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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약재로 사용되는 천궁(Cnidii Rhizoma)은 산형과(Umbelliferae)

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인 일천궁(Cinidium ofiicinale Makino)

과 토천궁(Ligusticum chuanxing Hort.)의 근경을 기원으로 

하며(KFDA, 2012; Seo et al., 2008), cnidilide, ligustilide, 

butylphthalide 등의 정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Yong et al., 

2011) 진경(鎭痙), 진정(鎭靜), 혈압강하(血壓降下), 혈관확장

(血管擴張), 항균(抗菌) 및 항진균(抗眞菌)등의 약리작용이 있

는 약용작물 중 하나이다(Lee et al., 2002; Yu et al., 1999). 또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천궁 지하부 발효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

당뇨 효과(Yong et al., 2011), 광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조

직의 항염증 효과(Kim et al., 2011), 천궁약침을 활용한 콜레스

테롤 합성 저하(An and Lee, 2010) 및 천궁 지상부 추출물을 활

용한 항산화 및 항균효과(Oh et al., 2010) 등의 약성 효능 연구

도 진행되고 있다. 천궁은 한지형 작물로서 여름철 최고기온이 

28℃ 이하의 해발이 높고 서늘한 경상북도(봉화, 영양)와 강원

도(평창, 태백, 삼척)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고(Kim et al., 2012), 

재배지의 기상환경과 토양의 특성에 의해 생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17년 기준 약용작물 생산량 중 약 1,290 톤으로 약용작

물 중 11번째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으나(MAFRA, 2018) 18년 

기준 1,014 톤, 19년 기준 1,014 톤으로 최근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며(KOSIS, 2020), 최근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재배지 면적의 축소 및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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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생산량의 감소가 가속화 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약재로 사용되는 천궁 중 토천궁에 대한 지역

별 생육환경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지상부 및 지하부 생장과의 

상관관계를 구명하여 토천궁의 적정 재배지역 확인 및 지속 가

능한 안정적인 한약재 생산에 대한 기초자료로 사용함에 있다.

재료 및 방법

실험포지 선정 및 생육특성

토천궁이 주로 재배되고 있는 봉화군, 영양군, 평창군과 더

불어 기후변화에 의한 재배지 이동을 고려하여 고위도 지역인 

인제군을 포함한 4 지역의 재배지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재

배지의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선정된 4곳의 재배지(Fig. 1)에 

10 m × 15 m 크기의 실험포지를 19년 3월에 조성 하였으며, 경

북 영주시에 위치한 채종포지에서 18년도에 생산된 생중량 20 ~ 

30 g의 토천궁 종근을 4월 하순에 이식하였다. 그리고 이식된 

토천궁 시료 중 무작위로 20개체를 선정하여 개화기인 8월에 지

상부의 생육특성(전체높이, 줄기직경, 잎길이, 잎너비, 출엽 수)

과 10월 중순에 토천궁 시료를 수확하여 지하부 생육특성(뿌리

길이, 뿌리직경, 측근 수, 생중량)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50℃의 

건조기(DY-420H, Lassele, Korea)에 7일간 건조시켜 건중량

을 측정하였다.

토양특성

토양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4곳의 실험포지에서 무작위로 표

토를 제거하고 근권(根圈)의 토양을 100 g씩 3반복으로 채취하

였으며, 토양시료를 건조 후 2 ㎜로 체별하여 토양특성 분석에 

사용하였다. 토양 내 모래, 미사, 점토의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 농무성(USDA)에 의한 입도 분류를 실시하였으며,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은 Walkley-Black법(Walkley and Black, 1934), 

전질소는 Kjeldahl 황상분 해증류법(Konen et al., 2002), 전기

전도도(EC)와 토양 pH는 토양과 증류수 비율을 1 : 5 (v/v)가 되

도록 혼합하여 1시간 후에 상등액의 전기전도도와 pH를 측정하

였다. 유효인산은 Lancaster 침출법으로 분광광도계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RDA, 1988), 치환 성양이온인 칼륨, 칼슘, 마

그네슘은 pH가 7.0인 1N의 ammonium acetate를 가하여 원자

방출분광광도계(ICP)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상환경

선정된 4지역의 기상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2019년 5월에서 

10월까지 미세기상관측장비(HOBO H21-USB, ONSET Co. 

