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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농업은 FTA 확대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와 건강지향의 트랜드로
안전 농산물 생산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소비자들은
환경 보전과 생명 교육의 장으로 농업과 농촌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약재 위주의 약초산업을 천연물 신약, 기능성식품, 화장품, 산업소재 등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약용작물 재배에 관심을 갖는 농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충북농업기술원에서는 약초재배 농가를 강소농(强小農; 작지
만 강한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약용작물 종자
생산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생산기술 및 재배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약초이야기 Ⅰ,Ⅱ,Ⅲ(백수오·하수오, 감초, 삼백초)을
발간한 바 있으며, 약초이야기 Ⅳ(황정)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에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황정(둥굴레)의 시험연구 성적을 중심으로
농업현장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을 수록하였습니다. 모쪼
록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약초 농업인과 유관기관에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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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황정의 개요

1. 식물의 기원
□ 식물명 : 황정
□ 한약명 : 황정(黃精)
□ 이용부위 : 덩이줄기
□ 분포 : 한국

2. 식물의 성상(性狀)
가. 둥굴레(Polygonatum odoratum (MILLER) DRUCE var. pluriflorum (MIQUEL) OHWI.)
다년생 초본으로 높이 30~60cm이며 6줄의 능각이 있고, 끝이 처지며 육질의 근경
은 점질이고 옆으로 뻗는다. 호생엽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퍼지며 긴 타원형이고 길이
5~10cm, 너비 2~5cm로서 엽병이 없다. 5~7월에 꽃이 피고 꽃은 밑 부분은 백색 윗부
분은 녹색이며 1~2개씩 엽액에 달리고 길이 15~20mm로서 소화경은 밑 부분이 합쳐
져서 화경으로 된다. 6개 수술이 통부 윗부분에 붙고 수술대에 단돌기가 있으며, 꽃밥
은 길이 4mm로서 수술대와 길이가 거의 같다. 8월에 열매가 성숙되며 장과는 둥글고
흑색으로 익는다.
잎 뒷면에 유리 조각 같은 돌기가 있고 꽃 길이가 2~2.5cm인 것을「산둥굴레」라 한
다. 잎 뒷면 맥 위에 잔돌기가 많고 꽃이 1~4개씩 달리는 것을「큰둥굴레」라고 한다.
잎은 길이 16cm, 너비 5cm 정도이고 꽃이 4개씩 달리는 것을「맥둥굴레」, 전체가 크고
잎 뒷면에 털이 있으며 꽃이 2~5개씩 달리는 것을「왕둥굴레」라 한다(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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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황정(Polygonatum falcatum A. Gray)
우리나라 제주도, 울릉도, 남부지방, 중부지방의 산야지, 산지 숲 가장자리에 자생
한다. 다년생 초본이며 높이 50~80cm로서 근경이 둥굴레처럼 굵고 마디가 있으며,
옆으로 뻗고 원줄기의 단면이 둥글며 끝이 옆으로 비스듬히 자란다. 잎은 호생하고 2
줄로 배열되며, 피침형 또는 좁은 피침형이고 길이 8~13cm, 너비 10~25mm로서 밑
부분이 좁아져 원줄기에 달리며, 끝이 점차 좁아지고 표면은 녹색 뒷면은 분백색이며
맥 위에 돌기가 약간 있다. 5월에 꽃이 피고 꽃은 푸른빛이 도는 백색이며 3~5개 때
로는 1개가 엽액에 약간 산형 또는 산방형으로 달리고 길이 2cm로서 통형이며 수술
은 9개이고 수술대에 털이 없으며, 꽃밥은 길이 3mm로서 수술대보다 짧다.
7월에 열매가 성숙되며, 장과는 둥글고 흑록색으로 익으며 밑으로 처진다. 번식은
실생법, 분주법이 있다(김, 1996).

다. 죽대(Polygonatum lasianthum MAXIMOWICZ var. coreanum NAKAI)
다년생 초본이며, 높이 30~60cm이며, 근경은 둥굴레처럼 굵으며 옆으로 자라고 종
선이 있다. 잎은 호생하며 2줄로 배열되고 긴 타원상 피침형으로서 양끝이 올라갈수
록 점차 작아지고 표면은 녹색이며 평활하고 뒷면은 회백색이다. 5~6월에 꽃이 피고
꽃은 녹색이 도는 백색이며, 길이 20~25mm로서 밑 부분은 화경과 비슷하고 수술대
에 털이 있다. 화경은 길이 2~3cm로서 보통 1개씩 달리지만 2개 달리는 것도 있고 2
개가 달릴 때는 화경이 중간에서 2개로 갈라져 전 길이가 5cm 정도 된다. 8월에 열매
가 성숙되며 장과는 검은 벽색(碧色)으로 익는다(김, 1996).

