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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재배지의 영양환경이 인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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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directions for the optimal nutrient contents determined by soil and leaf anal-
yses. The study is to be used as a source for basic information in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nutritional environment on
ginseng growth at the fields of Ansung region in Gyeonggi province. The physical property of soil porosity is closely
related to ginseng growth, with more than 50% of good growth in the field. The optimal range of chemical properties in
soil was analyzed as 0.20-0.28% T-N, 500-900 mg/kg Av.P2O5, and 2.3-3.5 cmol+/kg Exch.Ca. The optimal range of inor-
ganic nutrient contents in leaves was also analyzed. P value was less than 0.25%, and Mg was more than 0.22%. Other
elements were not found clearly. The ratios of N/P, N/Mg, K/Mg, and Ca/P of leaves with good growth in the field
showed 10<, 10-13, <14, 1<,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Ca:Mg:K ratio of the Exch.cation (cmol+/kg) may be useful as
an indicator in the assessment of plant growth in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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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 (Panax ginseng C. A. Meyer)은 3-5 년 장기간 재배

가 소요되는 작물로서 보통 밭에서의 휴작기간이 10 년 이상

으로 타 작물에 비하여 토지 생산성이 매우 낮은 작물이다.

또한, 긴 생육기간 동안을 동일한 위치에서 자라기 때문에 타

작물에 비하여 토양 특성에 따른 영향을 타 작물에 비하여

더 많이 받으며, 예부터 적지선정이 인삼재배의 성패를 좌우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1)

우리나라의 인삼재배에 관련된 연구는 인삼의 생육과 토양

특성,2-6) 인삼의 부위별 원소축적률 차이7-9) 및 유기성분의

함량,9,10) 토양별 인삼성분,11-13) 품종 간 생육특성14)등이 있

다. 그 중 인삼의 생육에 미치는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에

관한 연구는 다수 보고되었으나, 단일요인과 상호관계를 구

명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토양요인 간의 복합적인 상호관계,

즉 양분상호간의 균형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인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토양특성 뿐 아니라 식물체

엽 중 영양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타 작물에서는 생육 및 수량과 영양상태, 특히 적정농도 설

정을 위한 식물체 엽 분석에 관한 연구15-18)가 다수 보고되

고 있으나 인삼에 있어서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내비성

이 약하고 적정비옥도 수준의 폭이 좁은 인삼에서 및 수량

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인삼재배 적지기준 및 식물체 엽

중 적정농도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인삼재배지의 토

양 및 잎 분석에 초점을 둔 영양환경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인삼의 생육 및 수량증대를 위한 토양 표준화

및 개선재료 생산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토양의 이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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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및 인삼 잎의 적정양분함량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여

결핍과 과잉증상에 대한 한계농도의 범위를 규명하고자 수행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조사지의 선정은 2008 년 5 월 14-15 일에 경기도 안성에

서 연근별 (2-5년생)로 생육상황이 양호한 포지와 생육상황이

불량한 포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인삼시료는 생육별, 연근

별로 각각 3 지점에서 평균적인 개체 5-6본을 채취하였다. 그

리고 토양은 인삼시료를 채취한 곳에서 0-15 cm 깊이로 채취

하였다. 인삼시료는 증류수로 충분히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

한 후, 지상부 (잎과 줄기)와 지하부 (뿌리)로 나누어 생육특

성을 조사하였다. 지상부의 생육은 연근별로 경장, 경직경 및

생건중을 조사하였다. 측정이 완료된 줄기는 건조기에서 70oC

로 4 일간 건조한 후 건경중을 측정하였으며, 잎은 연근별로

엽장, 엽폭 및 생엽중을 측정하였으며, 뿌리의 생육특성은 근

장, 동직경 및 생근중을 측정하였고, 건엽중과 건근중은 건경

중의 건조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건조하여 조사하였다.

토양의 입경분석은 피펫법, 토양 삼상은 Core법으로 측정

하였다. 공시토양은 풍건 후, 2 mm체를 통과한 세토에 대하

여 pH는 초자전극법, 토양 유기물함량은 Tyurin법, 유효인산

은 Lancaster법, 질소는 Kjeldahl 증류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치환성 염기 (Exch. Ca, Mg 및 K)는 1N-NH4OAc (pH7.0)

