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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귀의 광합성 특성과 수경재배 방식에 따른 생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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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ich hydroponic system is the optimum for growth and photosynthetic 
characteristics of Angelica gigas during experiment. Angelica gigas ‘Manchu’ were sowed and managed under a growth 
room chamber.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temperature 22℃/18℃ (day/night), relative humidity 50-70%, 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 (PPFD) 120±6 μmol m-2 s-1) were maintained for 3 weeks. Forty eight seedlings with 4-5 leaves were 
transplanted in deep flow technique (DFT), substrate, and spray culture systems [culture bed: 800 (L) x 800 (W) x 400 
mm(H)] under 150±5 μmol m-2 s-1 PPFD provided with fluorescence lamps and cultivated for 11 weeks. At the end 
of the experiment, fresh and dry weights, leaf lenghth and width, SPAD, root fresh, and dry weights, and root volume 
of Anglica gigas were measured. Photosynthetic rate of Anglica gigas were measured with portable photosynthesis systems 
to investigate optimum PPFD, CO2 concentration, and air temperature conditions. Fresh and dry weights of Anglica gigas
grown in substrate were significantly greater than DFT-treated, but there were not significant with spray treatment. Leaf 
photosynthesis of Anglica gigas showed the tendency to sharply increase as PPFD was increased from 50 to 200 μmol 
m-2 s-1. Though CO2 saturation point was around 1000-1200 μmol mol-1, increase in air temperature from 16 to 26℃
did not quite affect photosynthesis of Anglica gigas. In conclusion, Anglica gigas may be optimally cultivated with a 
spray culture system as air temperature, PPFD, and CO2 concentration for environment are controlled at 20±3℃, 150 
μmol m-2 s-1, and around 1000 μmol mol-1 for mass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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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당귀(Angelica gigntis radix)는 우리나라,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자라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참당

귀(Gngelica gigas Nakai)를 기원식물로 1-2 m 곧게 자란

다(Pang 과 Lee, 1995). 참당귀의 약효 연구로 Tanaka 등

(1971)은 decusin, decursinol에 대한 mice의 수면효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약리작용으로 진통작용(Tanaka et al., 

1971), 혈압강하작용, 해열작용(Ahn et al., 2011), 수면연

장작용, 혈소판 응집 억제작용(Shimizu et al., 1991; 

Toriizuka et al., 1986) 등이 보고되었다.

당귀는 재배과정에서 고온기에는 조기에 꽃대가 올라와 

추대되면 뿌리가 목질화되어 품질과 약효성분이 떨어져 약

용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Yu et al., 2003). 당귀의 생

리·생태적 특성 때문에 한국에서는 강원도 고랭지 지역이

나 경북의 산간지대에서 노지재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재

배는 근권부를 약재에 이용하는 조건으로 재배하는 것이지

만, 최근 당귀는 칼슘과 인의 함량이 상추에 비해 각각 2.8

배 및 4.5배 높고 비타민 C도 8배 정도 높아서 영양가 측면

에서는 기능성 채소라 할 수 있다(Moon et al., 2003). 최

근에는 국민 소득 증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채소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당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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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린잎 채소와, 쌈채소로 유통 및 이용되고 있다(Park 

and Ryu, 2000).

평창지역에서 재배하는 참당귀는 2년 주기로 생산하며, 

첫해는 육묘밭에서 묘를 길러 다음해 봄에 본밭에 옮겨 심

고 그 해 가을에 수확하기 때문에 생산 기간이 오래걸린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은 서늘한 

기후와 해발 400 m 이상, 준 고랭지의 지리적 요건으로 

당귀 생육에 필요한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생

산가능한 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당귀를 주년 생

산하고, 지리적, 기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경재배

를 통한 식물 공장형 생산시스템을 활용한 당귀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식물 공장형 생산시스템은 통제된 일정한 시설내에 광, 

