에 잎면에
자갈색(紫褐色) 작은 점이 나타나고 이후 점차 확대되어 부정병반으로 되며 가장자리에
는 자갈색의 넓은 환이 생기고 후에는 종갈색(棕褐色) 병반이 나타나며 그 위에 군데군데
검은색과 황갈색의 작은 점이 많이 생기고 대다수 병반에는 구멍이 난다.

1) 방제 방법
갈색점무늬병과 같다.

흰비단병
4월 하순에 발생하여 7~8월에 심하며 9월까지 발병한다. 발병초기에는 지상부에 증상
이 나타나지 않지만 온도와 습도가 올라감에 따라 토양 속 균사가 땅위로 나와 포기 옆의
땅위에 유백색(乳白色), 미황색(米黃色), 차갈색(茶褐色)의 유채씨와 비슷한 모양의 균핵
이 형성된다. 피해를 받은 후 뿌리가 썩으며 식물체가 말라죽는다.

1) 방제 방법
① 윤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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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든 포기를 뽑아내고 병구덩이속을 석회수로 소독한다.
③ 병이 없는 묘두를 택하여 쓴다.

점박이응애
일년에 10~20회 발생한다.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7~8월 고온, 가뭄에 피해가 심
하다. 식물체 아래 부분의 엽신이 우선 해를 입고 점차 위를 향하여 만연되고 피해를 받
은 후 잎에 황백색 작은 반점이 생기며 후에 홍자색 반점으로 변하고 확대된 후 잎 전체
가 누렇게 되며 마지막에는 갈색으로 변하고 말라 떨어진다.

1) 방제 방법
밭의 잡초를 없애고 월동하는 벌레구덩이를 소멸한다.

달팽이류
3월 중순부터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4~5월에 비교적 심하다. 일반적으로 이른 아
침과 저녁무렵에 볼수 있다. 달팽이는 현삼의 새잎을 먹어 작은 구멍이 나고 또한 새가지
를 물어 끊이기도 하여 식물체의 생장에 영향을 준다. 성숙한 달팽이 혹은 유체는 낙엽,
얕은 흙 틈 사이에서 월동한다.

1) 방제 방법
① 이른 아침에 잡는다.
② 5월은 달팽이가 알을 낳는 왕성시기인데 제때에 제초하여 알을 없애 버린다.
③ 지면에 잡초를 없앤다.
④ 1%의 석회수를 분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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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확 및 조제
수확
현삼의 줄기 잎이 시들 때 수확한다. 수확이 너무 늦으면 뿌리에서 싹이 나와 속이 비게
되어 수량과 품질이 떨어진다. 수확할 때 먼저 현삼뿌리 지경에 흙을 움직여 놓고 그다음
현삼을 뽑아낸다. 줄기잎을 베여버리고 아두(芽頭)를 떼어내고 뿌리아래 부분을 베여내
어 가공한다.

건조
현삼 뿌리를 수확한 후 양건할 경우 7일 정도 건조시키는데 저녁에는 서리에 맞지 않
도록 한다. 햇볕에 40~50% 정도로 건조시킨 후 온돌에서 건조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속이 비게 되어 수량이 감소된다. 열풍건조기로 건조할 때는 50℃에서 20시간 건조
한 것이 가장 좋다. 수량은 10a당 건근중으로 200~300kg 수확하는데 수량이 많을 때는
350kg 이상 생산된다.

6. 생약의 특성과 품질(KP)
생약의 특성
이 약은 뿌리로 불규칙하게 구부러져 있고 긴 원기둥모양~방추형으로 길이 4~20cm,
지름 1~3cm이다. 바깥면은 황갈색~갈색이고 거친 세로주름이 있으며 옆으로 긴 껍질
눈과 드문드문 잔뿌리 자국이 있다. 질은 단단하며 꺾기 힘들고 꺾인 면은 검은색~흑갈
색을 띤다. 이 약은 설탕이 타는 것과 같은 특유한 냄새가 있고 맛은 약간 달며 후에 약간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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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순도시험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 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ppm 이하.