Corp., Santa Clara, CA, USA)와 기상측정 센서(대기온도: S- 

THB-M002, 일사량: S-LIB-M003, 토양온도: S-TMB-M002, 

토양습도: S-SMD-M005O, NSET Co. Corp., Santa Clara, CA, 

USA)를 지상 1 m와 지표 밑 15 ~ 20 ㎝의 위치에 설치하여 정보

를 수집하였다.

Table 1.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of L. chuanxing cultivation

Location Address
Coordinate

Altitude (m)
North latitude East longitude

Bonghwa-gun Socheon-myeon, Goseon-ri 392-9 36˚57' 28.44" 128˚59' 17.29" 366

Yeongyang-gun Subi-myeon, Sinam-ri 165-6 36˚51' 22.67" 129˚11' 00.68" 459

Pyeongchang-gun Jinbu-myeon, Duil-ri 187-1 37˚41' 34.29" 128˚33' 32.25" 623

Inje-gun Inje-eup, Gaari 529 38˚09' 09.71" 128˚06' 57.45" 475

Fig. 1. The map of collected area of L. chuan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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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 7.1) soft 

ware를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과 Dun-

cun’s Multiple Range Test (DMRT)로 유의수준 5% (P < 0.01)

으로 검증하였으며, 분석한 데이터 값은 평균치 ± 표준편차

(means ± SD)로 나타내었다. 생육특성과 입지환경(토양이화

학성, 기상환경) 간 상관관계를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

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생육특성

토천궁의 지상부(전체높이, 줄기직경, 잎 길이, 너비, 출엽 

수) 및 지하부 생육특성(뿌리길이, 측근수, 생중량, 건중량)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우선 지상부의 생육

특성은 개화기인 8월에 4곳의 실험포지별 20개체씩을 무작위

로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전체높이와 줄기직경은 평창지역에

서 각각 126.97 ㎝, 11.62 ㎜, 잎 길이와 너비는 봉화지역에서 각

각 19.70 ㎝, 22.92 ㎜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생육적 유의성

을 나타냈다. 지하부의 생육특성은 수확 시기인 10월에 측정하

였으며, 생육특성 중 뿌리길이는 인제지역에서 29.11 ㎝로 다

른 지역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으나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뿌리의 생중량은 평창지역에서 218.69 g으로 130 g정도의 영

양, 봉화지역 대비 약 1.7배, 120 g 정도인 인제지역 대비 약 1.8

배의 높은 생중량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따른 건중량 또한 

99.00 g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확인하였다. 

약용으로 사용되는 작물은 지역적 생육차이를 나타내며, 산형

과(Umbelliferae) 약용작물 중 참당귀(Angelica gigas Nakai)

의 경우 재배지의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활착율과 지상부 및 

지하부의 생육특성이 우수하다고 보고되어 있다(Kim et al., 

2009; Kim et al., 2019). 본 연구에서도 해발고도가 623 m로 

가장 높은 평창지역에서 다른 지역 대비 유의적으로 높은 지상

부 및 지하부의 생육량을 나타내어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뿌리를 사용하는 작물의 경우 지상부의 생육 정

도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지하부의 생육량을 가늠하

며, 또한 환경이나 추대와 같은 요인에 의해 개체에 따른 생육의 

차이는 존재하나 식물의 지상부 생육이 지하부 생육에 영향을 

준다(Park et al., 1997; Park et al., 2013). 이에 따라 앞서 측정

된 생육특성을 이용하여 지상부와 지하부 간의 상관관계를 확

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Fig. 2와 같다. 

각각의 회귀분석에서 R2값이 0.134 (Fig. 2-K)에서 0.002 (Fig. 