라. 용둥굴레(Polygonatum involucratum MAXIMOWICZ)
다년생 초본이며, 높이 20~60cm이고 굵은 근경이 뻗으며, 윗부분에 능각이 있고
밑으로 처진다. 잎은 호생하고 2줄로 배열되며 좁은 난형 또는 난상 타원형이고 길이
5~10cm 너비 2.5~4cm로서 양끝이 좁으며, 짧은 엽병이 있는 것도 있고 가장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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밋밋하며 표면은 녹색 뒷면은 분백색이다.
5~6월에 꽃이 피고 꽃은 백록색이며 엽액(葉腋)에 달리고 길이 2.5cm로서 털이
없다. 화경은 길이 1~2cm로서 털이 없으며, 끝에 2~3개의 포가 달리고 포는 길이
1.5~3cm, 너비 1~2.5cm로 안에 2개의 꽃이 들어 있으며, 소화경은 길이 2~4mm이고
수술대는 편평하며 잔돌기가 있고 꽃밥 보다 약간 길며 꽃밥은 길이 5mm이다. 7월에
열매가 성숙되며 장과는 둥글고 흑람색으로 익는다(김, 1996).

마. 각시둥굴레(Polygonatum humile FISCHR ex MAXIMOWICZ)
다년생 초본이며, 높이 15~30cm이고 근경 같은 지하경이 옆으로 뻗으면서 번식하며
원줄기는 곧게 자라고 능각이 있다.
잎은 호생하고 2줄로 배열되며 엽병이 없고 긴 타원형이며 둔두(鈍頭)이고 길이
4~7cm, 너비 1.5~3cm로서 가장자리와 뒷면 맥 위에 잔돌기 같은 털이 있다. 5~6월에
꽃이 피고 꽃은 노란빛과 푸른빛이 도는 백색이며 길이 15~18mm로서 동형이고 엽액
에 1~2개씩 달리며 소화경은 길이 7v15mm이다. 수술대는 잔돌기가 약간 있고 꽃밥은
세모진 피침형이며 길이 3~3.5mm로서 수술대보다 약간 짧다. 7월에 열매가 성숙되며
장과는 둥글고 흑색으로 익는다(김, 1996).

바. 층층갈고리둥굴레(Polygonatum sibericum F. Delaroche)
다년생 초본으로 우리나라 북부와 러시아, 중국, 몽골에 분포한다. 뿌리줄기는 옆으로
뻗고 약간 편평한 원기둥 모양으로 살졌으며 황백색이다. 몇 개의 줄기 흔적이 있고,
줄기 흔적 부분은 비교적 굵으며 가장 굵은 곳의 지름이 2.5cm에 달하고 소수의 수염
뿌리가 있다.
줄기는 가지가 없이 곧게 서며 키는 50∼80cm 정도 자라며 겉은 광택이 있다. 잎자
루는 없고 줄기 윗부분에는 보통 4∼6개의 잎이 4∼5층으로 줄기에 돌려난다. 잎 몸은
피침형이거나 선형이고 길이가 7∼11cm, 너비가 5∼12mm이며 끝은 뾰족하고 낚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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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으로 뒤로 말리며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분백색이다.
꽃은 5∼6월에 피며, 엽액에 생겨 아래로 느려지며, 꽃자루 길이는 1.5∼2cm이고, 끝
이 둘로 갈라져 두 개의 꽃이 붙는다. 꽃받침은 작고 꽃자루 보다 훨씬 짧다. 종 모양으
로 아래로 늘어지고, 꽃잎은 원통모양으로 길이가 8∼13mm이며, 끝이 6갈래지고 옅은
녹색을 띠고 있다. 수술은 6개, 암술은 1개이고 씨방이 수술보다 위에 있고 상위 자방
으로 3실이다. 장과는 구형이고 지름이 7∼10mm이다. 성숙하면 검게 변하는데 6∼7월
이 결실기이다(김, 1996).

3. 분포와 산지
황무지의 비탈, 산지의 잡목이나 관목의 주변에서 자란다. 우리나라에서는 충북 제천
시 덕산에서 많이 재배된다.
둥굴레 속(Polygonatum ADANS) 식물은 북반구 온대지방에 약 30∼40종이 분포하며,
우리 나라에는 17종이 보고되어 있다. 지하경은 비대하고 경생엽(莖生葉)은 호생과 윤
생하는 것이 있고, 화피(花被)는 붙어서 긴 통형으로 되어 있으며 꽃실은 화관통속에
붙으며 자방은 3실이고 열매는 장과(漿果)이다.

