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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인 습해 유발조건에서 2년생 인삼 품종의 생육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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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growth characteristics to develop the technique to select resistant cultivar 
by wet injury at an early stage through the automatic irrigation maintaining 30, 20, 10 kPa respectively using native 
variety, Chunpoong, Yunpoong, Gumpoong and Sunun. The aerial growth was decreased at 10 kPa compared to 30 kPa. 
In addition, the survival rate was decreased by 66.6%, 62.3%, 33.8% at 30, 20, 10 kPa, respectively. The survival rate 
of Chunpoong and Gumpoong were higher than others at 10 kPa. While root growth characteristics such as root length, 
root weight, number of lateral root and side root were tended to decrease, root diam was no significant or increased. 
And the more humid condition is, the more the incidence rate of rusty root and rough skin were tended to increase. 
The epidermal thickness of Chunpoong and Gumpoong was increased but the figures of native variety, Yunpoong and 
Sunun were decreased at 10 kPa compared to 30 kPa. But, the tissue stiffness of root was decreased at 10 kPa compared 
to 30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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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강수량은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기상요소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몬순(계절풍) 기후대에 속하고 

있어, 그 특성상 여름철(6월 - 8월)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40 - 60%를 차지하며, 집중호우로 인해 매년 과습 피해를 

받고 있다(Kwon et al., 1982).

일반적으로 밭작물의 최적토양함수량은 최대용수량의 

70 - 80% 정도이며, 최대용수량 이상의 수분상태가 유지

되면 습해가 생기게 된다(Lee et al., 1989). 습해는 주로 

뿌리에서 나타나며, 수분 과잉이 지속됨에 따라 뿌리에서 

산소부족과 환원성 유해물질 등이 집적되고(Park et al., 

1999), 이것이 뿌리의 호흡을 저해하여 수분이나 양분의 

흡수 및 이동을 억제하고 결국 양분 부족 등의 이유로 작물

체의 생장량이 감소된다(Boru et al., 2003). 

인삼(Panax ginseng C. A. Meyer)은 반음지성 작물로 

해가림 시설 내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강우시 직접적으로 

비를 맞지 않는다. 그러나 해가림 시설 내부 미세 환경 조건

에 따라서 생육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며(Kim et al., 

2013), 재배학상 한 세대가 4년으로(Kwon et al., 1998), 

4 - 6년간 동일한 위치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다른 작물에 

비하여 토양 환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Jin 

et al., 2009), 그 중에서도 특히 토양수분이 가장 수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Park et al., 2008).

한편, 소득수준이 개선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면서 인삼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우리나라 인삼 재

배면적은 2000년 12,455 ha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에는 

19,702 ha로 늘어났으나(MAFRA, 2015), 2009년 이후 연

작장해 회피를 위한 초작지 부족은 신규 재배면적 감소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2014년에는 14,652 ha까지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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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il chemical properties in the experimental field.

pH
(1:5)

EC
(dS/m)

NO3

(mg/kg)
P2O5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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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4 0.32 30.41 110.93 0.18 1.69 0.11 5.17 9.74 

였다(Jang et al., 2013). 그 결과 연작장해 회피(Jo et al., 

1996)와 초작지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수불량에 

따른 습해로 인한 황증, 적변 등 생리장해 발생이 많은 단점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Lee et al., 2013), 점차적으로 인삼 

논 재배 면적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Lee et al., 2009), 

습해 저항성 품종 개발 요구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토양수분이 인삼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활

발하게 진행되어 인삼의 위조수분 한계가 토양수분의 13%

인 것이 밝혀졌고(Park et al., 2008), 포장용수량의 60%

에서 지상부 생육이 좋은 반면 30 - 40%에서 뿌리 신장이 

억제되었으며, 인삼의 최적수분함량이 절대수분함량으로 

17 - 21%라고 보고된 바 있으며(Park, 1982), 포장용수

량의 65.5%(절대수분 22.1%) 수준에서 2년생 인삼의 생

육이 양호하였고, 포장용수량의 31.5%(절대수분 10.7%)

에서는 생육이 정지한다고 보고되었다(Mork et al., 1981). 