2-G)까지 확인되어 뚜렷한 유의적 상관관계의 계수는 확인되

지 않았으나 지상부 생육에 따라 지하부 생육이 증가하는 경향

을 확인하였다. 지상부의 생육특성 중 잎의 길이와 너비의 생육

특성이 지하부의 생중량에 대한 R2값이 각각 0.134 (Fig. 2-K)

와 0.1218 (Fig. 2-H)로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의 경향을 나타

냈다. Kim (2000)은 층층나무(Cornus controversa Hemsl. ex 

Prain)와 말채나무(C. walteri F. T. Wangerin)의 전반적인 생육

특성을, Jeon et al. (2015)은 삽주[Atractylodes ovata (Thunb.) 

DC.]의 지하부 생육특성을 지상부의 광합성을 통해 생성된 동

화산물의 생산량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 또한 회귀분석을 통

해 지상부의 생육에 따라 지하부의 생육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

인된 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지상부와 지하부의 상관관계

Table 2. Growth characteristics of L. chuanxing among four cultivation regions

BWz YYy PCx IJw

Plant height (㎝)  79.44 ± 6.81cv  64.64 ± 21.59d 126.97 ± 7.66a 88.70 ± 8.57b

Stem diameter (㎜)  9.45 ± 1.89b  7.69 ± 2.30c 11.62 ± 1.25a  9.76 ± 1.59b

Leaf length (㎝) 19.70 ± 2.83a 19.66 ± 4.53a 13.84 ± 2.53b 14.74 ± 2.89b

Leaf width (㎝) 22.92 ± 4.46a 18.50 ± 3.86b 11.27 ± 2.28c 13.33 ± 2.14c

Root length (㎝) 24.33 ± 3.22b 24.35 ± 3.30b 28.89 ± 3.94a 29.11 ± 3.37a

Fresh weight (g) 135.60 ± 61.64b 128.42 ± 69.66b 218.69 ± 69.12a  120.65 ± 55.93b

Dry weight (g)  45.46 ± 20.76b  42.44 ± 25.64b  99.00 ± 31.06a   57.19 ± 25.06b

zBonghwa-gun; yYeongyang-gun; xPyeongchang-gun; wInje-gun; vValue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etween substrates for that parameter using DMR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 ≥ 20,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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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광합성량에 따른 동화산물 생산량의 차이에 따라 도출된 결

과라 사료된다.

토양특성

토양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4지역의 실험포지에서 근권에 위

치한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토양특성 및 이화학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으로 점토의 비율이 높을수록 

양분의 보존능력이 크나 배수의 문제가 야기되고, 모래 비율이 

높을수록 투수성과 통기성에서 유리하나 건조와 양분보전의 어

려움이 있다(Nam et al., 1999). 또한 토천궁의 경우 토양수분

이 충분하면서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생육이 우수하다고 알

려져 있는데(Kim et al., 1997b) 지하부의 생육이 가장 우수한 

평창지역의 토성이 점토 5% 이하, 모래 85% 이상의 투수성과 통

기성이 뛰어난 사토(Sand)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봉화와 인제

지역이 점토 10% 이하, 모래 65 ~ 85%의 사양토(Sandy Loam), 

영양지역이 점토 15 ~ 25%, 모래 55 ~ 85%로 사질식양토(Sandy 

Fig. 2. Graph of regression analysis of among over and under ground part characteristics. A. Height and root length; B. Height and 

fresh weight; C. Height and dry weight; D. Stem diameter and root length; E. Stem diameter and fresh weight; F. Stem diameter and 

dry weight; G. Leaf length and root length; H. Leaf length and fresh weight; I. Leaf length and dry weight; J. Leaf width and root 

length; K. Leaf width and fresh weight; L. Leaf width and dry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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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y Loam)로 분석되었다.

