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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지에서 재배되는 산양삼의 생육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재배지 내에 20×20 m 방형구를 설치하고 설치된

지역의 입지 및 토양 특성을 조사하였다. 입지특성에 관해서는 상층을 위주로 매목조사를 실시하였다. 임관울폐도는

균일하게 80%로 조절하고, 조사지내의 시험구는 미세기후를 측정하기 위한 Hobo를 설치하여 재배지의 기온, 토양내

온도변화 등을 측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시험구의 입지특성은 모든 조사구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험구내의 토양 특성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산림토양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4월경 지상부가 출현하

는 시기에는 15oC이상의 적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중온도가 상승하여 8oC에 도달하면, 산양삼의 정단부에

서 출엽을 시작하며, 지중온도가 18oC를 넘어서면 낙엽이 지기 시작한다. 묘삼 식재의 경우 초기 출아율이 높으나 3

년이후 급격히 출아율이 감소하여 자연도태가 이루어지고, 종자 파종의 경우에는 초기 출아율이 묘삼식재보다는 낮

으나 자연도태율이 묘삼식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We investigated geographical condition and soil characteristic of ginseng cultivation site. At all sites,

crown density adjusted by 80%. and Air and soil temperature were also measured. The geographical condition

vary ato all sites. and soil shows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typical forest soil of Korea. The results shows the

Air temperature needs to be higher than 15oC for seed budding at April When soil temperature reach at 8, leaf

of foest ginseng starts to bud. A forest ginseng is influenced by forest type, planting type and budding rates.

In the case of a seedling planting, an seeding emergence rate is high, but the rate is decreased rapidly after three

years On the other hand, direct seeding shows lower seedling emergence rate, but survival rate is higher than

seedling-planting.

Key words : forest ginseng, cultivation environment, forest soil,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서 론

인삼은 다년생의 반음지성 약용식물, 숙근초로서 많은

약리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용가치가 동양국가와 같

은 지역에서는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식물학적

으로 학명은 Panax ginseng로서 1843년 소련의 Carl

Anton Bon Meyer(1795-1855)가 고려인삼을 명명한 것이

유래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경제 침체와 WTO, UR, FTA 등에 의한 농

업의 위기가 한국 농촌에 팽배해 있는 시점에서 농가의

소득 수준 향상과 희망을 걸 수 있는 작목의 개발 보급이

시급한 시점이다. 현재 농가 및 산촌지역의 농업생산성이

낮아서 생산성이 높은 작물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 산양

삼은 가격에서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재배 인삼은 대면적에 재배하는 경우 내병성이 약해지

고 또한 연작이 불가능하며 생장이 느려서 국내외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다. 산림

내의 林間은 그 재배 지역으로 좋은 곳으로 고려되고 있

다. 그러한 이유로 산양삼의 가치는 국내외적으로 인정되

고 있어 일부 농가에서 경제식물로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임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은 점차 노령화되

어 노동력의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촌에서의 경작

삼과 비해서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림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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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는 그 재배지역으로 좋은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산

지내의 그늘과 온도, 좋은 토양조건, 상층 임분으로 인한

일정한 습도의 유지는 산양삼을 재배하는 데는 최적의 조

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양삼은 경작삼에 비하여 약

리작용에 있어서 효능이 몇 배나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

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므로 농가에서 경제적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다(고상만, 1988). 

그러나 현재 일부 농민들이 산림 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산지인삼은 아직 원시적이고 농민 개개인의 경험에 의존

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무분별한

산양삼의 재배를 통하여 국내외산의 식별의 문제와 함께

국내산에 있어서도 그 상품가치를 평가하는데 상당한 어

려움을 격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산양삼의 재배특성 및 기상특

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지 개황

재배지 내에 20×20 m 방형구를 설치하고 설치된 지역

의 입지 및 토양 특성을 조사하였다. 입지특성에 관해서

는 상층을 위주로 매목조사를 실시하였다. 임관울폐도는

균일하게 80%로 조절하고, 조사지내의 시험구는 미세기

후를 측정하기 위한 Hobo를 설치하여 재배지의 기온과 토

양 내 온도변화 등을 측정하고 역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산림 내에서 생장하는 산양삼의 생육 특성을 사례별(환

경별)로 조사하기 위하여 침엽수림(진안, 풍기), 활엽수림

(홍천), 혼효림(상주) 등 3가지 임분에서 생육하는 산양삼

재배지를 선정하였다. 연구지는 경상북도 상주와 풍기, 전

라북도 진안, 강원도 홍천으로 선정하여 지역별로 산양삼

을 재배하는 입지 및 환경, 미세기후를 조사하였다.