인삼 생육에 적합한 토양수분함량과 관련된 보고는 다양하

나, 과습에 의한 인삼의 생리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와 습해

저항성 인삼 품종 육성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집중강우로 인해 매년 대두되고 있는 습해에 

대해 인삼 품종별로 생육특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새

로이 증가되고 있는 인삼 논 재배법의 개선, 적합한 품종의 

선발, 습해 저항성 개체의 조기 선발 및 인삼 내습성 품종 

육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공시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공시 재료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

과학원 인삼특작부 인삼과에서 2012년 11월 파종하여 

2014년 3월 중순에 생산된 천풍, 연풍, 금풍, 선운 등 4품종

과 재래종 묘삼을 3월 하순에 이식하였다. 

2. 포장 재배법

본 연구는 2013년 5월 상순경 수단그라스를 파종하고 

출수기에 예취, 경운하여 예정지 관리를 실시하였다. 2014

년 3월 중순에 두둑 폭 90 cm, 고랑 폭 90 cm, 두둑 높이 

35 cm로 두둑을 형성하였고, 3.3 m
2
 당 63주씩 정식하였

다. 해가림구조는 비가림하우스를 이용하였으며, 4월 하순

부터 흑색 2중직 차광망을 하우스 구조위에 설치하여 투광

량 85%를 유지하였다. 기타 재배관리는 농촌진흥청 GAP 

표준재배지침서(RDA, 2009)의 기준에 준하였다. 시험포

장의 토양이화학성은 Table 1과 같은데, 칼륨과 유기물함

량이 다소 낮았으나, pH, EC, 질산태질소, 유효인산, 마그

네슘, 칼슘 등은 적정범위 내에 있었다.

3. 습해 유발 처리

처리구를 3개로 나누어 전엽이 완료되는 5월 상순까지 

수분관리는 GAP 표준재배지침서(RDA, 2009)의 기준에 

준하여 관리하다가, 인위적인 과습 처리를 위해 5월 중순부

터 수분장력이 각각 10 kPa, 20 kPa, 30 kPa 처리구를 단구

제로 배치하고, 각 처리구에 토양수분포텐셜 측정센서

(Irrometer)를 인삼과 인삼 사이의 지하 20 cm 깊이에 설

치하고, 각 처리구의 수분포텐셜에 따라 자동관주가 이루

어지도록 관수자동제어기(Solenoid irrigation control 

system)를 설치하여, 자동관수를 실시하였다. 

4. 생육조사

각각의 처리구에 대해 생존한 식물체에 대해서 특성 조사

를 실시하였다. 지상부는 2014년 7월 상순(습해처리 후 60

일)에 실시하였고, 경장, 경직경, 엽병장, 엽장, 엽폭, 생존율 

등을 조사하였다. 지하부는 2014년 10월 상순(습해처리 후 

150일)에 조사하였으며, 근장, 근직경, 근중 등의 특성과 적

변, 은피 등 지하부 생리장해 발생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5. 지하부 표피조직 검경 및 경도 조사

처리별로 수확된 인삼 뿌리를 세척 후 뇌두부터 약 5 mm 

아래 부분을 얇게 잘라 거름종이위에 놓고 인삼뿌리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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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rowth characteristics of aerial parts in Korean ginseng cultivar by level of moisture tension.

Cultivar
Treatment

(kPa)
Stem length

(cm)
Stem diameter

(mm)
Petiole length

(c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Survival rate

(%)