마) 엔드린 0.01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건조감량 : 17.0% 이하 (6시간).
⊙ 회분 : 6.0% 이하.
⊙ 산불용성 회분 : 2.0% 이하.
⊙ 엑스함량 : 묽은에탄올엑스 24.0% 이상.
⊙ 저장법 :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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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약용

18
◀

형개

요
수
신
식물명 : 형개(꿀풀과, Labiatae)
생약명 : 형개(荊芥, Schizonepeta Spike)
학명 및 식물기원 : S chizonepeta tenuifolia var. japonica (Maxim.) Kitag.
이용부위 : 꽃 이삭(花穗)

1. 식물의 성상
식물의 형태
형개는 꿀풀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식물로 줄기는 자갈색을 띠고 키는 70~80cm로 자
라며 아래쪽은 하얗고 연한 털이 나고 기부는 자홍색이고 주로 윗부분의 마디에서 가지
가 많이 발생한다. 잎은 선상 또는 좁은 피침형으로 마주나고 기부의 잎은 잎자루가 생기
기도 하며 깃털모양으로 깊이 갈라진 5엽이다. 중상위 부분의 잎은 대체로 자루가 없으
며 깃털모양으로 갈라진 3~5엽이다. 갈라진 엽의 선형이 가늘고 긴 피침형(선상 피침형)
이며 잎의 양면에는 연한 털이 있다. 꽃대는 6~10월 사이에 원줄기와 가지 끝에 형성되
어 마디마다 작은 꽃이 피는데 길이는 5~20cm 정도이다. 꽃은 양성화로 수술은 4개인
데 꽃부리의 대롱 상위부에 붙어 있고 꽃밥은 흑갈색이며 암술은 1개이다. 과실은 흑갈색
의 수과로서 크기는 1.5×0.8mm의 장타원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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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속식물
열엽형개(裂葉荊芥, Schizone petamultifida (L.) Briq) 또는 대엽형개(大葉荊芥)라고도 부르는
식물이 있다. 형태는 형개와 비슷하며 구별은 줄기 윗부분에 벋은 가지가 많지 않다. 잎은
넓고 난형이며 3~5개로 깊이 갈라졌으며 갈라진 잎은 넓고 우둔하며 꽃은 자색이다.

주요 성분 및 약리작용
주요 성분으로는 정유 및 flavonoid 등이 알려져 있으며, 정유는 디 멘톤(d-menthone), 플
레곤(l-pulegone)을 주성분으로 하고, 몬테펜(monnterpene)과 세스퀴테르펜(sesquiterpene)
등으로 조성되어 있다. 약리작용은 지혈작용을 하고 산풍(散風; 바람의 기운을 흩어버리는
효능), 감모(感冒; 감기), 두통(頭痛), 인통(咽痛; 목안이 아픈 증상), 마진불출(麻疹不出),
순마진(蓴麻疹; 피부질환), 피부소양(皮膚瘙痒; 피부에 생기는 가려운 증상) 등을 치료한다.

2. 재배환경
기후
형개는 보통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며 우리나라의 전 지역에 재배가 가능하며 햇빛
이 잘 들고 통풍이 잘되는 곳이 좋다. 토질은 습기가 약간 유지되면서 배수가 잘되는 모
래 참흙이 좋다. 토질이 너무 비옥하면 줄기와 잎만 무성하게 자라고 꽃대가 크게 자라
지 않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종자는 20~25℃일 때 6~7일이면 발아한다. 토양의 온도가
16~18℃일 때는 10~15일 되어야 출아한다. 어린 묘는 0℃ 정도에서는 견디지만 –2℃
이하에서는 동해로 얼어 죽는다.

토양
형개는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데 수분이 적당하고 배수가 잘되며 부식질을 많이 함유
하고 있는 사양토에서 잘 자란다. 점토나 낮은 지역의 배수가 잘 안 되는 곳은 피한다. 종자
출아기에는 토양 수분이 유지되어야 하며 건조하면 안된다. 유묘기에는 토양수분이 적당한
것이 좋은데 빗물이 너무 많거나 물이 고이는 것은 좋지 않다. 성묘기 때에는 토양이 약간
건조한 것이 좋으며 토양 수분이 너무 많으면 생장에 불리하다. 장마기에는 토양의 배수가
좋지 않거나 지대가 낮은 토양은 쉽게 뿌리가 썩어서 전 포기가 습해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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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배기술
채종 및 종자 준비
형개는 종자로 번식한다. 종자 채종은 가지와 이삭이 많고 병충해가 없는 건실한 포기
에서 채종을 한다. 채종할 때에는 종자가 충분이 성숙하고 종실이 가득 차며 진한 갈색
또는 갈색일 때 식물체를 수확해서 선선한 곳에서 말려서 줄기, 잎 등을 제거하고 종자를
자루에 넣어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파종
파종은 직파재배와 육묘 이식재배 방법이 있다. 파종 시기는 봄파종과 가을파종을 하는
데 가을 파종은 동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봄 파종이 유리하다.