 상주지역은 리기다소나무가 우점하는 혼효임지, 풍기

는 소나무임지, 진안은 낙엽송임지, 홍천은 참나무류 임지

로 최소 5-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2. 토양분석

토양분석은 조사지인 상주, 풍기, 진안, 홍천에서 표토

의 유기물을 제거하고 A층에서 토양을 채취하여 시험하

였다.

pH는 물과 토양시료의 비율을 5:1로 희석하여 측정하였

고, 각종 무기물질량(K, Mg, Al, B, Ca, Cu, Mn, Ni,

Zn)은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model ICPS-

1000IV, Shimadzu Japan) Emission Spectrometer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유기물함량은 토양을 500o

C의 온도에서

연소시켜서 무게 감소량으로 추정하였고, 전질소는 킬탈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산양삼의 재배지 기상특성

임내에서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에서 같은 연령의

임간인삼의 미세기후 특성을 조사, 비교하였다. 기후 특성

은 기상관측장비(Hobo)를 이용하여 측정조사하였다.

미기상관측장비는 대기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상 1.5 m 지점에 대기 온습도관측장비를 설치하고, 지

중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기위하여 산양삼의 근계가 발달

하는 지중 30 cm에 측정센서를 매설하여 측정하였다.

4. 산양삼의 생육특성

산양삼의 재배에 있어서 임상별, 임상의 울폐도별 초기

유묘의 출아율은 재배관리에 있어서 재배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재배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산양삼의 초기 유

묘의 출아율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

스 내의 시험구의 설치와 2004년부터 표본지당 1,000개의

유묘식재와 종자파종으로 시험하였다. 종자 및 유묘는 경

북 풍기와 상주의 산양삼 재배농가에서 시료를 구입하였

다. 또한 연차별 출아율과 생육현황은 산양삼 평균 출아

율을 조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재배조사 내의 설치 및 입지, 토양특성

전국단위의 산양삼 재배조사지의 경우 각각의 사례조

사지 내의 시험구의 입지특성은 모든 조사구에서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다(Table 1). 조사지별 주요 상층수종은 진

안과 상주, 풍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참나무류의 천연림

이며, 진안은 낙엽송, 상주는 리기다소나무, 풍기는 소나

무가 주요상층 수종으로 나타났다. 사면방향은 북사면과

북동사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토양견밀도, 임분의 상태

는 조사지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시험구내의 토양 특성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산림토

양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Table 2). 토양은 대부분 사질

양토나, 양질사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토양산도는 약

산성토양이며, 전질소량은 0.4-0.9% 정도이며, 유기물함

량은 4-9% 정도 된다. 양이온치환력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에서 0.2-1.5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

산질은 20-75 ppm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산림토양의 특성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분적으로

지역별 조사지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

으로 산양삼 재배는 일조조건에 따라 북향 또는 동북향이

좋고, 경사도 5°-15o가 적당하며, 토양은 배수가 양호한 사

양토 또는 양토로 수고 7 m이상의 활엽수림 임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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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재배에 적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토양의 이화학적 특