황정은 층층갈고리둥굴레와 진황정으로 대한약전(7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둥굴레
와 동속 근연종을“위유(

) ; 일반 생약명은 옥죽”라고 생약규정에 고시되어 있다.

일반 본초서에는 층층갈고리둥굴레(원황정), 진황정 외에 죽대와 층층둥굴레를 포함하
며, 옥죽은 둥굴레 외에 통둥굴레, 용둥굴레, 왕둥굴레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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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물의 분류
●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둥굴레속 식물(대한식물도감, 이창복,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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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층갈고리둥굴레

2. 둥굴레

3. 둥굴레

4. 무늬둥굴레

5. 큰둥굴레

6. 산둥굴레

그림 1. 우리나라 자생 둥굴레 수집종
1. Polygonatum sibiricum Delar.
2. P. odoratum (Miller) Druce var. pluriflorum Ohwi
3. P. odoratum (Miller) Druce var. pluriflorum Ohwi
4. P. odoratum (Miller) Druce var. pluriflorum Ohwi for Variegatum Y. Lee for. nov.
5. P. odoratum (Miller) Druce var. maximowiczii Koidz.
6. P. odoratum (Miller) Druce var. thunbergii H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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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죽대

8. 용둥굴레

9. 안면도 용둥굴레

10. 각시둥굴레

11. 퉁둥굴레

12. 진황정

그림 1. 우리나라 자생 둥굴레 수집종
7. P. lasianthum Maxim.
9. P. desoulavyi Komarov
11. P. inflatum Komarov

8. P. involucratum Maxim.
10. P. humile Fischer ex. Maxim.
12. P. falcatum A.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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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분 및 용도
가. 성 분
뿌리줄기는 점액질, 전분 및 당분을 함유하고 있다. 근경에는 azetidine-2carboxylic acid, aspartic acid. homeserine, diaminobutylic acid, digitalis
glicoside 및 여러 가지 andraguinone 류의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잎에는
vitexin. xyloside와 5. 4-dihydroxyflavone의 배당체가 들어 있다.

나. 약리작용 및 용도
항균, 항진균, 혈압강하작용이 있으며, 보기양음(補氣養陰), 건비(健脾), 윤폐(潤
肺), 익신(益腎), 비위허약(脾胃虛弱), 채권핍력(體捲乏力), 구간식소(口干食少), 폐허
조해(肺虛燥咳), 정혈부족(精血不足), 내열소갈(內熱消渴)이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폐
렴, 폐창, 자양강장, 당뇨병, 장생, 명목, 풍습 등에 사용한다. 민간요법에서는 병을
앓고 난 후 허약한 사람에게 자양, 강장제로 사용하였으며, 정력이 쇠약할 때 복용하
면 좋고, 늙고 허약한 사람이 복용하면 기운이 나고 수명을 길게 한다. 또한 근경을
물과 술에 담근 후 황분을 만들어 풀을 쑤거나, 햇빛에 말려 분을 만들어 먹기도 한
다. 어린순은 나물로 먹고 뿌리를 쪄서 먹거나 강정을 만들어 먹으며, 최근에는 둥굴
레차를 만들어 시판하고 있다.

6. 재배적지
우리나라 중, 북부 산지에 재배가 가능하나 기후는 크게 가리지 않고 심한 건조와
과습이 계속되는 습지에서는 생육에 지장을 주어 재배가 곤란하며 15∼18℃의 온도와
50∼80% 정도의 토양수분이 적합하다.
비옥한 땅이나 유기물 함량이 많은 사질양토, 식질양토에서 생육이 잘되고 점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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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토양에서는 물 빠짐이나 공기 유통이 나쁘므로 생육이 부진할 때 배수구를 설치하
여 배수하거나 적절한 시비, 관수를 잘 조절하게 되면 생육을 좋게 할 수 있다.