1) 직파
파종 시기는 4월 상순경이 적합하며, 늦서리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부지역
에서 다른 작물의 뒷그루로 심을 때는 6월 하순까지 파종이 가능하다. 너무 늦게 파종하
면 장마기와 겹쳐서 발아가 불량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파종방법은 90~100cm의 두둑
을 짓고 줄사이 25cm, 포기사이 15cm로 하여 점파한다. 복토는 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
로 덮어 주는데 가능하면 상토나 가는 모래로 복토하는 것이 좋다. 종자의 크기가 작아서
너무 깊게 복토해주면 발아가 불량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수분유지를 위해 짚을
덮어준다. 파종량은 2.0ℓ/10a가 소요된다. 이외에도 조파와 산파를 하는 방법도 있으며 파
종량은 조파인 경우 2.5~3.5ℓ, 산파인 경우에는 3.0~3.5ℓ가 소요된다.

2) 육묘이식재배
파종은 2월 중하순경 온실에서 연결포트에 파종을 한다. 연결포트(200공)에 3~5립씩
점파를 한다. 육묘기에는 반드시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주며 묘의 길이가 6~7cm 될 때
솎아주는데 연약한 묘와 밀식한 묘를 뽑아 버린다. 4월 중·하순경에 묘의 길이가 대략
15cm 때 본밭에 정식한다. 정식방법은 직파재배와 마찬가지로 90~100cm의 두둑을 짓고
줄 사이 25cm, 포기사이 15cm로 하여 정식한다.

비료주기
양지쪽의 작토층이 깊고 두터우며 배수가 양호한 사질 양토를 택하여 재배하는데 지형
의 위치는 양지쪽을 향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거름은 주지 않고 재배하지만 척박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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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서는 약 10a당 질소 5kg, 인산 10kg, 칼륨 22kg, 퇴비 1,000kg을 시용하고 정지하여
전층시비가 되도록 한다.

본밭관리
1) 솎아주기
직파한 것은 반드시 제때에 묘를 솎아주어 가늘고 연약한 도장묘 발생을 막아야 한다.
묘의 길이가 6~7cm와 10~13cm 때에 각기 솎음작업을 한다. 두 번째 솎음작업은 점파
한 것은 구멍에 4~5포기를 남기고 줄파는 7~10cm 되게 교차적으로 묘를 남기고 산파
는 포기 거리를 10~13cm 되게 하면 된다. 만약 묘가 모자라면 솎아낸 묘로 보식해 주면
된다. 육묘이식 재배할 때는 솎음작업은 필요 없으며 결주가 생긴 곳에 보식을 해주면
된다.

2) 중경제초
점파와 줄파는 솎음작업을 할 때 중경작업과 잡초를 제거해 준다. 첫 번째 잡초방제는
얕게 표면 흙을 중경하며 유묘가 넘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두 번째는 좀 깊게 한다. 이
후에는 토양이 굳어지거나 잡초가 많음에 따라 중경을 다시 1~2번하며 기부를 흙으로 좀
덮어주고 추비를 준다. 산파는 잡초방제만 하고 중경작업은 하지 않는다. 육묘이식 재배
한 것은 중경과 잡초방제를 1~2회 해준다.

3) 관개와 배수
유묘 기간에는 수분이 많이 소요되므로 토양이 건조할 때는 적절히 물을 주어야 한다. 식
물체가 성숙한 뒤에는 가뭄에 견디는 능력이 증가되므로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만
약 빗물이 너무 많으면 제때에 고인 물을 배수하여 병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병해충 방제
모잘록병
주로 묘상에서 잘록 증상으로 나타나며, 본포에서는 줄기 썩음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
병은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병원균 균사의 한 개 세포 내에 여러 개의 핵이 있고,
균사가 암갈색을 띄며 엇갈린 십자모양이다. 줄기 기부에 갈색 반점이 발생하였을 때는
쪼그라들고 썩으며 마지막에는 거꾸로 넘어져서 말라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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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제 방법
① 윤작을 하고 배수가 좋은 사질토양이거나 높은 두둑을 만들어서 심으면 좋다.
② 수확 후 시든 포기와 병이 난 잎을 깨끗이 없애 버린다.

검은무늬병
잎과 꽃자루에도 발생하나 주로 잎에 피해가 크다. 처음에는 타원형 또는 방추형의 담
갈색 병반으로 나타나고, 세로로 길게 진전되면서 여러 겹무늬의 대형병반으로 확대되며
때로는 자색의 겹무늬로 나타나기도 한다. 병반 중앙에는 동심원상으로 검은색 가루(분
생포자)가 무수히 생기고, 병반은 잎에 불규칙적인 갈색 작은 반점이 생기며 마지막에는
검은 갈색으로 되여 말라 죽는다.