성은 일반적으로 노지배지 토양의 화학적 특성은 pH5.0-

6.0, 유기물 2.0-3.5%, 인산 70-200 ppm, 칼륨 0.2-0.5

me/100 g, 칼슘 2.0-4.5 me/100 g, 마그네슘 1.0-30 me/

100 g 정도라 하고 pH가 6.5 이상, 인산 300 ppm, 칼륨

0.8 me/100 g이상, 마그네슘 4.5 me/100 g이상에서 생리적

제한을 받는다고 하였다(농림부, 1998). 이는 시험구 내의

토양특성이 산양삼의 재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산양삼 재배지의 기상 특성

표준지 내의 재배지 기상특성은 지상온도는 -10oC에서

30oC 정도 범위에서 존재하고 특히 4월경 지상부가 출현

하는 시기에는 15oC 이상의 적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대기습도는 강우와 관계하여 매우 다양하게 나

타나고 있으며. 대기온도가 28oC정도에서 고온스트레스

에 의한 엽의 탈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

으로 지상온도가 15oC에서 산양삼의 지상부가 출현하여

엽이 발생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상온도가 30oC를 넘어가

기 시작하는 시기에 지상부가 완전히 휴면에 들어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풍기지역이 가장 늦은 5월 중

순경에 출엽을 시작하였다. 또한 풍기지역이 가장 늦은 9

월 초순에 지상부의 휴면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

지중온도는 대기의 온도와 다르게 4월에 급격히 상승하

기 시작하여 9월까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지중온도가 상승하여 8oC에 도달하면, 산양삼의 정단

부에서 출엽을 시작하며, 지중온도가 18oC를 넘어서기 시

작하며 지상부가 휴면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풍기지역에서 9월 초순에 휴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산양삼의 재배적정 온도는 지중온도가 10-

18oC인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또한 인삼생육의 적정

온도 범위는 5~20oC이라고 하였다(이종철 등, 1985). 이는

본 조사의 지상부 생육온도 범위 및 연간 저온일수 등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로 판단된다. 지하부 온도의 경우에 있

Table 1. Location condition of research site.

Plot Species
Slope

(o)
Direction

Soil hardness
(kg/cm3)

Texture*
Average of trees

D.B.H (cm) Height (m)

Jinan1 Larix leptolepis 25 N 19 SL 20 18

Jinan2 Larix leptolepis 20 N 16 SL 19 21

Jinan3 Larix leptolepis 15 E 15 LS. 31 16

Sangju1 Pinus rigida 35 N 13 LS 25 15

Sangju2 Pinus rigida 25 NW 16 LS 28 17

Sangju3 Pinus rigida 20 E 20 SL 25 16

Punggi1 Pinus densiflora 25 N 18 LS 14 9

Punggi2 Pinus densiflora 28 NW 13 SL 20 14

Punggi3 Pinus densiflora 35 NE 16 SL 18 10

Hongcheon1 Quercus mongolica 30 NW 29 LS 25 15

Hongcheon2 Quercus mongolica 10 NW 11 L 35 17

Hongcheon3 Quercus mongolica 20 NW 16 LS 20 17

*SL: sand loam soil, LS: loam sand soil, S: Sand soil, L: loamy soil, Lic: clay soil

Table 2. Soil condition of research site.

Plot Species Texture* PH
Organic 
density

(%)

Total of 
nitrogen

(%)

P
2
0
5

(ppm)

Cation exchange capacity (me/100 g)

K Na Ca Mg

Jinan1 Larix leptolepis SL 5.00 4.6 0.57 40.1 0.24 0.34 0.76 0.85

Jinan2 Larix leptolepis SL 4.52 4.2 0.45 35.5 0.30 0.32 0.94 0.58

Jinan3 Larix leptolepis LS. 4.55 5.3 0.52 34.0 0.42 0.53 0.84 0.76

Sangju1 Pinus rigida LS 4.67 5,7 0.76 68.2 0.74 0.59 0.68 0.62

Sangju2 Pinus rigida LS 4.97 7.4 0.63 25.4 0.65 0.97 0.75 0.75

Sangju3 Pinus rigida SL 4.4 6.7 0.62 23.3 0.23 1.23 0.84 0.68

Punggi1 Pinus densiflora LS 5.4 4.7 0.76 63.4 0.59 0.46 0.76 0.74

Punggi2 Pinus densiflora SL 4.22 4.5 0.48 37.5 0.78 0.67 0.86 0.75

Punggi3 Pinus densiflora SL 5.5 7.6 0.59 61.4 0.78 0.93 0.75 0.78

Hongcheon1 Quercus mongolica LS 5.4 8.8 0.74 47.1 0.47 0.92 0.67 0.76

Hongcheon2 Quercus mongolica L 4.3 4.4 0.65 42.1 0.45 0.43 0.79 0.69

Hongcheon3 Quercus mongolica LS 5.3 6.6 0.79 36.5 0.65 0.94 0.85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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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미국삼연구에서 근권의 온도가 18oC에서 최적의

