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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 저장 온도 및 충진제가 강황 수량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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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tudies were carried to evaluated the influence of storage method by temperatures and fillers on yield and

quality of seed rhizome in turmeric. Seed rhizome was stored at styrofoam box filled with rice hull and sand (3:1) or vermic-

ulite for 30, 60 and 90 days at different temperatures (5, 10 and 15℃. compared to traditional method (rhizome only).

Parameters were obtained for weight loss, cold injury, percentage of decayed in stored rhizome during storage periods. Also,

the germination, growth pattern and yield from stored rhizome has been investigated. It was confirmed that storage of tur-

meric in stored with filled with vermiculite helps in prevention of rhizomes from microbial and fungal attack. The storage of

rhizomes in styrofoam box without any filler at low temperature below 10℃.  is not advocated due to heavy losses weight

and decayed in management of postharvest for turmeric rhizome. Germination percentage, growth pattern and yield was

maximum for rhizomes stored at styrofoam box filled with vermiculite for 90 days at 15℃. The paper outlines a brief

attempt to assess the efficacy of non-chemical methods including optimal storage method (temperature and filler) of control

of decay and moisture losses during storage of tur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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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강황 (Curcuma longa L.)은 생강과 (Zingiberaceae)에 속

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원산지로 하고 있

으나 현재에는 전 세계의 열대와 아열대지역에 고루 분포하

여 재배되고 있다. 강황은 덩이뿌리 및 뿌리줄기를 한약재와

식품산업에서 향신료로 이용하는데 황색의 결정성분인 디케

톤 화합물인 curcumin (C21H20O6, MW 368.37)과 유도체인 p-

hydroxycinnamoylferuloylmethane 및 p,p’-dihydrox-

ydicinnamoylmethane 으로 된 황색색소를 0.3% 정도 함유하며

(Guddadarangavvanahally et al., 2002), 그 밖에 정유 1∼ 5%,

비휘발성유 2.4%, 전분 50%, 조섬유 5%, 회분 4%, 수분 16%

정도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atarajan and

Lewis, 1980). 최근 뿌리에 포함되어진 성분이 프로파일링 되어

22개의 diarylheptanoid와 diarylpetanoid, 8개의 phenylpropanoid,

68개의 monoterpene, 109개의 sesqiterpene, 3개의 triterpene, 4

개의 sterol, 2개의 alkaloid 및 14개의 기타 물질이 함유되어져

있음이 보고되었고 (Li et al., 2011) 이들 중 가장 많은 함량을

나타내는 주요한 생리활성 성분중 diarylheptanoid인 curcuminoid

는 간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항산화 효

과 및 소화기 암세포의 신장을 억제하며, 약리작용으로서

cholesterin을 용해하고, 담즙분비와 담낭수축을 촉진하며,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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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담낭염, 담석증, 황달 및 담관염 치료에 이용된다 (Alison

and Paul, 2000; Tamimi et al., 2002). 또한 항암, 항미생물,

항산화, 항염증활성, 항기생물활성 등의 광범위한 약용적 특성

을 나타낸다고 보고 (An et al., 2006; Sarker and Nahar,

2007; Hatcher et al., 2008) 되어지고 있다. 

건조된 강황의 뿌리 혹은 뿌리줄기로부터 에탄올, 유지 또

는 유기용제로 추출한 황색 색소를 심황색소 (turmeric

oleoresin)라 하여 EU,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 천연 식품

첨가제로 등록되어 있고 안전성에 관한 자료도 비교적 많은

편이며, 일본에서는 단무지의 착색에, 미국, 영국 및 스웨덴에

서는 소스를 만드는데 활용하며, 전 세계적으로 카레분의 원

료로 활용되고 있는 색소이다. 

강황에 대한 국내의 재배학적 연구는 다른 작물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데 이러한 것은 강황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한약재를 대부분 수입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알려

져 있다. 하지만 1997년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도입된 종근을

이용하여 전남 진도 지역에서 재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Choi, 2004) 현재는 진도지역과 함께 제주도, 전남 순천 등으

로 재배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강황은 일반적으로 총 영양생

장기가 7 ~ 8개월 간이며 2 ~ 3개월 간 개화기를 거치게 된다.