1) 방제 방법
① 윤작을 하고 배수가 잘되도록 해준다.
② 병이 든 포기를 뽑아서 태워 버린다.

줄기마름병
줄기, 잎, 잎자루와 꽃 이삭을 해치는데 줄기대의 손상이 가장 심하다. 줄기가 손상 받
은 뒤 먼저 수침상 병반이 나타나며 확대되어 줄기 둘레에 까지 나타나며 갈색으로 말라
든 줄기가 출현하면 병든 줄기 윗부분의 가지 잎은 시들면서 말라 죽는다. 병에 걸린 이
삭은 황색으로 시들어 말라 죽는다. 유묘기에 해를 입으면 대면적으로 확대되어 고사한
다. 병균이 포기에 묻어서 월동하게 되면 전염원이 된다.

1) 방제 방법
① 연작을 하지말고 화본과 작물과 윤작을 한다.
② 배수가 잘되는 토양을 선택하여 심으며 우기에는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③ 병에 강한 튼튼한 묘를 키운다.
충해로는 나방류 등이 발생하여 잎을 갉아먹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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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확
봄에 심은 형개는 당년 8~9월에 수확한다. 이삭 윗부분의 종자가 갈색으로 변하고 윗
끝부분의 꽃이 아직 다 떨어지지 않았을 때 맑은 날씨에 이슬이 마른 뒤 포기전체를 자른
다. 수확한 형개를 햇빛에서 70~80% 정도 펴서 말리고 난 후에 햇빛이 들지 않고 통풍
이 잘 되는 장소에서 줄기를 세워서 건조 시킨다. 만약 비가 내리면 온도는 40℃ 이하에
서 건조시킨다. 10a당 수량은 건물중으로 750~1,100kg 생산되며 최대 1,200kg까지 생
산이 가능하다.

6. 생약의 특성과 품질(KP)
생약의 특성
꽃 이삭을 한약재로 이용하며 가늘고 긴 보리이삭 모양이고 길이 5~10cm이며 보라색
을 띤 녹갈색이다. 작은 순형화(脣形花)와 때로 열매를 가지는 꽃받침 통이 붙어 있다. 또
한 전주(全株)에 유백색의 짧은 털을 볼 수 있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있고 입속에 넣으면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다.

품질
순도시험
⊙ 중금속
가) 납 5ppm 이하		

나) 비소 3ppm 이하

다) 수은 0.2ppm 이하		

라) 카드뮴 0.3ppm 이하.

⊙ 잔류농약
가) 총 디디티(p,p’-DDD, p,p’-DDE, o,p’-DDT 및 p,p’-DDT의 합) 0.1ppm 이하.
나) 디엘드린 0.01ppm 이하.

다) 총 비에이치씨(α,β,γ 및 δ-BHC의 합) 0.2ppm 이하.

라) 알드린 0.01ppm 이하.

마) 엔드린 0.01ppm 이하.

⊙ 이산화황 : 30ppm 이하.

⊙ 회분 : 11.0% 이하.

⊙ 산불용성 회분 : 3.0% 이하. ⊙ 엑스함량 : 묽은에탄올엑스 8.0% 이상.
⊙ 저장법 :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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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GAP 인증절차
1. GAP 인증신청
방문·전화·인터넷을 통하여 GAP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개별 농업인 또는 생
산자집단 단위로 인증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와 함께 사업운영계획서와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GAP정보서비스(http://www.gap.go.kr/에 보면
작물별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예시자료가 제공되어 있으므로 서류를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다. GAP 인증기관에서는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를 거쳐 적합여부를 판정하며, 신청서
접수에서 인증서 발급까지 42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2. GAP 기본교육
GAP 인증을 받으려면, 4시간 이상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GAP 인증 신청을 할 때 교육 이수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GAP 기본교육은 주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미리 문의하여 교육 일정
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한 번 교육을 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2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
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토양 · 농업용수 분석
GAP인증을 받으려면 토양분석과 수질분석을 통하여 재배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공인 분석기관에 의뢰하면 분석성적서를 받을 수 있으며, 분석성적서는 4년 동안
유효하다.
분석성적서가 미리 준비되지 않은 경우, 현지심사를 나온 인증심사원이 토양과 농업용
수를 채취하여 공인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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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심사
서류심사 후, 인증기관은 현장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을 보낸다. 인증심사원은 농산
물의 재배환경 관리, 생산관리, 수확 및 수확후 처리 등이 농산물우수관리(GAP)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영농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해 두면 현장심사 때 큰 도움이 된다. 영농일지를 통해 GAP
필수기준(농약 안전사용기준 등) 준수 여부를 입증해야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다.