생육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미경 등, 1986).이 또한 본

조사의 근권 온도에 따른 지상부의 휴면 개시 시기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3. 산양삼의 임상별, 울폐도별 출아특성 

산양삼의 재배에 있어서 임상별 유묘의 출아율은 묘삼

식재의 경우 초기 2년차에서 약 25%정도의 유묘 출아율

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3년차에서 부터는 활엽수에

서 10%, 침엽수에서 6%정도의 출아율 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2). 이는 유묘의 이식에 있어서

일반적인 식물에 비교하여 초기의 단순이식활착율과 이

식 후 장기생존율이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이 초기 이식활

착 이후 임지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장

기 생존율에 있어서 초기 생존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종자 파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초기의 80% 정도의

발아율이 2년차에서도 80% 정도의 높은 출아율로 나타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이는 종자 직파묘의 경우

종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산지에 이식묘에 비하여 더욱 잘

적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지에서의 산양삼 재

배에 있어서는 산양삼의 종자를 산지에 직파하는 방식이

산양삼의 생존을 통한 출아율을 높여, 잔존율을 높이는 방

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위적으로 조절된 임간울폐도(70, 80, 90%)에 따른 산

양삼의 출아율은 유묘의 식재의 경우 침엽수림에서는 울

폐도에 상관없이 평균 82% 정도의 출아율을 나타났으며,

활엽수림에서는 임간 울폐도 90%에서 93% 정도의 출아

율을 나타냈고, 나머지는 울폐도 80, 70%에서는 83-84%

정도의 출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3).

이는 활엽수임지의 경우 유묘의 이식처리구에서는 울폐

도가 높으며, 토양의 보습성이 높아지는 효과에 의해서 초

Figure 1. Changes of air temperature(a), and ground temperature(b) in research site for forest ginseng using Hobo in Sangju,

Phunggi Hongchun.

Figure 2. Different forest type of forest ginseng budd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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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유묘의 출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종자파종 처리구에 있어서는 침엽수림과 활엽수

림 모두에서 울폐도 90%에서 최고 출아율을 나타내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울폐도와 출아율에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3). 이는 앞에서 언급한 임간

울폐도와 토양보습과의 상관관계로 종자의 발아율과 출

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초기의 출아율과 함께 장기 생존율에 있어서는

우수영 등(2005)의 연구에서 임상별 산양삼 생육에 있어

서 최적의 임간울폐도는 80% 라고 한 것을 참고하며, 초

기의 출아율과 장기생육에 필요한 광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산양삼의 재배방법 및 임상별, 연근수에 따른 출아율

산양삼의 묘삼의 이식 후 출아율을 연차별로 비교하면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모두에 다같이 3, 5년에서 출아율이

낮아지고 특히 침엽수림에서는 활엽수림에 비하여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임상별 묘삼이식에

있어서 출아율의 추세식을 보면 활엽수림에서는 Y=

-7.1X+76.4(R2=0.89)로 나타났으며, 침엽수림에서는 Y=

-7.9X+77.5(R2=0.94)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활엽수림에서

침엽수림에 비하여 유묘의 이식이 조금 더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양삼의 종자파종 후 출아율을 연차별 비교하면

묘삼의 식재와 달리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모두에 다같이

3년에서 출아율이 낮아지고 특히 침엽수림에서는 활엽수

림에 비하여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임

Figure 3. Different forest shade rate of forest ginseng

budding rate.