Native variety 30  3.5a1) 1.86a 5.8a 5.8a 2.9a 65.3

20 4.0a 2.01a 5.1a 5.0a 2.7a 57.2

10 3.4a 2.08a 4.9a 4.8a 2.6a 22.5

Chunpoong 30 3.4a 1.95a 4.4a 4.8a 2.4a 63.2

20 3.6a 1.99a 4.7a 4.5a 2.7a 57.2

10 3.6a 1.93a 4.0a 4.6a 2.5a 46.9

Yunpoong 30 3.9a 1.95a 4.9b 4.9a 2.6a 64.3

20 2.7b 1.85a 5.8a 4.3a 2.4a 57.2

10 2.4b 1.88a 4.6b 4.1a 2.4a 35.7

Gumpoong 30 4.5a 2.29a 5.8a 6.6a 3.4a 78.6

20 3.5b 2.15a 5.7a 5.9a 3.2a 71.4

10 2.0c 1.70b 5.8a 3.9b 2.2b 42.9

Sunun 30 4.0a 2.29a 6.1a 6.4a 3.2a 61.4

20 3.3a 2.10a 5.7a 5.8b 3.1a 68.6

10 3.2a 2.19a 4.5b 4.5c 2.2b 21.4
1)Mean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DMRT (p < 0.05).

피조직을 광학현미경(Olympus no. sz61, tokyo, Japan)으

로 검경하였다. 또한 처리별 인삼 뿌리의 조직 경도를 측정

하기 위해 품종별로 뇌두부터 약 5 mm 아래 부분을 5 mm 

두께로 절단하여 식물조직경도계(KHT-40N, Fujiwara, 

Japan)를 이용하여 조직경도를 측정하였다. 

6.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2회 반복 측정하여 나타내었고, 각 그룹간의 

유의성은 SAS v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를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95% (p＞0.05) 신뢰구간에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습해처리구별 인삼 품종의 지상부 생육특성 및 

생존율

인위적인 습해 처리 60일 경과 후 처리구별 인삼 품종의 

지상부 생육 및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재래종과 천풍의 경우 지상부 생육 특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풍은 경장과 엽병장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연풍의 경장은 습할수록 짧아지는 경향이었으

나, 엽병장은 30 kPa과 10 kPa 처리구에 비해 20 kPa 처리

구에서 5.8 cm 로 가장 길었다. 금풍과 선운은 지상부 생육

특성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30 kPa 처리구가 10 

kPa 처리구에 비해 생육이 좋았다. Bishnoi와 Krichnamoorthy 

(1992)는 영양생장기에 습해를 받으면 엽면적이 감소한다

고 보고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도 과습 처리구일수록 엽장 

및 엽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생존율은 30 kPa 처리

구에서 재래종이 65.3%, 천풍이 63.2%, 연풍이 64.3%, 금

풍이 78.6%, 선운이 61.4%였고, 20 kPa 처리구에서는 각

각 57.2%, 57.2%, 57.2%, 71.4%, 68.6%, 10 kPa 처리구

에서는 각각 22.5%, 46.9%, 35.7%, 42.9%, 21.4%로 습할

수록 생존율이 떨어지는 경향이었으나, 천풍과 금풍이 10 

kPa 처리구에서도 비교적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2. 습해처리구별 인삼 품종의 뿌리 생육특성 

인위적인 습해 처리 150일 경과 후 처리구별 인삼 품종의 

뿌리 생육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재래종, 천풍 

및 연풍은 30 kPa 처리구에 비해 10 kPa 처리구가 근직경을 

제외하고 근장,  근중, 지근수 및 측근수 모두에서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금풍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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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rowth characteristics of roots in Korean ginseng cultivars by level of moisture tension.

Cultivar
Treatment

(kPa)
Root length

(cm)
Root diameter

(mm)
Root weight

(g/plant)

lateral root 
count
(unit)

side 
root count

(unit)

physiological disorder2)