작물의 생장에 있어 질소(N)와 인(P), 칼륨(K)은 식물의 세포 

형성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Jung, 2015), Ca, Mg, Na과 같은 

토양 내 미량원소는 식물체 내의 세포 팽압 유지 및 수분조절과 

이온흡수의 촉진 등에 영향을 미친다(Ouimet and Camiré, 

1995; Nadeau and Olivier, 2003). 이러한 토양 이화학성을 분

석한 결과 봉화지역에서 유기물(OM)과 질소전량(Total N), 유

효인산(Avai. P)이 각각 5.17%, 0.19%, 2187.76 ㎎/㎏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칼륨(K)은 봉화에서 1.53 

cmol+/㎏, Ca, Mg, Na는 인제에서 각각 12.63 cmol+/㎏, 3.70 

cmol+/㎏, 0.10 cmol+/㎏로 다른 재배지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기상환경

식물의 생육환경 중 토양특성과 더불어 대기 및 토양 온･습

도, 일사량 등과 같은 기상특성은 식물의 생장에 있어 생중량, 

발색(Color development)과 같은 외적 품질과 유효성분의 함량

과 같은 내적 품질에 영향을 주는 간섭인자로 작용한다(Lee et 

al., 2012; Park et al., 2015). 이러한 기상특성을 분석하기 위

해 각 실험포지에 미세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여 대기온도, 토

양 온·습도, 일사량을 기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 Fig. 

3과 같다. 기상특성 중 대기온도와 습도는 실험이 수행된 지역 

모두 평이한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봉화지역에서 수확기인 10

월의 대기온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냈는

데(Fig. 3-A) 이는 지리적으로 평창과 인제지역에 비해 낮은 위

도와 영양지역에 비해 약 100 m 정도의 낮은 해발고도에 위치하

고 있어(Table 1, Fig. 1) 위도와 해발고에 다른 지리적 온도특성

(Park et al., 2009)이라 사료된다. 이에 반해 토양온도는 일사

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제지역이 생장기인 

6월부터 8월까지 약 2.5℃ 정도의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Fig. 

3-B, C). 이는 토양습도가 높을수록 열의 발산율이 높아져 일몰 

후 토양온도의 급격한 하향곡선을 나타내는 현상으로(Kim et 

al., 2005) 인제지역의 높은 토양습도(Fig. 3-D)에 의한 영향으

로 판단된다.

생육특성과 환경과의 상관관계

토천궁 생육의 적정 대기온도는 25 ~ 30℃로 알려져 있으며

(Ohk et al., 1997), 토양의 습도는 토천궁의 지상부 생육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Kim et al., 1997a). 또한 Seo et 

al. (2018)은 일천궁(Cnidium officinale Makino)을 대상으로 

대기온도와 토양수분, 일사량과 같은 기상요인에 따라 잎의 증

발산량 변화를 측정하여 작물의 생육과 기상요인과의 상관관계

를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토천궁의 생육과 토양특성 및 

기상환경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측정된 수치를 

바탕으로 Spearman’s rank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Table 5, 

6). 조사된 토양특성 중 유기물과 질소전량, 유효인산, 칼륨는 

지상부의 전체높이와 줄기 직경을 비롯한 지하부의 생육특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근권의 토양시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것이라 실질적으로 토천궁의 생육에 필요한 성분인 유

Table 3. Edaphic characteristics of L. chuanxing among four cultivation regions

Edaphic characteristics BWz YYy PCx IJw

OM (%)    5.17 ± 0.39av  3.31 ± 0.26b 1.69 ± 1.00c 2.22 ± 0.14c

Total N (%)   0.19 ± 0.04a  0.16 ± 0.02a 0.09 ± 0.05b   0.15 ± 0.02ab

Avai. P (mg/kg) 2187.76 ± 206.89a 1258.18 ± 144.11b 897.72 ± 634.70b  776.98 ± 147.47b