Figure 4. Different forest types and ages of forest ginseng budd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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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별 종자파종에 있어서 출아율의 추세식을 보면 활엽수

림에서는 Y = -7.6X+96.6(R2=0.95)로 나타났으며, 침엽수

림에서는 Y = -8.2X+96.9(R2=0.98)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자파종재배에 있어서도 침엽수림에 비하여 활엽수림에

서 재배에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양삼의 장기재배에 있어서 추세식에 따르면

유묘의 이식의 경우 12-15년 정도에서 산양삼의 유묘의

잔존본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산양

삼의 재배에 있어서 묘삼의 이식 후 3-5년 또는 7-8년에

다시 재이식이 산양삼의 생존율을 높여 영속적인 재배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양삼의 묘삼이식 재배의 경우 재이식이 없이는 8년 정

도에서 수확, 판매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종자파종의 경우 묘삼의 경우와 달리 추세식에 따르

면 15년 이상에서도 잔존본수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3년에 산지묘삼의 형태로 이식 및 판매하거나, 또

는 장기재배를 통하여 10년 이상 재배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산양삼의 재배방법 및 연근수에 따른 생육현황

산양삼의 묘삼식재와 종자파종의 생육현황을 산양삼의

연근별 근중(무게)으로 비교하였다(Figure 5). 묘삼식재과

종자파종 모두에서 연차별로 산양삼의 근중이 선형적으

로 늘어나고 있으나 특히 종자파종의 경우 3년에서 생육

이 더욱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묘삼식재와 종

자파종에서 근중증가의 추세식을 보면 묘삼이식에서는

Y=0.3X+1.3(R2=0.95)로 나타났으며, 종자파종에서는

Y=0.5X-0.3(R2=0.9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자파종이 묘

삼식재에 비하여 생장이 더욱 급격히 늘어나고 산양삼의

뿌리의 형태 등 또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양

삼이 산지의 환경에 종자단계에서 더욱더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산양삼 재배에 있어서 이

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고 찰

산양삼은 재배삼과 비교 경작지가 아닌 임지 내에서 재

배한 삼을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삼은 경작지 재배를 통

해 많은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잔류농약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소하고 고품질의 삼을 안정적으로 재배·공급하

기 위한 삼의 경작을 임지 내에서 실시함으로써 경작지에

서 재배하는 재배삼이 가지고 있는 잔류농약, 과도한 비

료사용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약리효과가 더

욱 뛰어난 고품질의 산양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는 현재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

로 재배 지역별 생육환경과 이러한 재배 환경을 조사하고,

재배지 내에서 생육하는 산양삼의 생리적 특성을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하여 산양삼의 재배지의 환경 및 재배된 산

양삼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산양삼 재배지의 입지 및 토양환경의 특성에서는 일반

적으로 산양삼의 재배지는 일조조건에 따라 북향 또는 동

북향이 좋고, 경사도 5°~15o가 적당하며, 토양은 배수가

양호한 사양토 또는 양토로 수고 7 m 이상의 활엽수림 임

간에서의 인삼재배에 적당하다고 하였다(농림부, 1998).

또한 인삼의 경우 토성은 점토함량이 있고 잔자갈이 있는

토양으로 배수와 공기유통이 잘되는 토양이 유리하다고

하였다(현동윤 등, 2006). 본 조사구는 대부분 북향에서 북

서향으로 편향되어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사도 또

한 9°~29°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토성은

사양토 및 양사토로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 활엽수림에서 재배하지만 일부 침엽수림에서 재

배하고 있으며, 수고는 9 m이상의 3령급 이상의 임분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배농가에 대한 인