용액으로 침출 여과 후 원자흡광광도계로 분석하였다. 엽분석

을 위하여 채취한 잎은 70oC 건조기에서 7 일간 건조한 후

N, P, K, Ca 및 Mg 등의 무기성분을 조사하였다. 질소는

Kjeldahl 증류법, 그 외의 원소는 HNO3-HClO4 습식분해 후

인산은 비색법, Ca, Mg 및 K는 원자흡광도법으로 분석하였

다. 분석자료의 통계분석은 PC용 SAS program19)을 이용하

여 상관관계 및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생육특성

우량포지와 불량포지에 대한 인삼의 생육특성은 Table 1 및

Fig. 1과 같다.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은 2년근에 있어서는

포지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3 년근 이후부터는 우량포지에서

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불량포지에서는 완만한 증가경향

을 보여 포지 간 생육차이가 뚜렷하였다. 특히 4 년근 우량포

지의 지하부 생체중은 불량포지에 비하여 5 배 정도의 높은

값을 보였다. 이와 같이 생육년수의 증가에 따른 포지 간 현저

한 생육차이는 동일한 재배지역이라도 토양수분 및 양분균형과

같은 토양조건에 따라서 인삼의 생육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

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삼 뿌리의 연간 생장량은 주당

근중이 2 년생 6 g, 3 년생 39 g, 4 년생 62 g, 5 년생 93 g

이며,20) 이 값과 본 조사지의 연근별 주당 근중을 비교하면,

우량포지에서 40-70%, 불량포지에서 20-30% 값을 나타내어

불량포지에 대한 토양환경 의 개선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ginseng growth

Age Growing
status

Leaf Stem Root
length
(cm)

width
(cm)

length
(cm)

diameter
(mm)

length
(cm)

diameter
(mm)

fresh weight
(g)

2
good 7.6 3.5 14.1 2.0 11.2 5.1 4.0(100)
poor 7.5 3.5 11.4 1.2 10.0 4.2 2.0 (50)

3
good 12.1 5.0 30.8 4.4 18.7 11.2  15.8(100)
poor 7.8 3.4 19.0 3.7 17.4 9.7 7.9 (50)

4
good 16.3 5.7 47.5 10.2 17.2 20.9  47.5(100)
poor 7.4 3.2 19.3 3.5 13.8 10.8 9.9 (21)

5
good 15.0 6.2 44.8 8.5 23.1 24.1  58.7(100)
poor 11.5 4.5 17.3 5.3 15.2 15.9  21.8 (37)

( ) : Relative index.

Fig. 1. Changes of fresh root weight at different growing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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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이화학적 성질

공극률(액상+기상)은 우량포지에서 53-57%, 불량포지에서

48-53% 로 우량포지에서 공극률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2).

Lee 등6)에 의하면, 우량포지에서 평균 57%, 불량포지에서

평균 52%로 우량포지에서 공극률이 높았다고 하여 본 시험

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시험 포지의 토성은 사양토 (SL)

와 양토(L)가 대부분이었는데 포지 간 인삼의 생육과는 뚜렷

한 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인삼의 생육 및 수량을 지배

하는 토양인자는 토성에 관계없이 공극률 등이 깊이 관여하

고 있다는 Lee 등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인삼재배에 있어서 토양양분함량 적정치21)는 pH 4.8-5.3,

유기물 19 g/kg, 유효인산 200 mg/kg 이하, 치환성 K, Ca,

Mg(cmol+/kg)에서 각각 0.5, 3.0, 1.5로 되어 있는데, 본 시

험성적은 이에 비해 모든 인자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특히

유효인산에서 5 배, 치환성 Ca, Mg, K에서 2-3 배 이상의

현저한 차이를 보여 인삼생육에 필요한 적정양분함량보다 과

잉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본 시험지에서 결주율이 높은 포지

가 많이 출현하고 있었는데, 이는 Kang 등1)에 의해 보고된

황증, 적변증 등의 생리 장해현상이 치환성 염기와 염류농도

가 높은 포지에 발생되었다는 연구결과로 비추어 보아, 금후

영양과다에 의한 폐포지의 증가가 우려되므로 고염류 포지에

대한 토양관리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Table 3), 치

환성 염기 (Ca, Mg, K)는 pH, 유기물 및 전질소와 고도의

유의한 정(+)의 상관이 인정되었다. 일반과원에서 유기물 함

량이 높을수록 pH가 높고 치환성 염기함량이 높았다는 Lee

등4)의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이었으며, 인삼생육 및 수량의 증

대를 위한 치환성 염기량과 질소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

기물의 공급량이 적정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

다. 이는 토양의 치환성 염기와 질소함량을 유기물의 공급으

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삼 잎의 무기양분 함량

잎의 무기양분 함량 (평균치)은 N 2.45%, P 0.25%, K

3.03%, Ca 0.26%, Mg 0.23% 의 값을 보이고 있었으며 K

> N > P ≒ Ca ≒ Mg 순이었다 (Table 4). Ko 등9)에

의하면 대부분의 인삼 속 식물에 있어서 잎의 무기성분 함량

은 N > K >P ≒ Ca > Mg 순이었다. 본 시험지의 엽

에서의 무기원소 중 K가 N보다 높은 함량을 보이고 있었는

데 이는 무기양분의 흡수량은 토양배지조건과 품종 차이에 따

른 인삼의 양분흡수 특성22)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추측된다.