K (cmol+/kg)   1.53 ± 0.05a   0.52 ± 0.03b 0.21 ± 0.19c  0.19 ± 0.02c

Ca (cmol+/kg)   5.72 ± 0.09b   4.19 ± 0.41b 3.40 ± 0.23b 12.63 ± 3.25a

Mg (cmol+/kg)   1.79 ± 0.09b   0.65 ± 0.06c 0.65 ± 0.06c  3.70 ± 0.30a

Na (cmol+/kg)   0.09 ± 0.01a    0.05 ± 0.00b 0.09 ± 0.02a  0.10 ± 0.02a

CEC 16.16 ± 0.89a  11.17 ± 0.83b 7.68 ± 2.33c 11.84 ± 1.02b

EC   0.23 ± 0.05a    0.11 ± 0.01b 0.10 ± 0.03b   0.20 ± 0.04a

pH [1:5, H2O]   6.51 ± 0.24a    5.97 ± 0.31a 6.29 ± 0.71a   6.59 ± 0.05a

Soil type Sandy Loam Sandy Clay Loam Sand Sandy Loam
zBonghwa-gun; yYeongyang-gun; xPyeongchang-gun; wInje-gun; vValue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etween areas for that parameter using DMR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3,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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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Weather characteristic of L. chuanxing among different cultivation

Data Cultivation ATz (℃) STy (℃) AHx (%) SHw (㎥/㎥) SRv (W/㎡)

2019.05

BWu 15.90 18.30 64.90 0.15 226.89 

YYt 16.50 20.22 56.40 0.18 234.11 

PCs 15.19 16.42 59.53 0.12 237.02 

IJr 16.99 17.43 57.83 0.29 268.96 

2019.06

BW 18.85 22.53 77.49 0.16 205.94 

YY 19.42 23.48 71.84 0.19 213.14 

PC 17.87 20.15 76.75 0.15 217.75 

IJ 19.41 20.18 75.21 0.31 226.94 

2019.07

BW 22.13 24.26 88.34 0.18 140.22 

YY 22.87 25.20 81.70 0.21 146.38 

PC 21.42 24.58 84.58 0.13 153.42 

IJ 22.86 22.70 83.08 0.32 163.95 

2019.08

BW 23.50 25.96 88.51 0.17 143.41 

YY 23.75 26.49 81.06 0.19 150.83 

PC 22.17 26.25 84.87 0.15 177.85 

IJ 23.89 23.99 83.26 0.34 195.39 

2019.09

BW 18.83 21.40 89.13 0.17 103.57 

YY 19.45 21.39 81.48 0.18 110.37 

PC 17.35 21.52 86.83 0.15 145.52 

IJ 18.30 19.64 85.71 0.34 139.52 

2019.10

BW 16.58 19.15 91.56 0.18 75.54 

YY 14.13 15.56 77.95 0.20 81.32 

PC 11.47 14.54 85.61 0.15 109.45 

IJ 12.68 14.92 83.36 0.34 118.97 
zAir temperature; ySoil temperature; xAir humidity; wSoil humidity; vSolar radiation; uBonghwa-gun; tYeongyang-gun; 
sPyeongchang-gun; rInje-gun.

Fig. 3. Graph of comparison of weather characteristic of L. chuanxing among different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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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과 질소전량, 유효인산, 칼륨이 토천궁에 의해 흡수되었다

고 판단된다. 토양의 성분 OM, N, P, K는 식물세포의 형성과 

발육에 관여하며(Jung, 2015) 부족하면 식물체 전체의 생장억

제 및 병해에 대한 저항성 감소 등을 초래한다(Kim et al., 

2014). 실험지역 중 토천궁의 생육이 가장 우수했던 평창지역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된 유기물(1.69%)과 질

소전량(0.09%), 유효인산(897.72 ㎎/㎏), 칼륨(0.21 cmol+/㎏)

의 수치가 본 실험에서 도출된 생육과 토양특성간 상관관계의 

결과를 지지한다.

기상환경 중 대기 및 토양온도는 지상부의 전체높이, 줄기직

경, 지하부의 생육특성과 P < 0.01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상

관관계, 잎의 길이 및 너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토양수분이 증가할수록 지하부 길이를 제외한 생육특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일사량이 높아질수록 잎의 크기를 제외한 생육특

성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 중 생육특성과 대기 및 토양

온도의 상관관계와 일사량의 상관관계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대기 및 토양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잎에

서 증발산율이 높아져 잎의 크기가 커진 것이며(Seo et al., 

2018) 잎의 크기에 따른 광합성량의 차이가 있어(Jeon et al., 

2015) 식물체의 생육에 필요한 광합성율에 따라 일사량이 높아

질수록 잎의 크기가 작아진 것이라 사료된다.