Rusty root rough skin

Native variety 30 15.5a1)  9.06a 3.8a 2.2a  9.2a 0 1

20 14.2ab  9.49a 3.6a 2.0a  8.2a 1 1

10 13.1b  9.81a 3.3a 2.4a  5.9b 2 1

Chunpoong 30 16.5a  7.68a 3.1a 2.4a  3.6a 1 0

20 15.5a  7.43a 2.6a 2.1ab  3.4a 0 1

10 14.9a  6.79a 2.2a 1.7b  2.7a 2 1

Yunpoong 30 14.0a  5.98a 1.5a 1.8a  2.8a 1 1

20 12.6a  5.93a 1.4a 2.0a  3.8a 1 0

10 12.2a  6.69a 1.5a 3.0a  2.7a 1 3

Gumpoong 30 17.0a 11.47a 4.5a 2.6a  2.6ab 1 0

20 16.8a 10.56a 4.6a 2.2a  4.3a 2 0

10  4.3b  5.78b 0.6b 0.9b  0.3b 4 0

Sunun 30 19.1a  8.90ab 4.0b 2.4ab  5.9b 1 2

20 19.8a 10.23a 5.6a 2.7a 11.6a 2 3

10 13.4b  8.13b 2.9c 1.7b  3.0b 2 3
1)Mean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DMRT (p < 0.05).
2)0 : 0%, 1 : 1~10%, 2 : 11~30%, 3 : 31~50%, 4 : 51~70%, 5 : 71~100%.

Table 4. Comparison of epidermal thickness by roots of ginseng cultivar.

Treatment
Native variety Chunpoong Yunpoong Gumpoong Sunun

(nm)

30 kPa 202.04a* 157.16a 171.50a 167.14a 148.01a

20 kPa 162.63b 158.44a 163.66a 169.65a 129.14b

10 kPa 167.31b 169.54a 158.42a 178.59a 120.46b
*Mean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DMRT (p < 0.05).

kPa 처리구와 20 kPa 처리구에서는 근장이 각각 17.0 cm, 

16.8 cm, 근직경이 각각 11.47 mm, 10.56 mm, 근중이 4.5 

g, 4.6 g, 지근수가 2.6개, 2.2개, 측근수가 2.6개, 4.3개로 

유의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10 kPa 처리구에서는 근

장이 4.3 cm, 근직경이 5.78 mm, 근중이 0.6 g, 지근수가 

0.9개, 측근수가 0.3개로 감소하였다. 선운도, 30 kPa 처리

구와 20 kPa 처리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0 kPa 처리구에서는 뿌리 부패로 인해 생육이 저조하였다. 

뿌리 표피가 적갈색으로 변하는 적변삼은 토양이 과습하거

나(KT&G, 1996), 배수가 불량한 곳(KT&G, 1995)에서 많

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30 kPa 처리구

에서 0 - 10%정도 발생한 반면 20 kPa 처리구에서는 0 

- 30%정도 발생하였으며, 10 kPa 처리구에서는 70%까지 

발생하였다. 한편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은피는 투수성 과

다에 의해 토양이 건조하거나 양분 침투 및 유실에 의해 척

박한 경우와 붕소 등 미량요소 결핍 등의 원인에 의해서 발

생하는데(RDA, 2009), 본 연구결과에서는 30 kPa 처리구

에서 약 0 - 30%, 20 kPa 처리구와 10 kPa 처리구에서는 

0 - 50%까지 발생하였다. 이것은 뿌리의 호흡이 과습으로 

인해 저해되어 수분이나 양분의 흡수 및 이동이 억제되어 

양분이 부족하거나(Boru et al., 2003), 과도한 수분 공급으

로 인해 토양내 양분 유실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3. 습해에 따른 인삼 품종별 뿌리 표피 두께 비교

습해 처리구별 인삼 품종의 뿌리 표피 두께는 Table 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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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hardness of tissue by roots of ginseng cultivar.

Treatment
Native variety Chunpoong Yunpoong Gumpoong Sunun

(kgf/cm2)

30 kPa  4.845a1) 4.901a 3.960a 4.669a 4.398b

20 kPa 4.948a 4.729a 3.518a 4.783a 4.923a

10 kPa 4.935a 4.159a 3.503a 2.825b 4.306b
1)Mean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DMRT (p < 0.05).