개화가 개시되면 종근을 형성하게 되고 개화가 중단되면 지상

부가 고사하고 종근은 휴면한다. 일반적인 포장조건에서 우기

에 생장하고 건조기에 휴면을 하게 되는데 종근을 건조한 상

태로 두면 휴면이 유지된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온도가 낮아

지고 단일 상태가 되면 종근이 휴면하고 낮은 온도에 의해 냉

해 (cold injury)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지에서 월동하지 못한다.

국내에서는 수확시기까지 개화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개화

된 상태라도 종자를 생산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뿌리줄기를

이용한 영양번식을 주로 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수확된 뿌리

줄기 중 한 개 이상의 건실한 싹을 가지고 있는 뿌리줄기를

골라 종근으로 사용하여 번식하고 매년 생산된 뿌리의 약

20 ~ 25%의 종근을 차년도 생산을 위하여 보관 유지하고 있어

야 한다. 강황의 뿌리줄기는 증식 (multiplication) 비율이 매우

낮고 생장기간 동안에 측아 (later bud)의 생성도 10 ~ 15개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종근으로 사용될 뿌리줄기 (rhizome)

의 저장은 매우 어렵고 저장 중 부적합한 환경, 병충해의 감

염에 의해 손상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크다. 강황의 이러한 낮

은 생산성과 병충해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높은 생산비용은

재배농가의 제한점이 되고 있다 (Nasirujjaman et al., 2005).

약용작물 중 종자로 번식되는 약용작물의 경우 채종 후 관

리가 까다롭지 않은 것에 비해 종자로 번식이 어려운 약용작

물 중 종근으로 번식이 되는 작물은 수확 후 관리가 소홀하거

나 종근의 저장 조건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곰팡이의 감

염에 의한 종근의 부패 및 발아저하를 유도하게 된다 (Kumar,

2000). 근경으로 번식하며 다년간의 재배과정을 겪는 약용작

물의 경우 월동기간 중 다른 작물에 비해 냉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재배 후 관리의 미숙으로 다음 해의 작물 재배에 막

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내의 강황 재배농가에서는 포장

에 식재되어 있는 종근이 겨울을 나기 어렵기 때문에 온실이

나 움저장을 통하여 종근을 저장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명확

한 근거 없이 종근을 신문지나 종이에 싸서 물에 침지한 후

물기를 빼고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아이스박스 등에 넣어 너

무 따뜻하지 않은 실내에 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의 지리적특성상 열대지역과는 달리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겨울로 인해 이듬해에 쓰일 종근이 냉해 및 곰팡이에 의한 감

염에 의해 종근 소실의 비율이 높고 일부 농가에서는 저장중

의 실수로 이듬해의 농사를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다. 또한 강황 종근에 대한 명확한 저장기술 및 조건이

구명되어 있지 않아 종근으로 저장해두고 있는 양도 필요한

양보다 더 많게 책정되어지고 있다. 

수확된 강황 뿌리를 종근으로 사용하고자 저장하는 경우 곰

팡이의 감염에 의한 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확된 강황

종근을 환기가 원활한 방에 강황의 잎을 덮어 보관하기도 하

고 톱밥과 모래에 마전 (Strychnos nuxvomica)의 잎을 혼합하

여 충진제로 사용하여 보관하는 방법과 1 kGy의 수준의 60Co

γ-선을 조사하여 보관하는 방법 (Padwal-Desai et al., 1987)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병증발현이 관찰되어지는 경우 생강

(ginger)에 대하여 추천되어지고 있는 화학적인 살충제 및 항

곰팡이제에 침지시킨 후 저장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수

확 후 및 이식하기 전 종근을 0.1%의 quinalphos 용액에 5분

동안 침지시키거나 (CPCRI, 1985), 0.3% dithane M-45와

0.05% malathion solution을 수확된 뿌리에 처리하여 저장함으

로써 곰팡이와 해충의 감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Srinivasan and Hamza, 2000). 