5. 사후관리
GAP 인증 이후에도, 인증기관은 연 1회 이상 GAP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도 일부 인증농가의 생산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6. 약용작물 GAP 자율점검표
GAP 실천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합시다.
농산물우수관리(GAP)를 실천하면,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농업환경을 보전하며 농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약용작물 GAP 자율점검표』는 GAP를 실천하여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업인 스스로 GAP 실천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져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역 농협의 컨설턴트가 GAP 실천기술을 컨설팅 할 때
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
본문 중에 ○△× 표시와 함께 색칠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는 바람직한 사례이
며, ×는 GAP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해당되는 사항마다 칸 안에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는 많이 표시가 되고, ×는 표시가 되지 않아야 바람직합니다.
△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뜻이며, 하단의 ‘GAP 컨설팅
포인트’ 중 △표시를 찾아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AP 컨설턴트 여러분은 컨설팅이 끝난 다음에 농업인이 보완해야 할 주요사항을 요약
하여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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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작물

GAP 자율점검표

01 적합한 장소에서 약용작물을 재배합시다
02 믿을만한 종자·종묘를 이용합시다
03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토양에서 재배합시다
04 맑은 물로 농사를 지읍시다
05 안전한 비료를 필요한 만큼만 사용합시다
06 작물을 튼튼하게 재배합시다
07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합시다
08 창고를 안전하게 정리정돈 합시다
09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합시다
10 위생적으로 수확합시다
11 수확 후 관리를 위생적으로 합시다
12 농작업자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13 영농일지를 작성합시다
14 이것만은 꼭 지켜보세요 - 《 컨설팅 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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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적합한 장소에서 약용작물을 재배합시다

약용작물은 연작장해를 피하여 재배지를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재
배지를 선택할 때, 약용작물 재배에 적합
한 곳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후와
토질은 물론이며, 농경지의 내력까지 꼼꼼
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기온, 강수량, 일교차, 일장 등)와 토질이 약용작물의 재배에
적합하고, 물 빠짐이 좋습니다.
농경지의 내력을 확인한 결과, 연작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토양잔류기간이 긴 농약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농경지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GAP 컨설팅 포인트

컨설팅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약용작물마다 재배적지가 다릅니다. 당귀는 해발 500m 이상의 서늘한 곳을 좋아하며, 무더
운 곳에서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황기를 다년근재배할 때에는 서늘한 중북부 고랭지대가 적
합하며, 중남부 지역에서는 1년근으로 수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적정한 토양함수량(당귀 : 25% 내외)을 유지할 수 있어야 약용작물이 잘 자랍니다. 토양함수
량이 낮으면 가뭄을 타고, 지나치게 높으면 뿌리가 썩기 쉽습니다.

등록이
폐지된 농약(엔도설판 유제 등)이나 토양잔류기간이 긴 농약을 사용한 곳은 약용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와 같은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약용작물
을 재배하기 전에 미리 토양 잔류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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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믿을만한 종자 · 종묘를 이용합시다
대한민국약전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동
일한 식물의 종자 또는 종묘를 이용하여
약용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품질표시 사
항을 확인하고, 종자 또는 종묘에 각종 오
염물질이 묻어 있거나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약전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식물의 종자 또는 종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품질표시가 되어 있는 종자 또는 종묘를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관련사항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가 채종하거나 이웃 농가에서 채종한 우량종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GAP 컨설팅 포인트

컨설팅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약전에는 한약재 별로 식물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귀는
‘참당귀(Angelica gigas Nakai)의 뿌리’를 말하며, 황기는 ‘황기(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또는 몽골황기(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var. mongholicus Hsiao)의 뿌리
로서 그대로 또는 주피를 제거한 것’을 말합니다.
품질보증 표시가 없는 종자·종묘를 이용하면, 대한민국약전과 일치하지 않는 식물을 재배하
게 되거나 품질 또는 수확량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용작물의