7. 재배방법
가. 번식방법
황정의 번식은 종자번식과 근경번식이 있으나 종자번식은 초기 생육이 늦고 재배 기
간이 길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지 않고 특수한 육종에서나 이용되며, 재배를 목적으로
할 때는 주로 근경번식을 많이 한다. 황정의 종근 구입은 생산자에게서 직접 구입하여
야 하는데 종근을 너무 일찍 구입하면 상처 난 자리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너무 오랜 시
간 방치하게 되면 썩는다. 그러므로 황정 종근은 포장준비가 다 끝난 뒤 종근을 구입하
여야 한다. 종근은 상처를 덜 받도록 조심스럽게 다루며, 마대에 담지 말고 박스에 10
∼20kg 단위로 담는다. 한 개의 무게를 40g 정도 되게 생장점이 있는 곳을 손으로 잡
고 부러뜨리거나 칼로 잘라 종자 소독하여 심는다. 종자소독은 베노람수화제 1,000배
액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건져서 그늘에 약간 말리어 심거나, 깨끗한 모래에 묻어 최아
된 것을 심으면 입모율이 높고 출아기간도 빨라지게 된다.

나. 파종기와 재식밀도
황정은 어느 약초보다도 많은 양의 비료를 흡수하는 약초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밭
갈기 전에 퇴비를 10a당 3,000kg을 뿌리고 경운한 후 계분, 돈분, 비료 및 콩 복합비료
2포를 뿌리고 다시 깊이갈이 한 후 5∼10일 후에 종근을 파종한다. 정식 시기는 늦은
가을(11월 상순) 또는 이른 봄(4월 상순)이 적기이다.
정식은 120cm 두둑에 4줄로 심는 방법과 60cm 골에 1줄로 심는 방법이 있다. 포기사
이는 보통 20cm 정도로 하면 알맞으나 지역실정이나 포장의 위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여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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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은 활동하는 눈과 잠자는 눈(潛芽)이 있는데, 잠자는 눈은 다음 해에 싹이 트는
것이므로 당년에는 싹트는 기간이 길어 출아가 고르지 못하고 출아율도 낮으므로 심기
전에 분리하여 심는다. 심을 때는 생장점이 위로 오게 심고, 복토하고 수분이 유지 되
도록 볏짚으로 덮어준다.

다. 본밭관리
여름철 고온기에 토양수분이 부족하면 잎 끝이 마르고 줄기가 황변되어 고사되나 지
하부 근경은 그대로 남아 있어 다음해 발아하지만 수량이 감소되므로 한발 시에는 관수
를 충분히 하고 수시 제초한다. 황정은 심은 후 바로 싹이 나오는 것과 땅 속에 그대로
있다가 다음해에 새싹이 나오는 잠아(潛芽)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당년에 새싹이 나오
는 포장에서는 잡초가 너무 크지 않은 시기에 토양 수분이 알맞은 때 잡풀을 완전히 뽑
아 주는 것이 좋다. 특히 황정은 심은 후 5∼6년 후에 수확하게 되므로 초기에 제초를
완전히 하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여 황정의 생육에 큰 지장을 주게 되므로 잡초제거
에 유의하여야 한다. 황정은 정식한 후 4∼5년에 수확하게 되므로 매년 비료를 주어야
한다. 화학비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지상부만 웃자라고 뿌리 수량이 적게 된다. 그
러므로 가급적이면 완효성인 복합비료를 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황정은 2∼3년에는
제초작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늦가을이나 이른 봄에 덜 썩
은 소외양간 퇴비를 밭 전체에 3∼5cm 정도 뿌려주면 잡초제거에도 효과적이며 가뭄,
장마에 수분을 유지할 수 있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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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병해충 방제
가. 병
1) 잎마름병(葉枯病)
잎 가장자리로부터 누렇게 말라 들어가며 병이 심하게 진전되면 잎이 오글오글해 지면
서 말라 죽는다.
2) 뿌리썩음병(根腐病)
장마기에 땅가의 뿌리줄기가 변색되어 썩으며 지상부의 생육이 나빠지고, 뿌리가 잘
크지 않고 식물체가 모두 말라 죽는다. 이는 물 빠짐이 좋지 않은 점질토에서 많이 발
생하므로 배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방제는 공시약제는 없으나 원예전용 약제를 살포
하면 효과적이나 주의하여야 한다.

3) 탄저병
6∼8월 사이에 잎과 줄기에 발생되고 심하면 잎이 마르고, 비, 바람이 심하고 습도가
높을수록 병이 심하다.

4) 흰가루병
잎과 열매에 발생하며 발병초기에는 흰색반점이 생기면서 잎과 열매에 밀가루를 뿌려
놓은 것 같이 보인다. 발병 후기에는 병든 부위가 황색으로 변하고 식물체가 약화되며,
비교적 고온 건조한 상태에서 발병된다.