터뷰를 통하여 현재 특정 방향으로 편향된 사면을 구입하

거나 임대하기가 쉽지 않으면 재배경험상 광질 등의 영향

은 임간울폐율 등으로 조절이 일부 가능하고 임내의 수분

과 온도에 재배성공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인삼의 경우 우량포지의 토양의 이화학적 조Figure 5. Growth situation of forest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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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pH 5.6 정도, 유기물 20 g/kg, 유효인산 129~168

mg/kg, K 0.46~0.55 cmol/kg, Ca, 2.9~3.6 cmol/kg, Mg

1.6~1.7 cmol/kg라고 하였으며(이명보 등, 1980;목성균 등,

1996), 황점병, 오갈병, 등의 발생 포지는 병이 발생하지

않은 포지에 비하여 염류농도가 1.7배, 질산태농도가 2.0

배, 유효인산 2.2배, 그리고 나트륨 1.5배 이상에서 나타난

다고 하였다(현동윤 등, 2009). 따라서 본 조사에 있어서

모든 조사구는 토양산도는 pH 4.5-6.0 사이의 약산성토양

이며, 전질소량은 0.15-0.8% 정도이며, 유기물함량은 2-

9%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이온치환력 칼륨이온

은 0.2-0.7사이, 마그네슘이온은 0.7-1.5 사이, 칼슘이온은

1.2-4.1 사이이며, 나트륨에서 0.1-1.9 정도로 다양하게 나

타나고 있으며, 인산질은 10-68 ppm 정도를 나타내고 있

다. 이는 토양의 산도는 비교적 적정한 수준이며, 전질소

량, 인산질 등은 일부 부족한 경향이 있고, 칼슘, 칼륨, 마

그네슘에 있어서는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산지에서의 산양삼 재배지의 토양은 토양의 산도와 질

소량, 인산질의 미량의 부족을 제외하고 양이온치환량에

있어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지 재배는 염류과다

등에서 발생하는 병에 대하여 기존의 경작지에 비하여 안

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인위적인 큰 변

수가 없으며, 토양의 조성이 식물체의 화학조성에 영향을

주어, 토양특성을 반영하는 화학적 조성을 가진다고 하였

고(송석환 등.a, 2008), 특히 인삼의 경우 토양의 광물학적

특성, 재배기간, 토양의 이화학적 변화에 따라 성분이 달

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송석환 등.b, 2008), 따라서 산지에

서의 재배는 경작지의 염류집적에 의한 병발생에 대한 안

정성 및 산림 토양의 부식층등에서 침출성분 등에 영향을

받아 그 화학적 조성이 더욱 다양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양삼재배지의 기후 특성에 있어서는 본 조사의 지상

부 생육온도 5~30oC범위 및 연간 저온일수 등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 또한 본 조사의 근권 온도에

따른 지상부의 휴면 개시 시기의 온도인 18~20oC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 인삼의 재배연구에 있어서 광합성, 호흡,

수분 및 온도의 관계에서 18~20oC를 생육적온이라고 하

고(박훈a,b, 1997) 특히 뿌리부분은 온도가 15~20oC가 생

육적온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조사된 산

양삼의 생육온도 범위가 대기온도 5oC에서 출엽하여 30oC

이상에서 지상부 효면이 발생하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산양삼의 지하부 휴면은 근권온도

가 18~20oC에서 발생한다고 한 것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이를 통하여 산양삼의 재배에 있어서 대기 및 근

권의 온도가 지상부의 출엽과 생육 및 휴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판단된다. 

산양삼의 임상별 출엽율에 있어서는 인삼의 임간재배

연구에서는 임상별 출엽율의 조사에서 침, 활엽수 모두에

서 이식묘의 경우 당년 출엽율 90%이상을 나타내지만 익

년에는 25%이상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종자의 경우는 당

년 75%정도에서 익년 70%정도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

다고 하였다 또한 임상별로는 크게 차이가 없으며, 이식

묘의 경우 활엽수가 직파의 경우 침엽수가 조금 더 유리

하다고 하였다(농림부, 1998).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매

우 유사한 결과이며, 당년과 익년 사이의 출아율의 감소

추세의 차이는 기후 등의 외부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임간재배시 울폐도 조절을 통해 최적온도와 공

