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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인삼밭 차광망 미피복시 두둑 피복물에 따른 출아 및 생육 특성

농촌진흥청 : 김영창*, 방경환, 김장욱, 현동윤, 김동휘, 차선우

The Emergence and Growth Characteristics of Ginseng According to Mulching Material of

the Ridge of Non-Shading Net During Winter

Department of Herbal Crop Research, NIHHS, RDA : Young-Chang Kim*,

Kyong-Hwan Bang, Jang-Uk Kim, Dong-Yun Hyun, Dong-Hwi Kim, Seon-Woo Cha

실험목적

매년 반복되는 폭설로 인한 인삼 해가림 시설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지역에서 겨

울철에 차광망을 걷어 피해를 예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배수가 불량한 인삼밭이나

혹한에 자주 노출되는 인삼밭에서는 차광망을 걷어 놓게 되면, 해동기 때 뇌두 부패로 인

해 이듬해 결주율이 증가하고 이는 수량감소로 직결된다. 따라서, 겨울철 인삼 해가림 차

광망을 걷은 인삼포의 두둑관리 요령을 제시하고자 본 시험을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실험재료 : 고려인삼(Panax ginseng C. A. Meyer)의 재래종 4년생

○ 시험장소 : 공주, 당진, 평창

○ 처리내용 : 차광망 미제거

차광망 제거 후 두둑 무피복, 비닐피복, 폐4중직 피복

○ 조사항목 : 출아기, 생존율, 생육특성, 병해 및 생리장해 발생 정도

시험결과

○ 출아기는 지역에 관계없이 차광망 제거 후 비닐피복>무피복>4중직 피복>차광망 미

제거 순이었으며, 차광망 제거 후 두둑에 비닐 피복을 한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4～12일 정도 빨랐음.

○ 생존율을 보면 차광망 미제거 두둑과 비닐피복, 4중직 차광망을 피복한 두둑은 각각

83.5%, 84.1%, 84.1%로 처리간에 차이가 없었고, 차광망 제거 후 무피복한 두둑은

73.2%로 나타났으며, 차광망을 제거하지 않은 두둑과 차광망을 제거하고 비닐 및 차

광망을 피복한 두둑의 생존율이 차광망을 제거하고 무피복한 두둑에 비해 평균

10.3% 높게 나타났음.

○ 경장, 경직경 등 지상부 생육 특성과 생리장해는 각 처리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병해 발생정도는 차광망을 미제거한 두둑이 다른 처리구에 비해 적게 나타

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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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두둑 피복 유무에 따른 출아기 및 생존율 비교(4년생)

두둑

피복재

출아기(월. 일) 생존율(%)

공주 당진 평창 공주 당진 평창 평균

차광망 미제거 4.25 4.25 5.8 92.1a 89.1a♪ 69.3a 83.5a
무피복 4.17 4.20 4.30 80.0b 79.7b 60.0b 73.2b
비 닐 4.13 4.15 4.25 91.1a 88.3a 72.9a 84.1a
4중직 4.21 4.23 5.2 91.6a 89.2a 71.6a 84.1a

※ 70주/90×180cm(칸), 3반복(10칸/반복), 생존율 조사일 : 5. 30, ♪DMRT(p>0.05).

<비닐 피복> <폐차광망 피복>

그림 1. 차광망 걷은 후 피복자재별 피복 방법

그림 2. 피복자재에 따른 두둑의 온도 변화

표 2. 두둑 피복 자재에 따른 생육특성 비교

구분
경장

(㎝)

경직경

(mm)

엽장

(㎝)

엽폭

(㎝)

병해정도

(0-9)‡

생리장해

(0-9)
차광망 미제거 37.6a 6.3 18.2a 6.8 1 3
무피복 37.9a 6.9 18.4a 6.1 3 3
비 닐 39.2a 6.4 19.1a 5.9 3 3
4중직 38.5a 6.1 18.7a 6.7 3 3

‡0 : 무발생, 1 : 발생1%미만, 3 : 1∼10%, 5 : 11∼25%, 7 : 26∼40%, 9 : 41%이상, ♪DMRT(p>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