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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재배  인삼의 온도조건 별 수용성과 불용성 탄수화물함 량과 조성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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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 경과 목 (O bjectives)

 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다년생 반음지성 본류로서 양방  한방에서 

귀 한 한약재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인삼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삼은 생육기간동안 합성을 통해 1차 사산물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합

성되어 인삼 생장과 연계되며, 한 이들은 다양한 2차 사산물(사포닌)로 환된

다. 최근 인삼 생육환경의 인 인 조성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량생산을 가능  

하는 양액재배(Hydroponics)기술에 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양액재배한 인삼의 

온도조건에 따라 수용성과 불수용 탄수화물의 함량  조성과 주요 생장반응간의 

계를 비교하 다.

재료  방법(Materials and Methods)

○ 공시재료 : 자경종 2년근

○ 이식일 : 2010년 5월 11일

○ 재배방법 : 양액재배

○ 시험장소 : 증평 농업기술센터

○ 샘  채취 : 6월7일부터 2주 간격으로 6회실시

○ 온도 처리 : 온과 고온으로 두 처리 간 온도차는 일평균 4∼5℃

○ 주요 조사 내용

  - 인삼 온도조건, 생육시기  식물체 부 별 탄수화물 함량 비교

  - 인삼 온도조건, 생육시기  식물체 부 별 수용성 탄수화물 조성 비교

실험결과(Results)

1. 수용성 탄수화물 함량은 생육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불수용성 탄수화물

은 기와 동체에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인삼 식물체 부 별 수용성 탄

수화물 함량은 온에서는 동체에 체로 많이 나타났고, 고온에서는 잎에서 가장 많은 

함량을 보 다. 반면, 불수용성 탄수화물은 각 처리구  시기를 통틀어 동체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 다. 

2. 수용성 탄수화물 합성량은 온도조건에 계없이 동체, 잎, 기 순으로 함량이 높게 나

타났다. 불수용성 탄수화물 합성량은 온도조건에 계없이 잎과 기에서는 소량 존재 

하 고, 동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3. 수용성 탄수화물 조성은 잎과 기에서는 탄수화물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동체 

부 에서는 8월16일 단당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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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양액재배 인삼의 온도조건에 따른 생육시기별 수용성 탄수화물함량  합성량.

구분 WSC(%) WSC합성량(mg/주)

처리별 온 고온 온 고온

시기/부 잎 기 동체 잎 기 동체 잎 기 동체 잎 기 동체

6월07일 6.42 6.00 9.28 7.45 8.48 14.29  9.72 5.91 15.29  9.85 6.49 19.25  

6월21일 8.55  9.24 12.57 13.44 8.51 11.48 17.85  11.83 36.25 23.49 6.01 29.70 

7월05일 12.20  6.29 14.98 11.01 4.51 10.94 20.61  7.20 43.25 17.00 2.11 41.32 

7월19일 11.88  4.56 9.28 15.89 6.71 9.38 19.93  3.06 36.91 27.78 3.81 51.28 

8월02일 21.99  9.93 18.29 22.80 13.84 12.66 42.56  6.48 82.70 36.36 7.03 65.40 

8월16일 11.33  4.83 12.66 11.64 6.28 13.56 19.51  3.37 81.84 24.18 3.80 76.15 

표 2. 양액재배 인삼의 온도조건에 따른 생육시기별 불용성 탄수화물함량  합성량.

구분 Starch(%) Starch합성량(mg/주)

처리별 온 고온 온 고온

시기/부 잎 기 동체 잎 기 동체 잎 기 동체 잎 기 동체

6월07일 5.26 3.70 30.70  6.63 5.02 24.35  8.20 3.07 49.85  8.86 2.69 35.12  

6월21일 7.96  4.84 22.06 4.36 2.85 38.35 16.88  6.19 63.29 7.64 2.01 98.55 

7월05일 6.07  3.36 45.46 5.12 3.64 36.37 10.44  2.56 130.57 7.87 1.69 207.33 

7월19일 4.15  3.46 48.04 4.99 2.85 37.09 7.05  2.33 189.44 9.15 1.72 238.13 

8월02일 8.15  2.96 40.55 5.67 3.07 52.67 12.28  2.77 213.06 9.00 1.55 271.69 

8월16일 4.38  3.24 46.91 6.57 3.22 73.63 7.48  1.31 270.81 9.26 0.89 349.28 

그림 1. 양액재배 인삼의 온도조건, 생육시기  식물체 부 별 수용성 탄수화물 조성. 

    (G : Glucose, Suc : Sucrose, MS : monosaccharide, DS : Disaccharide, DP : Degree of polymer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