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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인삼 잎의 생육이 완성되는 6월 상순 이후 15일 간격으로 석회보르도액과 화학농약을

각각 처리하여, 석회보르도액 처리가 인삼의 생육 및 수량성, 그리고 진세노사이드 함량

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여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재료 및 방법

○ 시험품종: 4년생 자경종, 묘삼 이식: 2008년 3월 중순, 재식밀도: 70주/3.3㎡

○ 저농약재배로 2년간 관리한 후 4년생이 되는 2010년부터 본시험의 시험재료로 이용

○ 석회보르도액 제조: 유산동과 생석회를 이용, 자가제조

○ 처리내용 : 1) 무처리 2) 화학농약 살포 3) 석회보르도액 살포

○ 살포 시기: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 간격으로 총 7회 살포

○ 6월에는 6-6식 석회보르도액 1회 살포하고 7～9월에는 8-8식 석회보르도액 6회 살포

○ 관행의 화학농약 방제구: 포리옥신과 만코지 수화제를 번갈아 가면서 살포

○ 해가림 유형: A-1형, 해가림 피복재료: 4중직 차광망(청색 3+흑색 1), 고온기 2중직 추가

○ 진세노사이드 분석: Agilent 1100 series HPLC, YMC-Pack ODS AM 칼럼, 203㎚ UV검출기

결과 및 고찰

4년생 인삼을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9월 하순까지 15일 간격으로 총 7회 석회보로도

액과 화학농약을 각각 처리하여 4년생 인삼의 생육특성과 수량성, 그리고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석회보르도액 처리시 초장, 경장, 엽장 및 엽생존주율은 무처리보다 높았으나 화학농약

처리보다 낮았다. 석회보르도액 처리시 지하부 생존율은 무처리에 비해 약간 높고 화학농

약 처리보다 약간 낮았으나 처리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석회보르도액 처리시 주당

근중은 무처리보다 유의적으로 증가되었으나 화학농약 처리보다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석회보르도액 처리시 수량성은 무처리구보다 21% 증가되었으나 화학농약 방제구보다

7% 감소되었다. 화학농약 방제에 비해 석회보르도액 처리시 수량이 약간 감소되었던 원

인은 엽면적의 감소와 지상부 생존율의 저하로 인한 뿌리의 비대 억제와 지하부 생존율

의 저하 때문이었다. 생육후기에 잎의 생존율이 높아질수록 동체의 비율이 증가되고 지근

의 비율이 감소되었다. 총진세노사이드 함량은 무처리>석회보르도액>화학농약 순으로 무

처리에서 가장 높고 화학농약 처리에서 가장 낮았는데, 그 원인은 동체의 비율이 가장 높

고 지근이 비율이 가장 낮았기 때문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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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owth characteristics and foliage disease ratio by spraying lime-bordeaux

mixture and agrochemicals in 4-year-old ginseng.

Treatment

Plant

height

(㎝)

Stem

length

(㎝)

Leaf

length

(㎝)

Leaf

width

(㎝)

Chlorophyll

content

(SPAD value)

Ratio of

survived

leaves(%)†

Control 52.3b 30.2b 12.3a 5.4a 29.0a 32.9c

Lime-bordeaux
♩

53.2b 31.1b 11.4b 5.4a 30.5a 61.3b

Agrichemicals 55.1a 33.9a 12.6a 5.7a 30.0a 67.7a

* Mean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DMRT(p>0.05)

♩ Concentration of copper sulphate and quiklime: 6-6 ratio in June and 8-8 ratio in July～

Sept. by 15 days interval.

†Investigation date: September 15, 2010, Variety : Jakyongjong(local variety)

‡Shade material: three-layered blue and one-layered black PE (polyethylene) net(twofold

black PE net added on June 16～September 10

Table 2. Underground growth characteristics and root yield by spraying

lime-bordeaux mixture and agrochemicals in 4-year-old ginseng.

Treatment

Ratio of

Survived root

(%)

Tap root

length

(㎝)

Tap root

diameter

(㎜)

Root

weight

(g/plant)

Ratio of

rusty

root(%)

Root

yield

(g/3.3m
2
)

Control 78.1a 8.5a 17.0b 15.7c 1.14b 864c

Lime-bordeaux
♩

80.4a 9.0a 18.3a 17.5b 1.18ab 1,044b

Agrichemicals 82.7a 8.9a 18.2a 19.1a 1.26a 1,114a

* Mean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DMRT(p>0.05)

♩ Concentration of copper sulphate and quiklime: 6-6 ratio in June and 8-8 ratio in July～

Sept. by 15 days interval.

†Investigation date: October 20, 2010, Variety : Jakyongjong(local variety)

‡Rusty root index: (X1×1)+(X2×2)+(X3×3)+(X4×4)/(X1+X2+X3+X4), X1: no visible lesions, X2:

slight lesions, X3: medium lesions, X4: serious lesions

Table 3. Comparison of dry matter partitioning ratio by spraying lime-bordeaux

mixture and agrochemicals in 4-year-old ginseng.

Treatment Rhizome Taproot Lateral root Fine root

Control 4.6a 72.3a 12.2a 10.8a

Lime-bordeaux 4.5a 74.6a 9.0b 11.9a

Agrichemicals 4.9a 76.6a 7.9b 10.7a

†Investigation date: October 20, 2010, Variety : Jakyongjong(local variety)

Table. 4. Ginsenoside composition of 4-year-old ginseng by spraying lime-bordeaux

mixture and agrochemicals. (d.w %)

Treatment
Panaxadiol (PD) Panaxatriol (PT)

Total PD/PT
Rb1 Rb2 Rc Rd Re Rf Rg1 Rg2

Control 0.201a 0.069a 0.134a 0.031a 0.246a 0.094a 0.303a 0.036a 1.114a 0.643a

Lime-bordeaux♩ 0.188a 0.078a 0.133a 0.033a 0.243a 0.093a 0.263b 0.037a 1.069a 0.678a

Agrichemicals 0.143b 0.063a 0.107b 0.028a 0.198b 0.082a 0.271b 0.034a 0.926b 0.592a

* Mean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DMRT(p>0.05)

‡Analyzed part of ginseng root was taproot, Variety : Jakyongjong(local var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