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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Objectives)

최근 강원지역 등 북부 지역으로 6년근 홍삼 원료삼 재배면적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고

품질 안정생산에 유리한 지역환경 적응형 적정 해가림 자재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다. 2011년 10～11월에 강원 북부지역(철원 등)을 중심으로 이상저온과 고온현상이 지속

되면서 조기 저온감응에 의한 휴면타파 및 월동 전 발뇌 및 출아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해당 지역에 식재된 인삼의 해가림 자재 및 품종에 따른 이상기온에 대한 감응속도 및

조기발뢰 피해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북부 지역의 이상기후 대

응 및 재배환경에 적합한 내재해성 해가림 자재 선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해가림

자재 및 품종별 조기발뇌 특성 및 피해수준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공시재료 : 고려인삼 자경종(Panax ginseng C. A. Meyer), 천풍, 연풍

◦ 시험장소 : 철원 인삼약초시험장 5년근 재배포장

◦ 해가림 종류 : 차광망(PE4중직 ; 청색1+흑색3), 차광지(청색), 차광판(은박지)

◦ 차광처리기간 : 2008년 묘삼 정식 후 2012까지(재식밀도 19주/㎡ ; 7행 9열/칸)

◦ 조사항목 : 최근 10년간 평균, 최고, 최저기온, 해가림 자재별 기온, 지온변화, 지하부

생육특성, 조기발뇌 및 출아율, 월동 후 뇌두 부패비율, 결주율 등

실험결과 (Results)

◦ 2011년 10월 중 강원 철원지역 이상기온 발생 현황 조사 결과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하여

평년(최근 10년 평균) 대비 1.1℃ 낮고, 최저기온이 인삼 저온감응 적온(5℃) 이하로 낮게

유지되는 일수가 2.4일 더 긴 것으로 나타남(15일). 11월에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평년 대비

평균 3.8℃ 더 높고, 최고기온이 인삼 출아적온(10℃)이상 지속 일수가 5.1일 길었음(21일).

◦ 해가림 자재별 온도변화는 차광지〉차광판〉차광망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이상기온에

따른 조기 발뇌 및 출아율(‘11.11.17 조사)도 같은 경향을 보여, 차광지 처리구에서 월동 전

조기발뇌 및 출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동 후 결주율도 가장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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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성적

Fig. 1. Comparison regional unusual temperature in 2011 with recent 10 years('01～'10, Cheorwon)

purple stem variant Cheonpoong Yunpoong

Fig 2. Early Budding and emergence characteristics of 5-Year-Old Ginseng(Panax ginseng

C.A.Meyer) by different shading material and veriety in regional unusual temperature.
†

Shade materials(PESN : polyethylene shade net with threefold blue and onefold black color,

PESS-Blue : polyethylene shade sheet with Blue color, RSSP : rain shelter shading plate)
‡

investigation date : '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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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reezing damage of 5-Year-Old Ginseng(Panax ginseng C.A.Meyer) by different shading

material in regional unusual temperature('12, Cheorwon).
†

Shade materials(PESN : polyethylene shade net with threefold blue and onefold black color,

PESS-Blue : polyethylene shade sheet with blue color, RSSP : rain shelter shading pl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