종자는 채종포에서 받아야 합니다. 조기추대*한 꽃대에서 받은 당귀 종자를 심으면
조기추대하기 쉽습니다. 1년생 황기에서 받은 종자는 발아가 좋지 않고 생육이 부진한 편입니다.
자가 채종하거나 이웃에서 채종한 종자를 이용하여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종자의
생산정보(생산지역, 품종명, 생산자, 생산연월 등)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해야 합니다.
* 조기추대하면 뿌리가 목질화되어 약용가치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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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토양에서 재배합시다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토양에서 약용작
물을 재배해야 GAP인증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인증심사기관에서 직접 토양을 채취
하여 중금속 오염 여부를 분석하는데, 4년
이내의 분석성적이 있으면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
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토양 중금속 분석성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은 전혀 없습니다.
토양의 중금속 오염 여부를 분석한 적이 없으며,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에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GAP 컨설팅 포인트

컨설팅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토양분석

결과 아래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하나라도 검출되면, GAP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금속 기준
중금속 종류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기준(단위 : mg/kg)

4

150

25

4

200

5

300

당귀·황기

등을 한약재로 쓰려면, 기준(납 : 5ppm, 비소 : 3ppm, 수은 : 0.2ppm, 카드뮴 :
0.3ppm)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중금속 농도가 되도록 낮은 토양에서
재배하고, 중금속을 함유한 물질이 농경지에 투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각종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중금속 이외의 유해화학물질(불소,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등)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밭
 주변에 토양오염을 일으킬만한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있으면 유효기간(4년)이 지나지 않은
토양 중금속 분석성적이 있더라도 인증심사원의 재량에 따라 토양 중금속 분석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수 수질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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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물로 농사를 지읍시다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로 약용작물을 재
배해야 GAP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
증심사기관에서 직접 농업용수를 채취하
여 수질을 분석하는데, 4년 이내의 분석성
적이 있으면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
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수질분석 성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수질분석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오염된 농업용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에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GAP 컨설팅 포인트

컨설팅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의 종류(하천수, 호소수)에 따라 수질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천수 수질기준
pH

BOD(mg/L)

COD(mg/L)

TOC(mg/L)

SS(mg/L)

DO(mg/L)

6.0~8.5

8 이하

9 이하

6 이하

100 이하

2.0 이상

호소수 수질기준
pH

COD(mg/L)

TOC(mg/L)

SS(mg/L)

DO(mg/L)

Chl-a(mg/㎥)

6.0~8.5

8 이하

6 이하

15 이하

2.0 이상

35 이하

농업용수를

끌어오는 하천이나 호소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 시설이 있거나 환경오염 물질이 농업용수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면, 중금속이나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강우만 이용할 때는 별도의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하천수나 호소수의 수질이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물 관리사항을 기록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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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비료를 필요한 만큼만 사용합시다
비료공정규격에는 유해중금속이나 식중
독세균을 비롯한 유해성분에 대한 허용기
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규격
에 적합한 비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비료나 부산물비료 등을 구입할 때마다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료사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비료사용처방서 또는 비료
표준사용량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원료를 이용하여 부산물비료(또는 유기농업자재)를 직접 만들
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비료 또는 부산물비료가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GAP 컨설팅 포인트

컨설팅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제품에는 포장 또는 용기의 뒤쪽에 보증표가 부착·인쇄되어 있습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불량비료를

잘못 사용하면 농경지가 유해화학물질이나 식중독세균 등에 의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부산물비료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려면, 먼저 부산물 비료 제조방법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물비료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부산물비료를 완전하게 부숙시킬 수 있는 기술을 익혀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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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을 튼튼하게 재배합시다
약용작물을 튼튼하게 재배하면, 농약
사용량을 줄이더라도 각종 병해충의 피해
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물
별 특성에 맞는 올바른 재배관리가 필요합
니다.

연작을 하지 않고 새로운 경작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거나, 연작장해
를 줄이기 위해 돌려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썩지 않도록 장마철에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미숙
퇴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약용작물의 뿌리가 비대해진 생육후기에는 잡초를 방제할 때, 김을
얕게 매고 있습니다.

GAP 컨설팅 포인트

컨설팅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작을

하면 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당귀를 연작하면 뿌리혹선충의
피해가 커지며, 황기를 연작하면 시들음병이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당귀의

경우에는 옥수수·감자·양파를 재배했던 밭을 이용하거나, 율무·참깨를 돌려짓기
하는 것이 연작장해를 줄이는 데 좋습니다.
장마철에는

약용작물의 뿌리가 쉽게 썩기 때문에 배수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황기를 재배할 때에는 배수로의 깊이가 적어도 40cm 이상 되어야 합니다.
미숙퇴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숙퇴비는 약용작물의 뿌리를 쉽게 썩게 하여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귀처럼

뿌리에 당분이 많은 약용작물의 경우, 생육후기에 김매기를 깊게 하면 뿌리가 썩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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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합시다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약용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해
야 합니다. 농약별 안전사용기준(사용시기
와 사용가능 횟수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농약성분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잔류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약용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약을 사용할 때마다 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고 있으며,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성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고 있습
니다.
농약안전사용기준이나 농약 라벨에 적힌 내용은 무시하고,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농약사용 방법을 결정합니다.

