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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천마

자연이 만든 신비의 영약 영양천마
영양천마는?

영양천마의 재배환경
천마는 마(산약)과는 식물학적으로 효능적으로 다른 식물입니다.

마(산약, 참마, 산마-산마과)
천마(정풍초, 적전지, 귀독우-난초과)

영양천마와 중국산 천마 구분하기
영양천마 제품별 판매단위 및 보관법
구입처



자연이 만든 신비의 영약
영양천마
영양천마는?
육지속의 섬이라 불리는 영양군의 산간 오지에서 완전 유기농으로 재배
하여 그 성분과 약효가 탁월합니다.

천마는 난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서 일시적으로 줄기와 잎이 있으나
퇴화되어 뿌리만이 발달되어 이를 약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산림의 그
늘진 비옥한 땅에 잘 자랍니다.

천마는 독립적으로 생육이 불가능하여 버섯의 일종인 뽕나무버섯속(Amillaria속)과 양분, 수분을 교환하는 공생관계이며 땅속 줄기는 타원형(괴경)이며 감자
처럼 생긴 약초입니다.

자연산 천마는 해발 700~1,100m에서 볼 수 있으며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많이 자생하고 있으며 영양군 석보면 맹동산(800m)은 예로부터 자연산 천마가
많이 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자생하던 자연산 천마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재배에 성공하였으며 천마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
니다. 천마는 매년 봄(3~4월)과 가을(11~12월)에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천마의 재배환경
서늘하고 습도가 적당한 기후에서 재배합니다.해발 600~800m 정도의 고산지대 기후의 토양에서 경작합니다. 토양은 부식질이 많은 사질의 양토로 배수가
잘 됩니다. 비료나 농약에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재배합니다. 천마를 재배하고 난 후 토양에 비료를 주거나 제초제를 칠 경우 천마가 자라지 않습니다. 참나
무와 종마, 뽕나무천마종균 등 세 가지를 땅 속에 묻어서 재배합니다. 퇴비는 가랑잎, 억새, 보릿짚 등을 사용합니다. 천마는 참나무의 영양분인 균사라는 것을
통째로 먹고 자라는 삼위일체의 약초입니다.

천마는 마(산약)과는 식물학적으로 효능적으로 다른 식물입니다.
마(산약, 참마, 산마-산마과)

잎과 줄기, 뿌리, 괴근이 존재합니다.(광합성작용 및 독립적 자생능력이 있음을 의미)
끈적끈적한 진액이 있습니다.
재배방법이 비교적 쉽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천마(정풍초, 적전지, 귀독우-난초과)
잎과 줄기, 뿌리가 없습니다.
괴근과 꽃대만이 존재합니다.
난초성질을 가짐. 다년생기생식물로 끈적끈적한 진액이 없습니다.
재배방법이 보다 까다롭습니다.

영양천마와 중국산 천마 구분하기
영양천마 중국산천마

머리 부분에 줄기가 달려 있다.
표면이 쭈글쭈글하다.
색깔이 밝은 암적색이다.
독특한 향기가 있다.

머리 부분에 줄기가 거의 달려 있지 않다.
표면이 매끄럽다.
색깔이 흑갈색이다.
독특한 향기가 없고 묵은 냄새가 난다.

영양천마 제품별 판매단위 및 보관법

영양소개 > 영양특산물 > 임산물 > 영양천마영양천마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www/introduce
https://www.yyg.go.kr/www/introduce/products
https://www.yyg.go.kr/www/introduce/products/forest
https://www.yyg.go.kr/www/introduce/products/forest/gastrodia_elata


생천마 5kg,10kg / 건천마 1kg / 천마분말s 500g, 1kg

생천마 : 천마생육에 최적합지인 곳에서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좋은 상품만 선별하여 보내드립니다. 생천마는 보관성이 짧기 때문에 신문에 말아 보관하거나
냉장보관 또는 흙에 묻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건천마 : 양질의 천마를 태양 및 저온 건조하여 성북파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천마분말 : 양질의 건천마를 위생적인 시설에서 분쇄, 가공하였습니다.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입처
업체 전화번호 홈페이지

맹동산천마공원 054-682-3152,3535 바로가기

유성길천마농장 054-683-1750,0174 -

영양고향장터 바로가
기

COPYRIGHT ⓒ YEONGYANG-GUN. ALL RIGHT RESERVED.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1000-ma.com/
http://www.yygma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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