5) 점무늬병(斑點病)
잎, 잎자루에 주로 발생하며 발생초기에는 갈색반점이 형성되나 병이 진전되면 회갈
색, 대형의 원형 또는 부정형 반점으로 나타난다. 병은 하엽부터 상엽으로 진전되며 일
반적으로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피해가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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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푸른곰팡이병
열매에 주로 발생되며 어린 열매에는 처음 흰색의 균사가 밀생하고 점차 심해지면 푸
른색의 분생포자가 많이 형성되며 이병된 열매는 미이라상으로 부패된다. 균사의 형태
로 이병부위 또는 토양에서 월동하여 1차 전염원이 되는 것으로 전해지나 아직 자세히
연구된 바는 없다. 황정의 병에는 시험된 방제약제가 없으므로 병이 심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원예전용 살균제를 살포한다.

나. 해 충
유묘 때 가뭄이 계속되면 진딧물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피해를 주는데 발병 초기에
진딧물 약을 뿌려주면 방제할 수 있다.

9.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가. 수 확
수확시기는 봄, 가을에 할 수 있으나 봄에 수확하게 되면 수분이 증발되어 품질이 떨
어지고 수량도 낮게 되므로 가급적이면 가을 낙엽이 지는 10월 하순경에 수확하는 것이
질이 좋다. 종근으로 심었던 것은 3∼5년 후에 수확하는 것이 좋다.

나. 건조 및 저장
수확이 끝나면 물에 깨끗이 씻어 잔털을 제거한 후 가공용, 약용으로 이용하는데 약
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30분 정도 70℃내외에서 쪄서 그늘에서 7∼14일 동안 말린 다음
약용으로 이용하며 식용, 가공용으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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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약의 특성과 품질
가. 생약의 특성
● 약은 층층갈고리둥굴레(Polygonatum sibiricum Redoute), 진황정(Polygonatum falcatum A.
Gray), 전황정( 黃精)(Polygonatum kingianum Coll. et Hemsley) 또는 다화황정(多花黃
精)(Polygonatum cyrtonema Hua) 백합과(Liliaceae)의 뿌리줄기로서 찐 것이다.

나. 품 질
● 성 상 : 이 약은 뿌리줄기로서 불규칙한 원주형 또는 덩어리 모양이고 길이
3~10cm, 지름 5~30mm이며 가끔 갈라져 있다. 바깥 면은 황갈색~흑갈색을 띠고
가로로 마디가 있으며 반투명이다. 위쪽에는 줄기자국이 둥글고 오목하게 패여 있
고 아래쪽에는 뿌리자국이 돌출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비늘마디와 가는 세로주름이
있다. 질은 단단하고 눅진눅진하며 꺾인 면은 연한 갈색으로 매끈하고 반투명하며
각질이고 황백색의 작은 점이 많다.
이 약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볼 때 최외층은 큐티클로 덮여있고 그 바깥측은 유조직
으로 가득하다. 유조직 중에는 여러 개의 유관속 및 점액세포가 산재한다. 유관속은 병
립유관속 또는 외목포위유관속이 있고, 점액세포 중에는 옥살산칼슘속 침정이 들어있
다. 이 약은 약간 단내가 있고 맛은 달며 씹으면 끈적끈적하다.

● 확인시험
(1)이 약의 가루 0.5g을 달아 아세트산탈수물 2mL를 넣고 수욕상에서 2분간 가온한 후 여과한
다. 여액 1mL에 황산 0.5mL를 서서히 넣을 때 접계면은 적갈색을 나타낸다.
(2) 이 약의 가루 1g을 달아 묽은염산 10mL을 넣고 2 분간 서서히 가열한 후 여과하
여 여액에 수산화나트륨시액을 넣어 중화한다. 이 액 3mL에 페링시액 1mL를 넣어
가온할 때 적색의 침전이 발생한다.

● 회분: 5.0 % 이하

● 산불용성회분: 1.0 % 이하

Ⅰ. 황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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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장 활용 기술

1. 절엽 무늬둥굴레 수확적기
가. 시험성적(‘96, 충남도원)
●수확시가 절화수명에 미치는 영향

* 흡수량 : 1일 생체중 g당 흡수량
A : 절엽 직후 생육조사
B : 절화 후 관상가능 최종일 생육조사

나. 적 요
● 무늬둥굴레 절엽은 엽전개 후 10일에 하는 것이 생체중 g당 흡수량이 5.45ml로 많
았고, 수명도 7.5일로 다른 시기보다 2~3일 길어 적기임