온도, 습도, 양액조성, 이산화탄소 농도 및 배양액 등의 재

배환경조건을 인공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작물이 

최적의 광합성을 할 수 있다(Choi et al., 2013). 그리고 

수경재배는 박막재배, 담액재배, 분무경재배, 배지재배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각 재배 유형별 작물의 생육에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재배 방법이 있지만 현

재 식물 공장에서의 약용작물 생산에 관한 일련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귀의 잎기반 광합성 특

성과 수경재배 방식에 따른 생장을 분석하고자 수행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식물재료 및 측정항목

강원도 평창에서 2013년도에 채종된 참당귀(Angelica 

gigas ‘Manchu’) 300립을 흐르는 수돗물에 3일간 침종처

리 하였다. 이후 6시간 상온에서 반건조 시킨 후, 128공 

플러그 트레이에 원예용 상토(바이오베스트상토, ㈜동부

팜 한농)를 충진한 후, 완전히 포수시키고 1칸에 2립씩 파

종하였다. PE필름으로 배지를 덮어 포습상태를 유지한 후 

22℃ 암상태의 생장상에 정치시켜 발아시켰다. 7일 후 필

름을 걷어내고 발아된 묘는 19-23℃ 온도와 50-70% 상대

습도 조건에서 생육 되었으며, 3일에 한번식 저면관수 하였

고, 형광등(JU11062-6004B 14W 6400K, 이글라이트)을 

이용하여 광합성유효광량자속(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 PPFD) 120±6 µmol m
-2
 s

-1 
조건으로 3주간 

육묘하였다. 본엽 4매가 출현하는 시기에 담액경, 배지경, 

분무경의 3개의 처리구에 각각 16주씩 이식하여 11주간 재

배하였다. 11주째 당귀의 생육 분석을 위하여 생체중, 건물

중, 엽장, 엽폭, 엽수, SPAD, 근생체중, 최대근장, 근부피, 

근건물중을 측정하였다. 근생체중은 재배상에서 분리시킨 

후 Kimwipes를 이용하여 3회 수분을 제거한 후 측정하였

으며, 건물중은 건조기(HB-501M, 한백과학)를 이용하여 

70℃에서 7일간 건조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엽장과 

엽폭은 가장 큰 엽의 길이를 측정하였으며, SPAD 값은 휴

대용 엽록소 측정기(SPAD-502, Minolta)를 이용하여 같

은 위치의 3개 엽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2. 재배 시스템

당귀 유묘는 800(length) x 800(width) x 500(height) 

mm  크기의 아크릴 소재의 재배상을 이용하여 분무경, 배

지경, 담액경 재배장치에 이식하였다. 분무경에 노즐 12개

를 균등 설치하여 균일한 분무 조건을 만들었으며 배지경

은 원예용 상토를 높이 400 mm로 채운 후 점적관수를 이용

하여 재배하였다. 담액경은 양액높이 300 mm를 설정하고 

그 이상되는 양액은 오버 플로우 관을 설치하여 자연 배수 

되도록 하였으며 수족관용 산소발생기 (DK-200, ㈜대광)

를 설치하여 양액내에 산소를 공급하였다. 모든 처리에서 

당귀는 200 mm 간격으로 16주를 정식하였다. 양액은 호글

랜드 배양액을 이용하여 2주간 순환 후, 교체하였다. 배지

경의 점적관수 급액은 주당 1일 2회씩 총 250 mL를 공급하

였다. 분무경은 3분 간격으로 30초씩 분부하여 지하부가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광원은 형