또한, Khwaja 와 Roy23)에 의해 설정된 북미삼 엽 중 무기

Table 2.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cultivation soils

Age Growing 
status

Soil
texture

Porosity
(%)

pH
(1:5)

OM
(g/kg)

T-N
(g/kg)

Av.P2O5
(mg/kg)

Ex. cation (cmol+/kg)
K Ca Mg

2
good L 53.2 6.8 33.7 2.6 633 1.42 8.09 4.06 
poor SL 52.9 5.8 15.3 1.4 647 0.67 4.01 1.67 

3
good SL 53.6 6.4 23.9 2.2 759 1.38 6.25 2.74 
poor L 47.9 4.9 16.1 1.7 891 1.50 5.11 2.25 

4
good L 57.2 6.2 35.8 3.3 992 1.66 7.48 4.04 
poor SL 53.3 6.2 45.7 3.6 994 2.70 7.80 4.12 

5
good SL 55.2 5.4 23.2 1.9 493 0.61 5.58 1.48 
poor SL 49.2 4.6 23.6 2.1 865 1.25 3.61 1.62 

M±SD 52.8±3.0 5.8±0.8 2.72±1.04 0.24±0.08 784±182 1.40±0.65 5.99±1.71 2.75±1.17
Range 47.9-57.2 4.6-6.8°° 1.53-4.57 0.17-0.36 493-994 0.61-2.70 3.61-8.09 1.62-4.12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oil

Ansung pH OM T-N Av.P2O5
Ex. cation

K Ca Mg
pH 0.554 0.507 -0.075 0.306 0.808** 0.746* 
OM 0.972** 0.457 0.796* 0.821** 0.849** 
T-N 0.609 0.831** 0.803** 0.870** 

Av.P2O5 0.789* 0.215 0.490 

Ex.cation
K 0.619 0.764* 
Ca 0.924** 
Mg

**Significant at 1% level,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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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적정 범위를 보면, N은 2.5-5.0%, P 0.31-0.95%, K

3.1-5.5%, Ca 0.51-1.0%, Mg 0.26-2.5% 인데, 본 시험성적을

이 값과 비교하면 N, K 및 Mg 성분에서 적정 범위의 하한

값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P와 Ca 성분에서는 낮은 값을, 특

히 Ca성분에서는 하한값의 1/2정도의 수준으로 현저하게 낮았

다. 이러한 원인은 잎의 무기양분함량이 토양양분의 가급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24) 앞으로 토양의 유효태

양분의 존재양식 및 식물의 양분흡수 특성 차이에 의한 인삼

잎의 무기양분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토양 및 엽 중 무기양분함량의 적정 범위 설정

토양 및 엽 중 무기양분함량의 기준설정을 위하여 입지환

경 해석이나 토양양분의 적지등급 기준설정 등의 연구에 유

효하게 활용되는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다. 토양의 물리적

성질과 생육포지 간의 위치관계를 보면, 제 1 주성분에 있어

서 공극률(-)이 우량포지는 큰 값을, 불량포지는 작은 값을

나타내는 위치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제 2 주성분에 있어서

일부 우량포지에 있어서 모래함량이 작은 값을 나타내는 위

치에 분포하고 있었으나 뚜렷한 위치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Fig. 2). 따라서 인삼생육에 있어서 공극률은 토성에 비하여

큰 영향을 주는 물리적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토양의 화학적 성질과 생육 포지간의 위치관계를 보면

(Fig. 3), 전질소와 치환성 Ca(-)로 대표되는 제 1 주성분과

유효인산으로 대표되는 제 2 주성분에 있어서 우량포지는 모

두 중앙부 위치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불량포지는 우량포지의

상한값의 이하, 하한값의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위치에 분포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인삼생육에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화학적 요인은 전질소, 치환성 Ca 및 유효인산이며, 이들 성

분이 중간값을 나타내는 위치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값의 상한값과 하한값이 적정범위임을 알 수 있었다.

식물체 엽 중 무기양분함량과 생육포지 간의 위치관계에 있

어서는(Fig. 4) 엽 중 N, K, Ca 성분으로 대표되는 제 1주

성분에서는 우량포지와 불량포지 모두 비슷한 위치에 분포하

Table 4. Nutrient contents of leaves in different growing status

Age Growing
status

N P K Ca Mg
(%)

2
good 2.31 0.18 2.32 0.24 0.23 
poor 2.80 0.31 3.41 0.29 0.22 

3
good 3.16 0.27 3.20 0.32 0.30 
poor 1.27 0.26 3.00 0.12 0.21 

4
good 2.95 0.21 3.38 0.35 0.24 
poor 2.97 0.28 3.35 0.27 0.19 

5
good 2.60 0.23 2.96 0.35 0.26 
poor 1.57 0.24 2.60 0.11 0.17 

M±SD 2.45±0.69 0.25±0.04 3.03±0.40 0.26±0.10 0.23±0.04
Range 1.57-3.16 0.18-0.31 2.32-3.41 0.11-0.35 0.17-0.3

Fig. 2. Positional relationships between the growth of ginseng
and soil physical properties analyzed by principal com-
ponents z1 and z2.

