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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versification to develop oak pruned neck utilization technology reduction of operation cost of cheon-
ma(Gastrodia elata) farmers i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but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are as follows. The soil chemistry
of the plantation was very weak in 2015 when the pH was 5.7, weakly acidic and EC was 0.41 (ds/m), but the faux spring
area was very sunny, but at the end of May, early June, late July And so on were at a maximum temperature of 25oC or more,
and underground temperature fell below freezing in late January 2016. In the content of the survey of the harvested volume,
treatment with a diameter of 6 to 10 cm appeared in 1,366 g total weight and in treated plots with a diameter of 20 cm or
more, appeared in 1,542 g, confirming that the number and weight of the interspaces from the small neck is higher than the
practice.

KEYWORDS: Gastrodia elata, Oak, Smallwood

서 론

천마(Gastrodia elata)는 우리나라 참나무류가 자라는

지역의 산에서 자생하는 약용 식물로 주로 뿌리의 구근을

이용한다. 간질병, 중풍, 경기, 두통, 강장 및 신경질환 치

료의 특효약으로 이용되고 있다. 천마는 난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엽록소가 없으며 탄소동화작용을 할 수 없

는 퇴화된 식물이라 뽕나무버섯류와 반드시 공생을 하여

야 살아 갈 수 있다. 뽕나무버섯류 중에서 천마와 공생하

는 버섯을 천마버섯이라 명명하였다(Sung et al., 1994).

성 등(1997)은 1985년부터 1993년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야생균주를 채집하여 20균주를 확보하였다. 자실체는 주

로 6~10월까지 발생하였고 이들 균주의 DNA다형성 분

석 결과 5종으로 구분하였는데 A. mellea, A. ostoyae, A.

tabescens, A. gallica,다른 한 종은 미기록 종이라고 하였

다. Armillaria 속에서 A. mellea종은 자실체가 원목에서

형성되나(Kim et al., 1992), 천마버섯종(A. gallica)은 자

실체가 원목에서는 형성이 거의 되지 않고 토양에서 발생

되기 때문에 버섯 인공재배가 어렵다(Sung et al., 1995;

Yoo et al., 2013). 오 등(2012)은 rDNA 분석으로 천마균

1호가 A. gallica종으로 확인하였다. 천마의 수량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비가림 시설재배와 노지재배, 비가림시설

내 여러 피복재료를 활용하여 천마의 수량 및 품질에 미

치는 영향을 비교분석 하였다. 천마의 수량은 비가림 시

설이 노지재배에 비해 49% 증수되었다. 또한, 비가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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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내에서 피복재료 처리에 따른 천마의 수량성은 무피

복에 비해 볏짚피복 44%, 낙엽피복 26%, 차광망 피복에

서 각각 22% 증수되었다. 천마의 증숙 전·후 색도는 비가

림시설재배가 노지재배에 비해 색도 변화가 적었다. 또한,

천마의 경도는 비가림시설재배가 노지재배보다 더 높았고,

비가림시설재배의 증숙 후는 증숙 이전에 비해 17.1%, 노

지재배는 29.2% 각각 감소하였다. 증숙 후 무게 감소율의

경우 비가림시설재배는 10.3%, 노지재배는 9.1% 감소하

였다. 가스트로딘, 바닐린 알콜은 노지재배보다 비가림시

설재배에서 함량이 증가하였고, 에르고티오닌은 재배시설

에 따른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

이 가능한 비가림시설재배가 노지재배에 비해 천마의 수

량과 품질이 좋았으며, 피복재료에 따른 품질은 토양수분

함량이 낮을수록 표면이 단단해져 경도가 높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Kim et al., 2017).

천마재배는 1995년 농촌진흥청에서 천마재배용 뽕나무

버섯균인 천마 1호(A. gallica)가 보급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되었다. 계속된 무성번식에 의한 천마 생산으로

천마퇴화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흰애주름버섯균(Mycena

osmundicola)를 이용한 천마 종자의 발아가 성공하였으며

(Hong et al., 2004), 유성번식을 통한 무병 천마의 기내생

산 방법이 연구되었다(산림과학원, 2010). 천마는 공생균

인 뽕나무버섯균이 원목(참나무)의 영양분을 천마에 공급

하며, 천마재배시 1ha당 약 300M/T의 참나무 원목이 소

요되며, 이는 약 5ha의 산림을 훼손하므로 원목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참나무 전정목