하지만 이런 화학적 방제처리방법은 종근에 따로 저장하지

않고 판매 및 가공하고 남은 뿌리덩이를 선별하여 종근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의 상황에서 종근 저장을 위한 전처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학적 방제 처리제의 잔류성 때문에 강황 종근을 저장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저장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저장조건을 사용하여 저장된 강황 종

근의 발아 및 입모율, 생육 및 수확량 등을 검정함으로써 종

근의 최적 저장방법을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강황 (Curcuma longa L.) 종근은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의 일반 농가에서 2011년 수확된 덩이뿌리를 구입하여 사용

하였으며 외관의 상처가 없고 냉해나 온도조건에 의한 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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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지 않은 상태의 종근을 분근하여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1) 온도 및 충진제 종류에 따른 강황 종근의 종근 감모율,

냉해 피해율 및 부패 비율

강황 종근에 대한 저장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저장고 저장

은 관행 저장과 저장고 저장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저장고

저장은 저장온도 (5℃, 10℃, 15℃, Multi-Chamber HK-

MC13R, HANKUK Scientific Instrument Company, Korea)

와 보관충진제 (VEM =버미큘라이트, RHS =왕겨 +모래 = 3:1)

를 달리하여 처리하였고 스치로폼 (60W × 40L × 20 H㎝)의 상

자에 각 충진제를 종근의 상하로 5㎝의 두께로 충진 시키고

그 가운데 저장하였으며 저장기간은 각 온도와 충진제의 조건

별로 1, 2, 3개월 나누어 저장하였다. 관행 저장은 종근을 신

문지나 종이에 싸서 물에 침지한 후 물기를 빼고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아이스박스 등에 넣어 온도별로 저장하였고 저장

중 종근의 건조를 막기 위하여 2 일에 한번 씩 스프레이 상

태로 수분을 공급하였으며 각 저장기간별로 중량 감모율, 냉

해 비율, 병원균 감염에 의한 부패율을 조사하였다. 중량 감모

율 및 부패율은 전자저울 (TS2KK, OHAUS Co., US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저장 전 중량에 대한 감모량과 부패

량을 백분율로 환산하였고 냉해 비율은 유관으로 확인하여 전

체 저장 개체수에 대한 냉해 피해 종근의 비율로 산정하였다.

2) 종근의 저장 조건이 강황의 발아율, 생장 및 수확량에 미

치는 효과 

저장 기간과 저장 방법 및 저장 온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저장된 강황 종근의 생육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은색 PE

필름 멀칭이 되어 있는 노지에 생육상 시험구 (1.35 × 4.5 m)

를 설치하고 열별 재식거리 30㎝ 간격으로 1 열로 파종

(2012. 4. 28) 하였으며 시비는 10 a당 6㎏의 질소와 6㎏의

인산을 전량기비로 시용하였으며 시험구는 난괴법을 이용하여

4 × 3 요인 처리구로 배치하였고 3반복을 실시하였다. 저장 기

간과 저장 방법 및 저장 온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저장된 강

황 종근의 발아율을 검정하였으며 (2012, 6. 19) 초기 생육을

확인하기 위하여 파종 후 3개월 뒤에 (2012, 7. 22) 지상부의

생육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지상부 생육검정은 줄자 (NEO330,

Komelon)를 이용하여 초장 및 잎의 수를 검정하였으며 생육

동안에 병충해의 발병유무를 관찰하였다. 또한 저장 기간과 저

장 방법 및 저장 온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저장된 강황 종근

을 파종하고 7개월 동안 재배한 후 뿌리를 수확하였다 (2012,

11. 2). 수확된 뿌리는 수돗물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 후에

하루 동안 실온에서 보관하며 건조하였다. 건조된 뿌리는 잔

뿌리와 그루터기를 제거하여 식재 및 상품으로 사용되어지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식물체에서 형성되어진 덩이

뿌리를 포함하는 뿌리의 무게를 전기식 지시저울 (2.5CS,

CAS)을 사용하여 칭량하였다.