GAP 컨설팅 포인트

컨설팅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약을

사용하기 전에 전문가(농약사,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 등)로부터 농약사용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인증심사

때 농약 사용기록을 반드시 확인하며, 안전사용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GAP 인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농약 사용기록 자체가 부실하여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증을 받기가 힘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역 농협 등에서 제공하는 병해충 예찰 정보를 활용하여 농약 사용 여부를
결정하면 농약사용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한 원료로 제조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유기농업자재를 만들어 사용하려면, 적절한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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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안전하게 정리정돈 합시다
창고가 안전하게 정리정돈 되어 있지
않으면, 농약·비료·석유류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이 농산물이나 농기구에 묻
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 안전관리와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창고를 정리
정돈 합시다.

비료, 농약, 농약살포 장비,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장소가 각각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약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농약
보관함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약 빈병을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쓰고 남은 농약을 작은 병에
옮겨서 보관합니다.

GAP 컨설팅 포인트

컨설팅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약

보관장소의 잠금장치는 항상 닫아 두어야 하며, 지정된 사람만 농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농약살포 장비에 농약이 묻어 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쓰다 남은 농약을
장비 내부에 방치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용

후 남은 농약은 반드시 원래의 용기에 그대로 보관해야 하며, 빈 농약병에 부착된 라벨도
훼손하지 않도록 합니다.
농약

유출사고를 대비하여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도구(모래함,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 봉투
등)를 비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용작물의

경작지는 대체로 농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농가 창고의 위생관리에 소홀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농가 창고의 위생관리가 소홀하면 GAP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이나 등록이 취소된 농약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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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합시다

농경지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친환경적으로 농경지를
관리하면, 주변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
고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료 : 보관 중인 비료(퇴비 또는 퇴비원료 포함)가 빗물 등에 의해
주변 토양이나 하천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약 : 살포량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살포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약 빈병은 지정된 농약수거함에 모아둡니다.
농경지 주변에 폐영농자재나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GAP 컨설팅 포인트

컨설팅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조건이나

풍향ㆍ풍속 등을 고려하여, 비산 우려가
높을 때에는 농약 등을 살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주변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어독성이 높은 농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포

후에 남은 농약을 하천 등에 방류해서는 안 됩
니다. 농약 살포 대상지역에 고르게 재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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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으로 수확합시다
약용작물의 뿌리를 일반 농산물로 유통시
키려면, 식중독세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
저하게 위생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약
재로 유통시키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위생
관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확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농기구, 농업기계, 운송수단의 위생 상태를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확 또는 수확 후 관리에 참여하는 농작업자가 위생적인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수확 작업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농작업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수확할 때 뿌리가 상하지 않게 주의하도록 함
□ 상하거나 병든 뿌리는 발견하는 대로 제거하도록 함
□ 한번 수확한 다음에는 수확물에 다시 흙이 묻지 않게 주의하도록 함
□ 다른 식물의 뿌리 등이 섞여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도록 함

GAP 컨설팅 포인트

컨설팅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장

내에 직접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농작업자가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면 됩니다. 화장실은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비누,
손 건조기, 일회용 종이수건 등을 비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확물이

동물의 배설물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
하고, 가축 또는 애완동물과 접촉한 사람은 수확물을 다루기 전에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약전에 따르면, 당귀는 줄기 및 목질근 이외의 이물이 1.0% 이상 섞여 있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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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후 관리를 위생적으로 합시다
GAP기준에 맞추어 재배하여도 수확 후
관리단계의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면, 소비
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없습니
다. GAP시설을 이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위생관리 지침을 적용하여 수확 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확 후 관리 작업장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수확물을 다루기 전에 항상 깨끗하게 손을 씻고 위생적인 장갑을 착용합시다.
수확한 약용작물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그늘지고 건조한 곳에서
위생적으로 보관해 둡니다.
건조 전에 세척을 하는 경우, (수질분석을 통하여 오염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깨끗한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조기 내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수확물을 선반 위에 여유있게
적재한 후 적정 온도에서 건조하고 있습니다.
수확 후 관리단계별(입고 → (세척) → 건조 → 선별 → 절단 → 포장)
작업구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GAP 컨설팅 포인트