Fig. 3. Positional relationships between the growth of ginseng
and soil chemical properties analyzed by principal com-
ponents z1 and 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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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으나, P(-)와 Mg로 대표되는 제 2 주성분에서는 P(-)

함량이 낮고 Mg함량이 높은 값을 나타내는 위치에 우량포지

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생육차이에 의한

잎의 무기성분중 주성분은 P와 Mg 성분으로 나타났으며, 전

술한 토양의 화학적 성질과는 다르게 적정범위보다는 적정값

을 기준으로 포지 간 위치관계가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주성분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로부터 우량포지가 분포

하는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 및 엽 중 무기양분함량의 적정범

위 (sufficient) 또는 적정값의 하한값 이하를 결핍 (low), 상

한값 이상을 과잉 (high)으로 설정하였다 (Table 5). 그 결과,

토양의 물리적 성질에 있어서는 공극률 50%이상이 적정치를

나타내었으며, 화학적 성질에 있어서는 전질소 2.0-2.8 g/kg,

유효인산 500-900 mg/kg, 치환성 Ca 2.3-3.5 cmol+/kg이

적정범위로 나타났으며, 하한값 이하는 결핍범위, 상한값 이

상은 과잉범위로 표시하였다.

일본은 작물재배에 있어서 치환성 염기의 성분비 (Exch.

Ca:Mg:K)를 치환성 염기함량보다 중요시하고 있으며, 치환성

염기의 성분비의 목표를 13:2:1로 설정하고 있다.24) 본 연구에

있어서 인삼의 생육과 치환성 염기의 성분비와의 관계를 검토

한 결과, 우량포지에서 6:2:1, 불량포지에서 4:2:1로 나타나 치

환성 K에 비하여 치환성 Ca의 함량이 많은 토양조건에서 인

삼의 생육이 양호하였다. 잎의 양분함량에 있어서는 P 0.25%

이하, Mg 0.22%이상이 적정치를 나타냈으며, 그 외 원소간

성분비에서도 적정범위를 보였는데 우량포지에서 N/P 10이

상, N/Mg 10-13, K/Mg 14 이하, Ca/P 1 이상의 값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설정된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 및 식

물체 엽 중 무기양분 함량의 적정범위 및 적정치를 선행 연

구결과23)와 비교하면, 토양의 유효인산에서 3-5배 높은 값을,

엽 중 P, Mg 성분에서 낮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지역에

따른 토양특성 및 시비관리 등의 재배법에 따른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별 토양 및 작물영양특성을 고려한 적

정양분함량의 설정을 위해서는 조사지역을 확대하고, 영양환

경에 대한 추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 약

이 연구는 경기도 안성지역에서 우량 및 불량 인삼재배지

를 대상으로 토양 및 잎을 분석하여 인삼의 생육에 적합한

양분함량의 수준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인삼생육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물리적 성질은 공극률이

었으며, 우량포지에서 50%이상의 값을 보였다. 토양의 화학

적 성질의 적정범위는 전질소 2.0-2.8 g/kg, 유효인산 500-

900 mg/kg, 치환성 Ca 2.3-3.5 cmol+/kg 이었다. 또한, 치환

성 염기 성분비 (Exch. Ca:Mg:K)도 인삼생육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값은 우량포지에서 6:2:1, 불량포지

에서 4:2:1로 나타났다.

Fig. 4. Positional relationships between the growth of ginseng
and nutrient contents of leaves analyzed by principal
components z1 and z2.

Table 5. Guide of the nutrient contents in soils and leaves

Ansung Low Sufficient High
Prosity(%) <50 50<

T-N(%) <0.20 0.20~0.28 0.28<
Av.P2O5(mg/kg) <500 500~900 900<

Exch.Ca(cmol+/kg) <2.3 2.3~3.5 3.5<
Exch.Ca:Mg:K 4:2:1 6:2:1

P(%) 0.25< <0.25
Mg(%) <0.22 0.22<
 N/P <10 10<

N/Mg <10 10~13 13<
K/Mg <14
Ca/P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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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의 무기양분함량 적정범위는 P 0.25% 이상, Mg 0.22%

이하였으며 그 외의 원소에 있어서는 뚜렷한 값을 나타내지 않

았다. 우량포지에서 엽 중 N/P, N/Mg, K/Mg, Ca/P의 함량비

는 각각 10 이상, 10-13, 14 이하, 1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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