Ⅱ. 현장 활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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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망 자생 화훼류의 동계 분화 생산기술 개발
가. 실험성적(‘96, 고농시)
● 자생화훼류의 온실 입실시기와 동계 생산기간

: 온실입실시기

△ : 출아기

※ : 개화기

♧ : 꽃관상

□ : 엽관상

* 육묘지역 : 해발 800m 고랭지
종묘 : 금강초롱꽃, 매발톱꽃 / 실생묘(1년생)
무늬둥글레, 은방울꽃 / 분주묘
재배관리 : 야간 10℃ 유지

나. 적 요
● 금강초롱꽃, 무늬둥굴레, 매발톱꽃 등은 휴면타파에 필요한 저온경과 시간이 351시
간 이상이며 은방울꽃의 경우에는 512시간 이상임

● 금강초롱꽃은 11월 10일 입실함으로써 3월 상순에 분화를 생산할 수 있으며 무늬둥
굴레는 1월 상순, 매발톱꽃은 2월 상순에 그리고 은방울꽃은 11월20일에 입실함으
로써 1월 중순에 분화를 생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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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엽 무늬둥굴레 전처리제 STS 처리 방법
가. 시험성적(‘96, 충남도원)
● 전처리 방법이 절엽 수명에 미치는 영향

나. 적 요
● STS 4mM+Sucrose 10% 용액에 10분 침지하는 것이 최종일의 정상 엽수가 5.8매
생체중 g당 흡수량이 7.86㎖로 가장 많았고, 절화수명도 9일로 무처리에 비해 1.5
일 길음

※ STS(Silver thiosulfate) : 티오황산은, 에틸렌 작용억제제로 보통 보존용액에서는
저농도(0.1~0.2 mM)로 펄싱에서는 고농도 (2~4mM)로 사용한다. 가장 효과적인 노화
억제물질이지만 중금속을 함유한 환경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사용이 규제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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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정의 출아향상을 위한 근경번식 방법
가. 시험성적(‘95~‘97, 충북도원)
● 근경 처리방법별 출아율과 생육특성

- 재식밀도 : 휴폭 180㎝내에 30×15㎝
- 온통처리 : 1년생 근경을 47.5℃의 온탕에 30분 침지
- GA₃처리 : 1년생 근경을 1,000PPM에 1시간 침지
- 시비량(N-P₂O -K₂O) : 10-10-10kg/10a
5

- 생근경 수량 : 모든 처리구의 1년 재배 수량

나. 적 요
● 둥굴레차 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황정은 식재 후 4~5년 후에 수확하는데 1년
생 근경을 식재할 경우 잠아발생으로 출아율이 낮고 출아시기가 늦었으나, 2년생
및 3년생 근경을 식재하면 출아율이 높고 출아 시기가 빨라졌으며 가는 뿌리 수가
많았고 뇌두가 많아져 근경의 수량이 높았으나, 경제성을 고려하면 2년생 근경의
번식이 효과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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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둥굴레 재식거리 구명
가. 시험성적(‘96~‘98, 경남 함양약초시)
● 재식거리별 수량성

·파종기 : ‘95. 11. 28

·재배년수 : 3년

●경제성 분석

나. 적 요
● 둥굴레의 생육은 밀식에서 지상부 및 지하부의 생육이 왕성하였음

● 근경수량 증가율은 30×20㎝에 비하여 30×10㎝에서 40%로 감소하였으나 3년간 재
배시 수량은 30×10㎝의 5,550kg/10a로 가장 많아 재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음

● 경제성은 30×10㎝에서 2,390천원/10a으로 가장 높았음

Ⅱ. 현장 활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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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둥굴레 적정 재식밀도 및 피복재료
가. 시험성적(‘98~‘00, 경남도원)
● 재식밀도별 수량

* 정식기 : ‘98.11.24(함양재래종), 짚피복, 퇴비: 기비 3,000kg/10a
● 피복재료별 수량

* 정식기 : ‘98.11.30(함양 재래종), 재식거리 30×20㎝, 퇴비 : 기비 3,000kg/10a

나. 적 요
● 재식거리에 따른 근경수량은 수확본수가 많고 본당생중이 무거운 30×10㎝에서 건
근경중 1,593kg/10a로 가장 높아 30×10㎝가 적절하였음

● 둥굴레는 종근을 이용하여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하경 끝에 형성된 잠아가 정
식전의 농작업과 정식후의 건조, 동해 등에 의해 상처를 입을 경우 당해 연도에는 출
아하지 않는 특성을 보여 적절한 피복재료로 피복함으로 출현율과 생육을 조장함