적  요

본 연구의 목적은 약재로 사용되는 토천궁(Ligusticum 

chuanxing Hort.)에 대한 지역별 생육환경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지상부 및 지하부 생장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토천궁

의 적정 재배지역 확인 및 안정적인 한약재 생산이 가능하게 하

기 위한 재배기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토천궁

이 주로 재배되고 있는 봉화군, 영양군, 평창군과 더불어 기후

변화에 의한 재배지 이동을 고려하여 고위도 지역인 인제군을 

포함한 4지역의 재배지를 선정하였으며, 생육특성을 비롯한 기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growth characteristics and soil environment of L. chuanxing

PHz SDy LLx LWw RLv FWu DWt

OM  -0.549**s -0.317** 0.560** 0.764** -0.493** -0.262* -0.458**

Total N -0.651** -0.417** 0.429** 0.558** -0.403** -0.400** -0.526**

Avai. P -0.375** -0.178 0.491** 0.713** -0.458** -0.146 -0.320**

K -0.380** -0.175 0.489** 0.742** -0.440** -0.165 -0.350**

Ca -0.126 0.002 -0.198 -0.149 0.247* -0.276 -0.142

Mg -0.125 0.012 -0.162 -0.069 0.230* -0.301** -0.181

Na 0.511** 0.453** -0.360** -0.266* 0.400** 0.141 0.303**

CEC -0.553** -0.272* 0.440** 0.674** -0.370** -0.346** -0.475

EC -0.280* -0.052 0.226* 0.450** -0.072 -0.289** -0.314**

pH 0.141 0.22 -0.235 -0.015 0.174 -0.039 0.023
zPlant height; yStem diameter; xLeaf length; wLeaf width; vRoot length; uFresh weight; tDry weight; s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P < 0.05 and **P < 0.01).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growth characteristics and weather environment of L. chuanxing

PHz SDy LLx LWw RLv FWu DWt

ATs -0.855**o -0.548** 0.508** 0.619** -0.389** -0.510** -0.666**

STr -0.514** -0.381** 0.592** 0.668** -0.548** -0.109 -0.357**

SHq -0.251* -0.128 -0.164 -0.182 0.224* -0.344** -0.224*

SRp 0.455** 0.310** -0.581** -0.715** 0.539** 0.093 0.338**

zPlant height; yStem diameter; xLeaf length; wLeaf width; vRoot length; uFresh weight; tDry weight; sAir temperature; rSoil 

temperature; qSoil humidity; pSolar radiation; o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P < 

0.05 and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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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및 토양환경을 측정하여 토천궁의 생육특성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4지역의 재배지 중 전체적인 생육은 평창지역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그리고 토양특성과의 상관관계

에서 OM과 N, P, K는 지상부의 전체높이와 줄기 직경을 비롯한 

지하부의 생육특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근권의 토양시

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것이라 실질적으로 토천궁의 생육에 필

요한 성분인 유기물과 질소전량, 유효인산, 칼륨이 토천궁에 의

해 흡수되었다고 판단되며 생육이 가장 우수했던 평창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된 유기물(1.69%)과 질

소전량(0.09%), 유효인산(897.72 ㎎/㎏), 칼륨(0.21 cmol+/㎏)

의 수치가 본 실험에서 도출된 생육과 토양특성간 상관관계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기상환경과의 상관관계에서 대기 및 토

양온도가 지상부의 전체높이, 줄기직경을 비롯하여 지하부의 

생육특성과 P < 0.01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 지상부 

잎의 길이 및 너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일사량이 

높아질수록 잎의 길이 및 너비를 제외한 생육특성이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대기 및 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잎의 증

발산율 상승과 일사량에 따른 잎의 광합성량의 차이에 의한 결

과라 사료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토천궁의 재배지 선정 및 

재배기술 정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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