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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Objectives)

인삼 재배에서 좋은 품질의 묘삼은 수확량과 상관관계가 깊어 양질의 묘삼을 생산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묘삼재배 연작피해가 심해 묘삼포의 확보가 어려운 형편

이고, 연작지에서 생산된 묘삼의 경우 농약 등에 의한 노출이 심해 잔류농약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저조는 생산량과 품질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한 묘삼 가격의 급등은 농가 경영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안정적 묘

삼공급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체계적인 묘삼공급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어 시설을 이용한 고정삼포 조성과 인공상토를 활용한 청정 우량 묘삼생산 가능성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시험장소 : 강원도 철원 인삼약초시험장

◦ 시험품종 : 자경종, 천풍

◦ 처리내용 :

- 코코피트＋펄라이트, 원예상토＋펄라이트, 피트모스＋펄라이트

◦ 조사내용 : 지상부, 지하부 생육조사

실험결과 (Results)

◦ 인공상토 조성에 따른 지상부 생육은 코코피트+펄라이트와 원예상토+펄라이트 처리구

의 생육이 우수하였으며, 피트모스+펄라이트 처리구의 생육은 부진하였고, 지하부 생

육은 원예상토+펄라이트, 코코피트+펄라이트 처리구의 생육이 우수하여 묘삼으로 이용

이 충분하였으며, 피트모스+펄라이트 처리구에서는 기형적인 생육을 보여 묘삼생산을

위한 배지로 적합하지 않았다.

◦ 인공상토에서 생산된 묘삼은 양직묘와 비교하여 정식 후 생육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농가에서 경작지에 구애받지 않고 인공상토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청정 묘삼을 생산

할 수 있으며, 본포 수량증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저자 연락처(Corresponding author) : 허수정 E-mail : hsujeong@korea.kr Tel : 033-450-8912



- 112 -

* 시험성적

Fig. 1. Ginseng seedlings grown with artificial medium.

Table 1. Growth characteristics of aerial part of ginseng seedling by creating an

artificial medium

Treatment plant height(㎝) stem diameter(㎜) leaf length(㎝) leaf width(㎝)
horticultural 

substrate+Perlite 12.1±1.17 1.7±0.22 4.6±0.28 2.5±0.17
cocopeat+Perlite 13.2±1.04 1.7±0.26 4.6±0.33 2.3±0.18

peat moss+Perlite  9.3±0.84 1.0±0.16 3.5±0.22 1.8±0.26

Table 2. Growth characteristics of underground part of ginseng seedling by creating

an artificial medium

Treatment root length(㎝) root diameter(㎜) rhizome diameter(㎜) root weight(g)
horticultural 

substrate+Perlite 13.8±2.48 4.4±0.55 2.0±0.32 0.8±0.22
cocopeat+Perlite 14.2±1.77 3.9±0.50 1.7±0.44 0.7±0.15

peat moss+Perlite  6.3±2.78 4.1±0.58 1.3±0.34 0.3±0.08

horticultural substrate+Perlite cocopeat+Perlite peat moss+Perlite

Fig. 2. Seedlings produced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mposition of medi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