3) 통계처리

온도 및 충진제 종류에 따른 강황 종근의 종근 감모율, 냉

해 피해율 및 부패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저장 기간과 저장 방

법 및 저장 온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저장된 강황 종근의 초

장 및 잎의 수, 수량 비교에서 얻어진 각 자료는 SAS 프로그

램 (Statistical software, SAS institute)를 이용하여 ANOVA

에 의한 Duncan (DMRT, Duncan Multiple Range Test) 검

정을 수행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온도 및 충진제 종류에 따른 강황 종근의 종근 감모율,

냉해 피해율 및 부패 비율

종근의 저장에 있어 종근 감모율은 저장에 따른 수분의 소

실로 이루어지며 저장 중 종근의 호흡량, 당농도 등에 영향을

미쳐 다음세대의 식물 생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장 중 종

근 감모율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다. 영양번식을 위한 뿌리의

저장에 있어서 수분 손실에 의해 높은 감모율을 나타낸다는

것은 수확 후 저장에 대한 주요한 제한 요인이 되며 종근 감

모율은 종근 저장 시 저장온도가 높을수록 또한 저장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Brecht, 2003)

강황 종근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저장온도와 보관충진제를

달리하여 저장기간에 따른 종근 감모율을 검정하여 본 결과

이러한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각 충진제별로 종근 감모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왕겨 +모래를 충진제로 사용하

고 15℃에서 90일을 저장한 경우로서 45.8%의 종근 감모율을

나타낸 반면 가장 낮은 종근 감모율을 나타낸 것은 관행저장

방법으로 5℃에서 30일을 저장한 경우였으며 2.2%의 종근 감

모율을 나타내었다. 

관행저장의 경우 각 온도에서 90일 까지 저장한 경우 종근

감모율이 각각 5℃의 경우 24.5%, 10℃의 경우 29.9%, 15℃

의 경우 39.8%로 나타나 온도가 낮을수록 종근 감모율은 낮

게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저온조건이 저장된 종근의 호흡비

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 왕겨 +모래를 충진

제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관행저장보다 더 높은 종근

감모율을 나타내었으며 버미큘라이트를 충진제로 사용하여 저

장하는 경우 모든 온도에서 관행저장이나 왕겨 +모래를 충진

제로 사용한 처리구보다 낮은 종근 감모율을 나타내었다. 이

러한 결과는 왕겨 +모래로 충진하는 경우 저장 공간상에 입

자 공극이 크고 건조된 상태의 왕겨가 강황 종근의 건조를 더

빨리 유도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지며 종근, 인편, 괴경 저

장 시 감모율은 저장되는 온도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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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충진재료가 높은 증발산 (evapotranspilation) 비율을

나타내거나 저장 대상으로 하여금 호흡과 같은 생리적 과정을

유도시키는 경우 저장 온도가 상승되어 감모율이 높아진다는

보고 (Ravi and Aked, 1996)와도 유사하였다. 따라서 종근

저장을 위한 충진제의 선택에 있어서 종근 감모율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종근의 증발산이나 호흡 비율을 감소시켜 저장온

도를 낮은 상태에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소재나 종근으로부

터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낮고 수분구배 (moisture

gradient)를 감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선발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장고 저장에 있어서 관행저장 (충진제 없이 종근만 저장)

과 충진제 및 저장온도에 따른 냉해 비율을 비교하여 본 결과

관행저장의 경우 5℃에서 30일 저장 시 36.4%의 종근이 냉해

피해를 나타내었으며 동일한 온도에서 60일 저장하는 경우

92.6%, 90일을 저장하는 경우 94.5%가 냉해 피해를 나타내었

다. 저장 기간별 종근의 냉해 비율은 저장 60일 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5℃ 저장온도조건에서 버미큘

라이트와 왕겨 +모래를 충진제로 사용하는 경우 각각 11.6%

와 26.3% 만의 냉해 피해를 나타내었다. 또한 관행 저장의

경우 10℃에서는 약 8 ~ 10%, 15℃에서는 4 ~ 8% 수준으로

냉해 피해를 나타낸 반면 충진제 처리 저장에서는 이러한 냉

해 피해가 관찰되지 않았다. 