광등(JU11062-6004B 14W 6400K, 이글라이트) 10개를 1

세트로 ON/OFF 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2세트를 1개의 

재배 장치에 설치하였다. 광주기는 16:8(주:야)로 설정하

였으며, 실험기간 중 PPFD는 광원으로부터 200 mm 아래

에서(초기 군락상태) 150±5 µmol m
-2
 s

-1
 였으며, 재배실

의 온도는 22/19℃(주/야간) 값으로 히트펌프(AF30FSAM1EE, 

삼성전자)를 이용하여 설정하였으나 실제는 23/20±1℃ 정
도로 유지되었다(Fig. 1). 습도는 산업용 초음파가습기

(HU-4200C, 엠텍)를 이용하여 주간 50-60% 야간 60-70% 

조건으로 제어되었다(Fig. 1). CO2 가스는 인위적으로 공

급하지 않았으며 기류는 재배 트레이 뒤쪽에 직경 120 mm 

DC 냉각팬으로 공기를 재배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강제 

순환 시켰으며 24시간 팬을 가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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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erial growth and root zone growth indicators of Angelica gigas grown under three different culture systems with fluorescent 
lamps for 11 weeks.

Aerial parts Root zone parts

Culture
method

Fresh weight
(g)

Dry weight
(g)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SPAD
Fresh weight 

(g)

Dry weight
(g)

Longest root length
(cm)

Root volume
(mL)

DFT 45.85 b 5.75 b 17.87 a 15.60 a 36.05 a 19.97 a 2.37 a 21.55 ab 22.25 a

Spray 48.76 ab 5.94 ab 19.44 a 17.28 a 42.50 a 20.32 a 2.34 a 23.54 a 21.46 a

Media 56.54 a 7.24 a 23.82 a 21.66 a 41.06 a 22.28 a 2.64 a 19.32 b 23.26 a

DFT: deep flow technique
Data point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DMR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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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imes course of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 
the culture room of Angelica gigas for 5 days.

3. 광합성 측정

당귀의 광합성은 원예용 상토로 채워진 포트에 본엽 4매

가 전개된 당귀를 정식하여, PPFD 150±5 µmol m
-2
 s

-1
 

조건과 상기 온습도 조건에서 8주간 재배한 당귀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광합성 측정은 광합성 휴대용 측정기를

(Li-cor 6400, USA) 이용하였으며, 광조사 후 4~6시간 

사이에 측정하였다. 휴대용 광합성 측정기를 이용한 챔버

내의 환경조건 설정은 약용작물인 후추등의 경우 온도 2

5℃, CO2 농도 400 µmol mol
-1
, 광강도는 40-300 µmol 

m
-2
 s

-1
 으로 설정하였으며(Bang and Ju, 2003), 섬기린

초의 경우 온도 25℃, CO2 농도 400 µmol mol
-1
, 광강도는 

0-1800 µmol m
-2
 s

-1
 범위에서 200 µmol m

-2
 s

-1
 간격으

로 측정하여 광포화점이 600 µmol m
-2
 s

-1
 이상에서 존재

한다고 보고 하였다(Lee and Kang, 2013). 이에, 당귀는 

고냉지에서 생산되는 특성에 따라 온도 20℃, CO2 농도 

400 µmol mol
-1
, 광도는 400 µmol m

-2
 s

-1
으로 설정하였

다. 광강도 조건은 50, 100, 200, 400, 800, 1600 µmol m
-2
 

s
-1
, CO2 농도 조건은 400-1400 µmol mol

-1 
사이에서 200 

µmol mol
-1 

간격, 온도 조건은 16-26℃ 사이에서 2℃ 간격

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은 가장 큰 엽을 선택하여 측정

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 통계분석 프로그램(ver. 9.2)을 

이용하였으며, 평균간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던컨의 다중 

분산분석(Dunkan’s multiple rate test;DMRT)를 P＜0.05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실험은 2회 반복 처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재배 시스템에 따른 당귀 생육

재배 시스템에 따른 당귀의 생육은 생체중과 건물중을 

기준으로 배지경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담액경

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생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 분부경과 비교 시 유의적 차이는 발생되지 않았다

(Table 1). 재배 방식과 상관없이 엽장, 엽폭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평균값에서는 배지경에서 가장 