같다. 30 kPa 처리구에서 재래종은 202.04 nm, 천풍은 

157.16 nm, 연풍은 171.50 nm, 금풍은 164.14 nm, 선운은 

148.01 nm 이었고, 20 kPa 처리구에서는 각각 162.63 nm, 

158.44 nm, 163.66 nm, 169.65 nm, 129.14 nm 이었으며, 

10 kPa 처리구에서는 167.31 nm, 169.54 nm, 158.42 nm, 

178.59 nm, 120.46 nm 이었다. 재래종, 연풍, 선운은 과습 

처리구일수록 표피 두께가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천풍과 

금풍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과습 처리구일수록 표피 두께

가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4. 습해에 따른 인삼 뿌리 경도 비교

습해 처리구별 인삼 품종의 뿌리 경도는 Table 5와 같다. 

30 kPa 처리구에서 재래종은 4.845 kgf/cm
2
, 천풍은 4.901 

kgf/cm
2
, 연풍은 3.960 kgf/cm

2
, 금풍은 4.669 kgf/cm

2
, 선

운은 4.398 kgf/cm
2
이었고, 20 kPa 처리구에서는 각각 

4.948 kgf/cm
2
, 4.729 kgf/cm

2
, 3.518 kgf/cm

2
, 4.783 

kgf/cm
2
, 4.923 kgf/cm

2
이었으며, 10 kPa 처리구에서는 

4.935 kgf/cm
2
, 4.159 kgf/cm

2
, 3.503 kgf/cm

2
, 2.825 

kgf/cm
2
, 4.306 kgf/cm

2
이었다. 재래종, 연풍, 선운은 과습 

처리구일수록 표피 두께가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천풍과 

금풍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과습 처리구일수록 표피 두께

가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Lee 등(2010)은 과습 상태에서 뿌리는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길이는 짧고 연약해지며, 굵기가 굵어지고, 껍질 조직

이 두꺼워진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도 30 kPa 처리구

에 비해 10 kPa 처리구에서 근장은 감소되었고, 근직경은 

증가하거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Table 3), 조

직의 경도는 약해졌다(Table 5). 천풍과 금풍에서 표피 조

직이 두꺼워지는 경향이었는데, 이것은 연풍 및 선운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Table 4). 이 결과로 미루어 뿌리의 

생육 상태가 습해 저항성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품종간에 차이를 보였던 과습 처리구에서의 생

존률과 표피두께는 품종간 습해 저항성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습해 저항성 인삼을 조기에 선발하기 위한 방

법을 개발하기 위해 재래종과 천풍, 연풍, 금풍, 선운 등의 

품종을 3개의 처리구로 나누어 자동관수를 통해 30 kPa, 

20 kPa, 10 kPa를 유지하여 지상부, 뿌리 및 조직경도와 

표피 두께 등의 생육 특성을 조사하였다. 지상부 생육은 30 

kPa 에 비해 10 kPa에서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생존율 

역시 30 kPa 에서 평균 66.6%로 가장 높았고, 20 kPa 에서 

62.3%, 10 kPa 에서 33.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천풍과 

금풍이 10 kPa 에서 각각 46.9%, 42.9%로 생존율이 다른 

품종에 비해 높았다. 뿌리는 근장, 근중, 지근 및 측근수는 

과습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근직경은 유의한 차이

가 없거나 증가하였으며. 적변과 은피 발생율 또한 과습할

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뿌리 표피 두께는 30 kPa에서 

재래종 202.04 nm, 천풍 157.16 nm, 연풍 171.50 nm, 금

풍 167.14 nm, 선운 148.01 nm 이었으나, 10 kPa 에서는 

각각 167.31 nm, 169.54 nm, 158.42 nm, 178.59 nm, 

120.46 nm 로, 천풍과 금풍은 증가하였으나, 재래종, 연풍 

및 선운은 감소하였다. 뿌리 조직의 경도 역시 30 kPa에서 

재래종, 천풍, 연풍, 금풍, 선운이 각각 4.845 kgf/cm
2
, 

4.901 kgf/cm
2
, 3.960 kgf/cm

2
, 4.669 kgf/cm

2
, 4.398 

kgf/cm
2
 였고 10 kPa에서 각각 4.935 kgf/cm

2
, 4.159 

kgf/cm
2
, 3.503 kgf/cm

2
, 2.825 kgf/cm

2
, 4.306 kgf/cm

2
 으

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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