● 피복재료에 따른 근경수량은 2년간 재배 시 배색비닐피복에서 1,888kg/10a으로 무
피복 대비 20% 증수되었고, 경제성도 7,425천원/10a으로 22%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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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둥굴레 용토 선발
가. 시험성적(‘99~‘01, 충북도원)
● 둥굴레 종별 생육 및 형태적 특성

* 재식거리 : 30×25㎝(근경 2마디)

나. 적 요
● 3월 하순 또는 10월 상순에 근경에 정식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품질이 좋아짐

● 6~8월은 30% 차광하여 엽소현상 방지 및 품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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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둥굴레 분화재배 기술
가. 시험성적(제시)
● 광환경이 둥굴레 생육에 미치는 영향

* 품질 : 1(극히불량), 2(불량), 3(보통), 4(양호), 5(극히양호)

나. 적 요
● 자생 둥굴레 분화 상품화를 위해서 3월상~중순에 구경을 굴취하여 구경 크기별로
분류하고 큰 구경(직경 10㎜이상) 위주로 화분에 정식한 후 맹아가 40~50% 출아된
시기에 꽃과 잎을 관상하기 위해서는 Cycocel을 토양관주(500㎖/pot) 처리함

● 광환경 조성은 봄철(3~5월)은 30%차광, 여름철(6~9월)은 55%차광 처리가 초장을
왜화하면서 생존율과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자생둥굴레 개화기는 4월 25일이었으며 엽관상은 4~10월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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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생둥굴레 종자번식 기술
가. 시험성적(‘03, 난지연)
● 종자 온도처리별 유묘 출아율 비교

● 종자발아 및 소주아 형성을 위한 2차 온도처리(70일)효과

Ⅱ. 현장 활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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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 요
● 자생둥굴레의 효율적인 종자번식을 위하여서는 9월 하순에 종자재취 하여 종피를
제거한 후 벤레이트티 400배액에 소독처리 음건한 후 보관 유지

● 자생동굴레 종자번식을 위하여서는 1차 종자 휴면타파 처리와 2차 종자발아 및 소
주아 형성 촉진처리 및 3차 상배축 휴면타파 처리순서로 실시

● 종자 휴면타파 처리를 위하여서는 버미큐라이트 인공상토를 이용하여 3℃ 60일
처리 후 종자발아 및 소주아 형성 촉진을 위하여 25℃에서 70일 처리하고 이어서
상배축 휴면타파처리를 위해서 5℃에서 60일 처리한 후 비닐하우스에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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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둥굴레 유래
황정은 일반적으로 둥굴레(Polygonatum)속에 해당하는 여러 종의 식물을 통털어 둥
굴레 또는 생약명 그대로 황정(黃精)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각지의 산에는 7종 5변
종이 자생하고 있는데 어린순은 나물로 식용하고 뿌리는 자양강장약으로 쓴다. 속명인
Polygonatum은 그리스어에 유래되었는데 Poly(多, 많다)와 gonu(무릎)가 합성된 말로
“근경에 마디가 많다” 뜻이다. 실제로 뿌리를 보면 황백색으로 살이 많고 굵으며 옆
으로 길게 뻗는다. 따라서 둥굴레라는 우리말은 뿌리의 모양에서 연유한 것으로 둥근
뿌리에 굴레모양의 마디가 많다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로부터 명약에는 이름도 많은 법이어서 고문에 의하면 위유(萎 ), 옥죽(玉竹), 토죽
( 竹), 선인반(仙人飯), 죽네풀, 괴무릇 등으로 불려 지기도 하는데 이들은 나름대로 식
물의 형태나 특성, 용도나 효능과 관계가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옥죽에 대한 식물학적 고문을 보면 “莖幹强直, 似竹箭有節, 細葉而長, 表白裏靑, 根
似黃精小異”라 하여,“줄기는 강하고 곧게 자라며, 대나무와 같이 마디가 있는 약초로
서, 잎은 좁고 길며, 잎 표면은 다소 흰색이나 뒷면은 푸른색을 뛴다. 그리고 뿌리는 황
정과 유사하여 별로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뿌리는 보통 가을이나 이른 봄 새싹이 나오기 전에 캐어 잘 씻은 후 건조하거나 꿀물
또는 술에 하루 밤 담가 두었다가 시루나 증기로 쪄서 말린 것을 약재로 쓴다.
뿌리의 효능은 자양강장제로서 폐를 보(補)하고 근골(筋骨)을 튼튼히 하며, 흰머리를 검게 하고
추위에 내성을 길러주며, 안색을 좋게 하여 오래 살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황백색의 정력제인 둥굴레 뿌리(黃精)로 떡을 만들어 먹거나 술을
빚어 마시면 무병장수(無病長壽)한다고 하는데 중국의 한무제(漢武帝)도 이것을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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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었다고 한다.
황정떡을 만들려면 황정을 시루에 쪄서 껍질을 벗긴 다음 햇볕에 말려 가루를 내고,
검은콩을 볶아 가루를 내어 황정가루와 같은 양으로 섞어서 꿀로 반죽을 한 다음 송편
크기로 동그랗게 만들거나 0.5g 정도의 작은 경단을 만들어 꾸준히 먹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 모르고 피로감도 없다고 한다.
또한 황정술(黃精酒)은 쌀과 누룩으로 술을 만들 때 창출, 구기자, 측백잎, 천문동 등
과 황정을 같은 양(각 400g 정도씩)으로 넣어 발효시키면 황정술이 되는데 이를 오래
마시면 근골이 튼튼해지고 노화가 방지되며 각종 성인병이 예방되어 장수하게 된다고
한다.
한무제(漢武帝)가 이들을 좋아하게 된 연유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어느 날 그
가 민심을 살피러 평상복차림으로 궐 밖을 나가 어느 마을을 지나던 중 길가에서 밭일
을 하고 있던 한 노인을 만났다고 한다. 노인을 붙들고 이런저런 세상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노인의 눈에서 유난히 광채가 나고 힘이 있었으며 머리는 검고 치아도 튼
튼해서 식사는 물론 농사일에도 젊은이 못지않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건강의 비법을 물어 본즉 집에서 황정 떡과 술을 만들어 매일같이 먹는다고
일러 주었는데 이후 한무제도 이를 즐겨 이용하였다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바란다. 그것도 건강한 몸으로 자식들에게 부담스러운 존
재가 아니라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 70~80세가 되면 세상을 떠나고 만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좋은 생
활환경속에서 평온한 마음으로 자연식을 한다면 생물학적으로 성년이 되기까지의 6배
인 120살까지는 살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장수하는 예는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다.
의약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100세를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럴수록 황정과 같은 장수 건강식품을 꾸준히 애용하면 건강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지
않을는지?