높았고, 담액경에서 가장 작았다(Table 1). Kim(1992)은 

여름철 토마토의 수경재배 방식으로 담액경이 배지경 보다 

전체적인 생산량과 품질에서 좋다고 하였으며, Lee 등

(2011)은 돌나물의 경우 혼합토(강모래, 밭흙, 원예용 상

토; 1:1:1)와 수경재배 실험결과 생체중과 건물중은 수경재

배 방식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돌나물의 줄기 경

도는 유의적으로 작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온

도가 조절되는 식물공장과 같은 환경에서는 배지경의 지하

부가 고온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양호한 생육을 나타낸 것

으로 판단된다. 과채류의 수경재배에서도 딸기의 경우 식

물체당 수량은 토경재배에서 높지만, 단위면적당 수량과 

생산량은 밀식한 수경재배에서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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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synthesis of Angelica gigas as affected by photo-
synthetic photon flux densities (PPFDs) with temperature (20℃) 
and CO2 concentration (400 μmol mol-1).

(Paraskevopoulou-Paroussi and Paroussis, 1995). 본 

당귀 실험은 재식밀도가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배지경에서 

높은 생육을 나타낸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재배 방식별 

생육의 차이와는 다르게 엽록소 함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SPAD값은 3개의 처리구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다(Table 1). Shin 등(2014)는 LED 광조사에 따른 상추

의 SPAD값이 유의적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본 실험의 결과

와 유사하였다. 당귀의 지하부 최대근장이 분무경 재배에

서 배지경재배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큰값을 나타내었으

며, 담액경과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또

한, 근부피 값은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배지경에

서 가장 큰 평균값을 보였다. 이에 배지경에서 자란 당귀의 

최대근장은 작았지만, 전체적인 뿌리의 부피가 큰 것은 뿌

리가 깊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뿌리 생체중과 건물중에서는 3처리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Table 1).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당귀의 적정 수경재배 시스템으로

는 배지경이 나머지 분무경 또는 담액경 보다는 더욱 적합

하다고 판단된다. Kim(1992)은 고온기에서는 지하부의 고

온 스트레스에 의한 생육저하를 논하면서, 담액경을 좋은 

재배방식으로 선정하였지만, Chung과 Lee(1997)은 식물

공장과 같은 환경조절이 가능한 재배공간에서는 분무경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공광을 이용한 대량생산 시

스템에서 배지경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하부의 

완충능력이 향상되고 매우 안정된 재배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식물공장에서 담액경이나 분무경이 가지는 장점이 

있지만, 지하부의 완충능력을 고려하여 배지경을 이용하여 

당귀를 재배하는 것이 상품화율을 증가시키고, 안정된 재

배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2. 광합성 특성

당귀는 고산지대의 반음지에서 자생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생육 특성을 고려하여 재배환경의 주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광도, 온도, CO2 농도 변화에 따른 당귀의 엽단

위의 광합성을 측정결과 광도가 50-200 µmol m
-2
 s

-1
 로 

증가하는 조건에서 광합성 곡선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며, 특히 100-200 µmol m
-2
 s

-1
 로 증가하는 구간

에서 최대의 기울기 값을 보인다(Fig. 2). Lee 등(2006)은 

음나무 유묘의 광포화 곡선에서 초기 75-300 µmol m
-2
 

s
-1
 구간에서 매우 급격히 광합성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PPFD 400 µmol m
-2
 s

-1
 이상의 조건

에서는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800-1600 µmol m
-2
 

s
-1
 조건에서 광포함점이 존재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

라서 식물공장에서 당귀재배의 적정 광도는 100-200 

µmol m
-2
 s

-1
 사이에 존재할 것으로 추측되었다. Um 등

(2010)은 식물공장에서 정식 2주 후 145 µmol m
-2
 s

-1
 의 

광도 수준에서 상추의 지상부 생체중과 엽면적이 양호하다

고 보고하였으며, Cha 등(2012)은 식물공장의 적축면 재배

시 120 µmol m
-2
 s

-1
 광도 수준의 경우 적색 발현이 되지 

않았으나 150 µmol m
-2
 s

-1
 광도 수준에서 적색 발현이 잘

되어 광도에 대한 최소조건으로 150 µmol m
-2
 s

-1
 을 제시

하였다. 이에 일반적인 엽채류 조건인 150 µmol m
-2
 s

-1
 

이상에서 최적의 광도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CO2 농도 조건이 400-1200 µmol mol
-1
 증가하는 조건에