이용 기술개발로 재배기질의 다양화를 이루어 천마농가의

경영비 절감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의 재배유형은 예천지역의 천마 노지재배농가,

기본원목 참나무 지름 20 cm x 길이 30 cm를 참나무전정

가지 지름 6~10 cm x 길이 30 cm를 처리하여 효과를 조

사하였으며, 조사항목은 균사활착도, 자마생육, 수량, 토

양화학성을 조사하였다. 2015년 3월에 참나무를 준비하였

으며, 2015년 4월 15일에 천마 1호 종균접종 및 자마 이

식작업을 실시하였다. 토양내 온도측정기를 설치하여 토

양내 온도변화를 관찰하였다. 재배지토양의 토양화학성을

조사하였다. 시료별 통계분석은 통계분석용 프로그램인 R

project (Version 3.1.1, 2014 The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를 이용하여 ANOVA분석을 시행하

였으며, 신뢰수준 p<0.05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천마는 한번 심으면 2~3년 동안 한곳에서 재배하여야하

며, 중간에 장소를 옮기기도 곤란하다. 그러므로 재배장소

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천마는 난과에 속하므

로 과습이나 건조피해를 많이 받으며 땅속에서 뽕나무버

섯균(Armillaria gallica)와 공생하므로 토양의 물리화학

성이 매우 중요하다. 재배지의 토양화학성 확인에서 pH는

5.7로 약산성이었으며, EC는 0.41(ds/m)로 나타났다

(Table 1).

노재배시 지중온도 변화는 2015년의 경우 예천지역은

매우 가물었다(Fig. 1). 5월말, 6월초, 7월 하순 등이 최고

온도 25
o

C 이상이었으며, 2016년 1월 중하순에 지중온도

가 영하로 떨어졌다.

참나무의 벌채시기는 휴면기인 초겨울부터 이듬해 2월

까지가 가장 적합하다(Fig. 2). 이 시기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각종 병원균의 포자활동이 적다. 농촌진흥청에서

Table 1. Comparison of soil chemical properties by
cultivation

Division pH
(1:5)

EC
(ds/m)

OM
(g/kg)

P2O5

(mg/kg)

Exchangeable base
(cmolc/kg)

K Ca Mg
Outdoor 
culture 5.70 0.41 40.72 125.0 0.34 6.16 1.02

Fig. 1. Changes in earth temperature of outdoor culture by Yecheon-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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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된 천마균 1호를 종균접착법으로 실시하였다. 종균

접종방법으로는 구멍접종법, 골목접종법, 종균접착법, 구

멍 및 종균접착법이 있다. 천마는 봄과 가을에 각각 수확

할 수 있다. 한번 심은 자마는 어느 일정기간에 균사속과

연결되지 않아도 자체 영양만으로 생명이 유지되며, 뽕나

무버섯 균사속과 연결되면 급히 활력을 찾아 성장하기 시

작한다. 천마는 중온성 식물이기 때문에 최적온도는

20~25
o

C이다. 천마 재배지의 수분관리는 천마는 어느 정

도의 수분을 요구하는 중습성으로 토양의 수분이 너무 많

거나 적으면 생육이 정지하거나 지연된다.

보통 봄철의 천마수확 시기는 꽃대가 나타났을 때를 최

대 성장기로 보아 수확적기로 보면되나, 천마는 다년생

식물로 덩이줄기 번식을 하기 때문에 수확을 서두를 필요

없이 2~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최

근에는 자마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꽃대가 올라올 때 그 자체는 사멸하고 그 장소에서 여러

개의 자마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듬해 이곳을 수확하여 많

은 양의 자마를 얻도록 한다.

가을에 수확하는 천마의 건조수율은 20% 이상으로 높

으나, 봄에 수확하면 건조수율이 10~15%로 낮고 상품성

도 낮다.

2015년 10월말에 1년차 천마 생육상황을 조사하였다

(Table 2). 종균활착율은 두처리 모두 100%로 나타났고,

수량은 지름 6~10 cm 처리가 원목 1본당 52 g, 지름

20 cm 이상, 처리구에서는 46.6 g으로 나타났다. 2016년

6월 2일에 2년차 천마 생육사항을 조사하였다(Table 3).