32 충청북도농업기술원

2. 둥굴레 관련 민간요법
● 식용, 관상용, 약용으로 쓰이고 한방과 민간에서는 근경을 폐렴, 폐창, 강심, 자양
강장, 당뇨병, 장생, 명목, 풍습 등에 약재로 사용한다.

● 민간요법에 황정과 진황정은 병을 앓고 난 후 허약한 사람에게 자양 완화제로서 이
용되고 있으며, 그 맛이 달콤하고 특히 오장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 둥굴레는 뿌리와 줄기에도 강장, 강정의 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자양 강장제로 많이
쓰였고, 뿌리를 쪄서 먹거나 열탕을 해서 먹었다. 또한 아낙네들이 둥굴레의 뿌리로
강정을 만들어 몰래 팔기도 하였다고 한다. 둥굴레를 끓인 것이 황정탕이다.

● 둥굴레 뿌리를 잘게 썰어 가마에 찐 다음 다시 엿처럼 달여서 적당히 복용한다. 유
정, 신경쇠약, 허리와 다리가 쑤시는데, 뿌리를 채취하여 햇빛에 말린 뿌리 20g을
360cc의 물에 1/2되게 달여 1일 3회로 나누어 복용하면 정력 감퇴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 옛날에 황정을 자양강장제로서 야영을 할 때나 피난 생활을 할 때 구황식물로 이용
해 왔으며, 민간요법으로는 전초를 찧어서 종기에 붙이고, 햇볕에서 말려 가루를 만
들어 밀가루와 혼합, 환약을 만들어 복용함으로서 병후 허약풍을 다스려 왔다.

평시에도 환약을 지어 계속 복용하면 식량대용이 되어 배고픔을 모른다. 그리고 비위
가 약한 사람이 황정 뿌리를 계속 달여 마시면 비위가 좋아지고 당뇨병, 폐결핵에도 계
속 달여 먹으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중국의학대사전방」을 보면 장근
골, 익정수, 변백발, 치백병에 황정주(황정, 창출, 구기자, 측백엽, 천문동)를 만들어 복
용한다고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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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도별 생산실적

※ 자료 : 2013 특용작물 생산실적(2014. 농림축산식품부)

4. 황정의 지역별 가격동향(2013년)

※ 자료 : 2013 특용작물 생산실적(201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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