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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Objectives)

천궁 재배시 하절기에 잎이 마르고 포기전체가 말라죽는 고사증상은 생육 및 수량감

소에 큰 영향을 주며, 이러한 고사증상은 재배지 토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천궁 재배시 토성에 따른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적정 토성을 구명하

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에 설치된 무저 라이시메타에서 토성별 시험을 수행하였다. 라이

시메타는 1구의 크기가 가로 1.2m, 세로 1.2 m, 깊이 1m의 정사각형 콘크리트로 제작되

었다. 라이시메타내 충진된 토양의 토성은 양질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미사질식토로

서 Ap층과 Bt 층의 구분이 없이 1m 깊이로 충진하였으며, 용적밀도의 조절없이 자연강

우 조건하에 토양의 다짐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에서 재배시험을 수행하였다.

일천궁은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에서 생산된 종근중에서 외형이 균일한 종근을 골라서

정식을 하였으며 흑색비닐로 피복하고 재식거리 30×10cm로 정식을 하였다. 시비량은 기

비로 퇴비가 2톤, 질소-인산-칼리의 양이 10-18-24 kg/10a가 되게 시용하였고, 질소는

70:30의 비율로 분시를 하였고 인산과 칼리는 전량기비로 시용하였다. 천궁의 수확은 경

엽이 누렇게 변한 후 약 10월 25일 경에 실시하였으며 농촌진흥청 조사기준요령에 따라

생육, 수량을 조사하였다.

실험결과 (Results)

천궁의 출현율은 양토에서 100%를 나타낸 반면, 양질사토 89%, 사양토, 식양토 및 미

사질식토에서 94%였으며 엽장은 양토가 10.5cm로 다른 처리에 비해 길었으며, 경수도

23.1개로 가장 많았다. 근직경은 양토에서 4.3cm로 양질사토 3.7cm, 사양토 4.1cm, 식양토

4.1cm, 미사질식토 4.0cm에 비해 큰 편이었고 수량도 양토에서 279kg/10a로 양질사토

227kg/10a, 사양토 255kg/10a, 식양토 212kg/10a, 미사질식토 200kg/10a에 비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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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배기간중 고사율은 양질사토에서 5로 가장 심하였으며 사양토, 식양토, 미사질식

토에서는 중간정도의 고사율인 3을 기록한 반면 양토에서는 고사증상이 약한 1을 나타내

었다. 따라서 천궁재배에 적합한 토성은 양토로서, 이러한 이유는 통기성, 투수성 및 양분

보유력이 적절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 Effects of soil texture on growth of Cnidium officinale Makino.

Soil
texture

length of
leaf
(cm)

width of
leaf
(cm)

No. of
stem

Diameter
of root
(cm)

No. of
nodule

Withering
rate

loamy sand 8.7 2.3 22.8 3.7 8.6 5

sandy loam 8.9 2.2 22.2 4.1 7.6 3

loam 10.5 2.3 23.1 4.3 8.5 1

clay loam 9.8 2.6 22.2 4.1 9.0 3

silty clay 9.3 2.5 20.8 4.0 9.4 3

※Withering rate : 1 (weak), 3 (middle), 5 (serious)

Fig. 1. Emergence rate and yield of Cnidium officinale Makino according to soil texture.

LS : loamy sand, SL : sandy loam, L : loam, CL : clay loam, SiC : silty clay.

Fig. 2. photos of lysimeters and root yield of Cnidium officinale Maki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