서 광합성 또한 비례하는 기울기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Fig. 3). CO2 농도 1200 µmol mol
-1
 이상에서 포화

점이 관찰되고 있으나(Fig. 3), Cha 등(2012) 및 Park과 

Lee(1996)는 식물공장의 엽채류 생산시 CO2 농도를 1000 

µmol mol
-1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온도가 16-26℃로 

상승하는 조건에서 당귀의 광합성 속도는 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거의 변화하지 않는 특징을 나타내었다(Fig. 

4). 이러한 광합성에 대한 온도반응 특성은 특히 인공광원

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생산시스템에서는 적정 온도범위가 

넓어 여름철 설정치 보다 높은 온도 조건에서도, 겨울철의 

낮은 온도조건에서도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하므로 추후 계절변화에 대한 온습도 제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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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otosynthesis of Angelica gigas as affected by different 
CO2 concentrations with temperature (20℃) and 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 (400 μmol m-2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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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otosynthesis of Angelica gigas as affected by 
temperatures with CO2 concentration (400 μmol mol-1) and 
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 (400 μmol m-2 s-1).

을 세우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각각의 환경조건에 대한 광합성 특성을 종합하

면, 광도는 약 150 µmol m
-2
 s

-1
, 온도 20±3℃, CO2 농도는 

약 1000 µmol mol
-1
 조건으로 환경제어를 하면 당귀 대량생

산 시스템의 최적 조건을 구현하여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V. 요 약

본 연구는 당귀의 대량생산 시스템에 적합한 재배 방식

을 선정하기 위하여 담액경, 배지경, 분무경 재배 시스템에 

대한 비교 평가와 당귀의 엽단위 광합성 특성을 분석하여 

대량생산 시스템에서의 최적환경 조건 구명을 위하여 수행

되었다. 참당귀 ‘만추’를 파종하여 암상태에서 발아 시킨 

후에 기온 18-22℃, 상대습도 50-70%, PPFD 120±6 

µmol m
-2
 s

-1 
조건으로 3주간 육묘하였다. 본엽 4매가 출현

하는 시기에 담액경, 배지경, 분무경의 3개의 처리구에 각

각 16주씩(총 48주) 이식하였으며 PPFD는 광원 20 cm 아

래에서 150±6 µmol m
-2
 s

-1
, 온도 20/23±1℃, 상대습도 

50-70% 조건으로 11주간 재배하였다. 11주째에 생육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당귀의 환경조건에 대한 광합성 특성을 

살펴보고자, CO2농도, 온도, PPFD 값에 따른 광합성특성

을 휴대용 광합성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배지경 

재배에서 당귀의 생체중과 건물중이 담액경 재배와 비교하

여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분무경 재배와는 유의

적 차이가 발생되지 않았다. 광합성 특성으로 PPFD 값이 

50-200 µmol m
-2
 s

-1
 증가할 때 광합성 값이 급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면서 800-1600 µmol m
-2
 s

-1
 사이에서 광포

화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CO2 포화점은 1000-1200 

µmol mol
-1
에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온도가 

16-26℃로 증가할 때, 실제 광합성 값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당귀를 수경재배 기술을 이용한 대량

생산 시스템에 도입할 경우 분무경 재배 시스템에 PPFD는 

150 µmol m
-2
 s

-1
, CO2 농도는 약 1000 µmol mol

-1
 이하에

서, 온도는 20±3℃ 조건에서 광합성 환경을 조성해 주거나 

환경제어를 유지하면 당귀 대량생산 시스템의 최적 조건을 

구현하여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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