지름 6~10 cm 처리가 원목 1본당 87.9 g, 지름 20 cm 이

상, 처리구에서는 132.6 g으로 나타났다.

천마의 2년간 시험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확량을 조사

하였다(Fig. 3., Table 4). 지름 6~10 cm 처리구의 전체무

게는 1,366 g이고, 지름 20 cm 이상 처리구는 1,542 g으

로 나타났다. 자마의 숫자가 관행보다 소경목에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참나무원목 75%, 과수전정

가지 25% 조합 시 관행(참나무 원목 100%) 대비 수량

이 복숭아나무 24% 증수하였고, 배나무는 동등하게 나

타났다는 내용과 유사하였다(Kim et al., 2015).

Fig. 2. Experimental work procedure. Preparation of smallwood of oak (2015. 3.) (A). fungus-inoculation (2015. 4.) (B). fungus-
inoculation (6~10cm) (C). fungus-inoculation (30cm) (D). peduncle scape of cheon-ma (2015. 5.) (E). Mycelial formation (F).
Investigation of cheon-ma formation (G). harvest cheon-ma (2016. 10.) (H).

Table 2. State of growth of first year by treatment.

Processing
(diameter of oak/cm) (%) Quantity

(g / timber)
6~10cm 100 52.3
>20cm 100 46.6

Table 3. State of growth of second year by treatment. (2016.
6. 2)

Processing
(diameter of oak/cm) (%) Quantity

(g / timber)
6~10cm 100 87.9
>20cm 100 132.6

Fig. 3. Quantity characteristic of second year. Diameter of
oak (6~10 cm) (A). (>20 c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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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

참나무 전정목이용 기술개발로 재배기질의 다양화를 통

한 천마농가의 경영비 절감이 연구의 목표로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천마는 한번 심으면 2~3년동안 한곳에서 재배하여

야하며, 중간에 장소를 옮기기도 곤란하다. 그러므로 재

배장소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천마는 난과에

속하므로 과습이나 건조피해를 많이 받는 등 천마는 땅속

에서 뽕나무버섯균(Armillaria gallica) 와 공생하므로 토

양의 물리화학성이 매우 중요하다. 재배지의 토양화학성

은 pH는 5.7로 약산성이었으며, EC는 0.41(ds/m) 로 나

타났다.

나. 2015년의 경우 재배시험장소인 예천지역은 매우 가

물었는데, 5월말, 6월초, 7월하순 등이 최고온도 25
o

C 이

상이었으며, 2016년 1월 중하순에 지중온도가 영하로 떨

어져다.

다. 1년차 생육상황의 경우 종균활착율은 두처리 모두

100%로 나타났고, 수량은 지름 6~10 cm 처리가 원목 1본

당 52 g, 지름 20 cm 이상 처리구에서는 46.6 g으로 나타

났다. 2년차 생육상태는 2016년 6월 2일에 조사하였으며

지름 6~10 cm 처리가 원목 1본당 87.9g, 지름 20 cm 이

상 처리구에서는 132.6 g으로 나타났다. 

라. 수확량을 조사한 내용으로 지름 6~10cm 처리가 전

체무게 1,366g, 지름 20 cm 이상 처리구에서는 1,542 g으

로 나타났고, 소경 목에서 자마의 숫자와 무게가 관행보

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참나무원목 75%,

과수전정가지 25% 조합 시 관행(참나무 원목 100%) 대

비 수량이 복숭아나무 24% 증수하였고, 배나무는 동등하

게 나타났다는 내용과 유사하였다. 한국에서 천마는 경상

북도 상주에서 1984년 은척면 봉중리 박종구농가가 천공

접종법으로 처음 재배하였으며 이후 강원도, 경북, 전북

등지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고소득 작목인 천마는 종

자를 이용한 유성번식 등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

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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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Quantity characteristic of second year. (2016. 10.)

Processing
(diameter of 

oak/cm)

Quantity (g / unsawn timber)
Mature G. elata Mature G. elata Immature G. elata Immature G. elata

Total No.
Weight (g) Ratio (%) No. Ratio (%) Weight (g) Ratio (%) No. Ratio (%)

6~10 cm 303 22 8±3.00b 4 1063 78 220±10.00a 96 1366 228
>20 cm 804 52 15±2.65a 11.5 738 48 116±22.65b 88.5 1542 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