중습도의 조절이 이루어지며, 지중온도는 울폐도가 높으

며 최고 3oC까지 낮출 수 있으며, 활엽수 임지에서 오후 1

시경 전광량 23,700 lux에 대하여 15,400 lux로 약 70%정

도의 광도 조절효과가 있다고 하였다(농림부, 1998). 이는

본 연구의 임간 울폐율이 90%가 가장 유리하다고 한 연

구결과가 유사하며, 또한 우수영과 이동섭(2005)의 연구

에서 임상별 산양삼 생육에 있어서 최적의 임간울폐도는

80%이라고 한 것을 참고하며, 본 연구의 울폐율 90%가

가장 유리한 것은 종자 및 묘삼의 초기의 출아율과 관계

되어 임간 울폐율이 높으며, 온도가 낮아지고, 습도가 높

아지는 효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며, 우수영과 이동섭

(2005)의 연구에서의 장기생육에 필요한 광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양삼의 장기재배에 있어서 임상별 묘삼이식에 있어

서 출아율의 추세식을 보면 활엽수림에서는 Y = -

7.1X+76.4(R2=0.8907)로 나타났으며, 침엽수림에서는 Y = -

7.96X+77.5(R2=0.938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활엽수림에

서 침엽수림에 비하여 유묘의 이식이 조금 더 용이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별 종자파종에 있어서 출아율의

추세식을 보면 활엽수림에서는 Y = -7.6X+96.6(R2=0.9464)

로 나타났으며, 침엽수림에서는 Y = -8.17X+96.9(R2=

0.9842)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활엽수림에서 침엽수림에

비하여 종자파종재배에 있어도 재배에 용이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산양삼의 재배에 있어서 묘삼의 이식 후

3-5년 또는 7-8년에 다시 재이식이 산양삼의 생존율을 높

여 영속적인 재배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종자파종의 경우 3년에 산지묘삼

의 형태로 이식 및 판매하거나, 또는 장기재배를 통하여

10년 이상 재배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인삼의 경우 직파와 이식재배에 있어서 직파재배는 동

체의 신장이 양호하나 지근의 발달이 불량하여 동체중의

비율이 높고 지근비율이 낮으며, 직파재배의 경우 적변 발

생율이 적으나 동체와 지근부위의 엑스와 조사포닌 함량

이 낮다고 하였으며(이성우 등, 2005), 임간재배에 있어 직

파재배시 인삼의 생존율은 침엽수림과 일반재배지에서는

80% 이상 생존하며, 활엽수에서는 40% 정도 생존한다고

하였다(임주락 등, 2003). 이식재배의 경우에도 익년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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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율에 있어서 침엽수림이 활엽수림에 비하여 높다고 하

였다(농립부, 1998). 또한 임간재배에 있어서 이식재배는

10~11년 후 잔존율이 0%에 이른다고 하였고, 파종재배의

경우 12~13년 경과 후 잔존율이 0%에 이른다고 하였다

(농림부 1998). 이는 본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연간의 출아율의 조사를 제시한 본

연구를 통하여 산양삼의 이식재배에 있어서 적정한 2차

또는 3차의 이식시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묘삼식재와 종자파종에서 근중증가의 추세식을 보면 묘

삼이식에서는 Y = 0.255X+1.25(R2=0.9531)로 나타났으며,

종자파종에서는 Y = 0.454X-0.24(R2=0.9086)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종자파종이 묘삼식재에 비하여 생장이 더욱 급

격히 늘어나고 산양삼의 뿌리의 형태 등 또한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인삼의 임간재배연구에 있어서 인삼 직파

및 1년근 이식재배 시 임간재배가 지상부와 지하부 생육

에서 일반재배에 비하여 생육량이 저조하며, 침엽수림과

활엽수림 간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묘령별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에 있어서는 1, 2년근의 경우 발육속도의 차

이는 있으나 생육은 모두 양호하지만 3~6년근에서는 발

육이 정지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묘령이 많을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특히 임간재배보다 일반재배

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임주락

등, 2003). 또한 임간재배에 있어 근중생육은 이식재배보

다 직파재배가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농림부,

1998).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 것으로 앞으로 산양삼

재배에 있어 산림의 특징을 살려 투입노동력의 절감 등의

경비절감을 위한 직파재배가 더욱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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