컨설팅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약용작물을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면, 색이 변하고 각종 부패균 및 인체 유해미생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건조하기 위하여 건조온도를 지나치게 높이면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건조시키면, 건조기 내부의 환경이 미생물이 증식하기 좋은 조건으로
오래 지속되어 독소를 생성하는 독성곰팡이가 증식할 수 있습니다.
작업구역의

구분과 더불어 수확물·작업자의 동선관리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척하지 않은 수확물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건조·선별 작업장에 날려서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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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자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농작업 중에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부주의한 농작
업으로 인해 건강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조
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약을 살포할 때, 신체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보호장비(방제복, 장갑,
신발, 방독면, 보안경 등)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확작업 시 농업기계(굴삭기 등)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다른 농작업자가 농업기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
□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자를 배치함
□ 농업기계 작업자가 음주하거나 약물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함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주행이 가능한 농업기계에 등화
장치를 부착하였습니다.
열사병이나 일사병이 걸리지 않도록, 폭염기의 낮 시간에는 농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GAP 컨설팅 포인트

컨설팅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업환경에 따라 농약을 살포할 때 착용해야 하는 보호장비의 종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농약
성분이 피부나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장비는
사용 즉시 세탁ㆍ세척하여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탁ㆍ세척ㆍ보관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옷이나 신발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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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일지를 작성합시다
농산물 안전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영
농일지에 기록·관리하면, 출하한 농산물
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
인을 규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출하처에 주요 생산정보(생산자, 생산지, 연락처, 품목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하정보(품목, 날짜, 물량, 출하처)를 기록하고, 출하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자·종묘의 생산 정보(생산지, 품종, 생산자, 생산연월 등)를 기록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약 사용 내역(제품명, 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명, 사용일자, 사용자,
사용량, 사용장소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료 사용 내역(제품명, 대상 농작물, 사용 일자, 사용자, 사용량, 사용
장소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을 때, 물 관리 사항(수원, 대상 농작물, 관수 일자,
관수자, 관수량, 관수장소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GAP 컨설팅 포인트

컨설팅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육묘

장소와 본밭이 다른 경우, 육묘 장소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새로운

경작지에서 재배를 시작할 때, 농경지 사용 이력(농약·비료사용 내역 포함)을 파악
하여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성농약,

화학비료뿐만 아니라 대체용도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까지 사용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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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지켜보세요 《컨설팅 결과 요약》

※ GAP 실천을 위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농업인에게 설명을 해 주면서,
컨설턴트가 직접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항목

보완사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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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소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 토양검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8

농약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빈 농약병은 지정된 수거함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GAP 인증절차

7. GAP 인증기관 목록
지역

GAP 인증기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 02-450-4200
경농(서울) 02-3488-5800
서울

산림조합중앙회(서울) 02-3434-7186
한국생약협회(서울) 02-967-8133
농협중앙회(서울) 02-570-5010

경기농림진흥재단(수원) 031-250-3700
용인시농업기술센터(용인) 031-324-4035
경기

엔에스쇼핑(성남) 02-6336-1234
푸드머스 에이치앤에스연구소(용인) 031-330-2492
삼성웰스토리(용인) 031-899-0619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안성) 031-670-5625

강원

강원대 산학협력단 삼척캠퍼스분단 033-670-6764

대한인증원(아산) 041-533-6261
비씨에스코리아(천안) 041-562-6265
대전ㆍ충남

동부팜한농(대전) 042-866-8221
한국인삼공사(대전) 042-600-0373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금산) 041-750-1690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금산) 041-750-6100

충북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청주) 043-261-3432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제천) 043-27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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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GAP 인증기관

농업법인플럼코트맘(나주) 061-335-8009
광주ㆍ전남

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광주) 062-385-8882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광주) 062-530-2034
한국작물연구소 주식회사(담양) 061-381-364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농품(전주) 063-228-4002
지리산인증(남원) 070-8815-1588
전북

농업회사법인 성농(완주) 063-291-8422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전주) 063-270-4828
아이에스씨농업발전연구소(익산) 063-856-0907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전주) 063-220-2002

부산ㆍ경남

우리농인증(거창) 055-941-0828
농업회사법인 예농(진주) 055-744-5711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밀양) 055-350-5232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진주) 055-751-3616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부산) 051-860-3448

에버그린농우회(성주) 054-931-8374
웰빙농수산식품인증원(포항) 054-254-6262
대구ㆍ경북

주식회사 온누리친환경(대구) 053-981-4101
주식회사 대유(경산) 02-556-6293
글로벌유농인(대구) 053-326-9895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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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림수산식품인증센타 064-752-605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64-754-2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