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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  

 ○ 인삼 논 재배 재작지에 한 생리장해 원인  토양 병원균 억제 방법을 구명하여   

     논 인삼 안정  생산체계 확립

 ○ 인삼 고품질 생산을 하여 인삼을 재배 후 성토에 의한 재작지 생산체계 기술 확립이 필요

 ○ 인삼 재작지에 하여 재배농업인은 성토를 하여 다시 재배하고 있으나 성토

    재배에 한 명확한 재배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재료  방법 

 ○ 시험품종 : 자경종 4년근

 ○ 시험방법 

    - 시 용 량 : 500배액(토양 주), 1,000배액, 1,500배액(엽면살포)

    - 시용방법 : 토양 주(3월, 11월), 엽면살포(6월, 9월)

    - 해가림방법 : 후주연결식 경사식해가림

 ○ 주요조사항목 : 병해발생상황, 토양이화학성, 변율, 조사포닌 함량, 생육  수량  

실험결과

 가. 활성이온 칼슘제 처리별 병 발생은 무처리에서 탄 병과 무늬병이 0.2%, 잿빛곰팡

이병 0.3%, 역병 0.5% 발생하 으나 처리구에서는 0.1～0.2%의 병발생률을 보 다.

 나. 활성이온 칼슘제 처리별 변삼 발생량은 무처리에서 22.2%의 변율을 보인 반면 

토양 주 500배액 10.8%, 주+엽면살포(500+1000배) 11.1%, 주+엽면살포(500+1500배) 

10.4%의 변율 나타내었다. 

 다. 인삼의 부 별 조사포닌 함량은 세근> 지근 > 주근 순으로 높았고, 처리별 조사포

닌 함량은 활성이온 칼슘 주+엽면살포(500+1,500배) 처리에서 가장 높았다.

 라. 지하부 생육상황은 칼슘제 처리구에서 체 으로 양호하 으며, 주+엽면살포

(500+1500배)에서 주당 근 이 45.8g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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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Disease incidence by activated ion calcium treatment.  

Treatment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Alternaria 

panax

Botrytis

 cinerea

Phytophthora 

cactorum

No treat. 0.2 0.2 0.3 0.5

Soil drench(500 dilution) 0.1 0.1 0.1 0.1

Drench+Leaf application 

(500+1,000 dilution)
0.1 0.1 0.1 0.2

Drench+Leaf application  

(500+1,500 dilution)
0.1 0.1 0.1 0.2

Table 2. Rust root ginseng rate by activated ion calcium treatment.  

구  분 No treat. 
Soil drench

(500배액)

Drench+Leaf application 

(500+1000 dilution)

Drench+Leaf application 

(500+1,500 dilution)

Rust root 

rate(%) 
21.2 10.8 11.1 10.4

Table 3. Crude saponin contents by activated ion calcium treatment.  

Treatment
Crude saponin contents(%)

Taproot Lateral root Fine root

No treat. 3.57 5.55 9.80

Soil drench (500 dilution) 3.92 5.60 9.40

Drench+Leaf application  

(500+1,000 dilution)
4.99 6.42 11.68

Drench+Leaf application  

(500+1,500 dilution)
4.38 6.80 13.21

Table 4. The growth of under-ground part by activated ion calcium treatment.  

Treatment

Root 

Length

(cm)

Taproot 

Length

(cm)

Taproot 

Diameter

(mm)

No of 

lateral root  

(/plant)

No of 

fine root

(/plant)

Fresh 

weight

(g/plant)

No treat. 30.8 9.1 19.0 2.2 25.0 43.1

Soil drench(500 dilution) 30.0 8.9 21.0 3.1 24.0 44.0

Drench+Leaf application 

(500+1,000 dilution)
29.0 9.5 18.5 2.6 23.0 44.4

Drench+Leaf application 

500+1,500 dilution)
31.3 9.9 19.8 3.2 28.1 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