수확된 생강의 뿌리를 저장하는 경우 상대습도 85 ~ 90% 수

준에서 12 ~ 13℃에 저장하는 것이 적합하며 12℃ 이하에서

저장하게 되면 냉해가 발생하여 조직이 연화되고 뿌리 표면에

변색하고 부패되어진다는 보고 (Akamine, 1969)와 비교 하여

볼 때 강황 종근 저장 시 최적 저장 온도는 10℃ 이상이며

저온 조건 (5℃)이라 하더라도 충진제의 사용을 통해 냉해 피

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황과 같은 열대성

식물의 종근 저장 시 저온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냉해 피해는

대부분 어느 점 (freezing point) 이상의 낮은 온도에 노출되

었을 경우 발생하며 7℃ 이하의 온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작물이 가지는 풍미가 소실되고 발아력이 감소한다고 보고되

고 있다 (Ravi and Aked, 1996). 저온 조건 (5℃)에서 충진

제의 사용 없이 종근 자체를 보관하는 경우 냉해 비율이 높은

것은 종근 사이에 형성된 비교적 큰 공극에 의하여 외부 환경

에 의해 온도 전달이 늦고 밀폐된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의 강

황 종근 저장함으로써 종근이 발생시키는 호흡열에 의해 증산

된 수분이 환기 불량으로 인하여 응축되고 이들이 냉해의 전

달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강황 종근에 발생하는 냉해의 상해 증상은 조직이 연화되고

물러져 있었으며 상해를 받은 조직 부위가 종근 자체에서 떨

어져 나와 부패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이유는 냉해

는 일반적으로 세포막의 변화와 단백질의 변성을 유발하고

(Hausaman et al., 2000) 이에 따른 세포막의 투과성증대 및

이온유출 (Saltveit, 2002)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저장고 저장에 있어서 관행저장 (충진제 없이 종근만 저장)

과 충진제 및 저장온도에 따른 병원균 감염에 의한 부패율을

비교하여 본 결과 전체적으로 저장기간이 오래될수록 병원균

감염에 의해 부패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관행저장

을 하는 경우 저온조건 (5℃)에 따른 냉해 피해와 그에 따른

2차적 병원균 감염에 의하여 충진제를 처리한 경우보다 부패

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저장 공간

에 어떠한 충진제 없이 생강을 저장하는 경우 뿌리 썩음이나 부

패에 의해 손상 받기 쉽다는 보고와 유사하였다 (Thankamani

et al., 2002). 저장온도 및 충진제 사용에 따른 부패율은 90일

저장 시 왕겨 +모래를 충진제로 사용하고 5℃에 저장하는 경

우 9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유는 왕겨 +모래

를 충진제로 사용하여 저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온조건 하

에서는 냉해에 의해 종근 섬유질의 붕괴되고 왕겨에 잠복된

균에 의해 2차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며 뿌

Fig. 1. The effect of storage condition, different of fillers and
storage temperatures on change of weight loss (%) in
radix of Curcuma longa L. Con; custom storage (only
rhizome), VER; storage with vermiculite, RHS; storage
with rice hull and sand (3:1), 5, 10, 15; different storage
temperatures (℃) Mean values ± SD from triplicate
separated experiments are shown. Mean with difference
letter (a-g)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Fig. 2. The change of weight loss on storage with RHS (rice
hull and sand, 3:1) by time period in radix of
Curcuma longa L. A; after 30days, B; after 60days, C;
after 90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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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저장하는 동안 토양 중에 존재하던 다양한 bacteria와

fungi에 의해 종근에 부패될 수 있다고 보고 (Brecht, 2003)하

였으나 이밖에도 온도 조건에 따라 충진제를 사용한다 하더라

도 충진제의 특성에 의해서 감모율이나 부패율이 증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온 조건 (5℃)을 제외한 경우 충진제의 사용이 병원균 감

염에 의한 부패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냉해

비율과 유사하게 60일 후 급격한 부패가 이루어졌으나 10℃

에서 충진제를 사용하여 저장하는 경우 60일 이후에도 부패율

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10℃에서 버미큘라이트로 충진하

는 경우 90일까지 부패율이 36.4%로 가장 낮았다. 

2. 온도 및 충진제 종류에 따라 저장된 강황 종근의 발아율

강황 종근의 저장에 있어서 관행저장 (충진제 없이 종근만

저장)과 충진제 및 저장온도를 달리하여 30, 60, 90일을 저장

하고 파종하여 발아율을 살펴본 결과 5℃에서 30일간 저장하

는 경우 관행저장, 왕겨 +모래를 충진제로 사용하여 저장한

처리구와 버미큘라이트를 충진제로 사용하여 저장한 처리구의

발아율은 60 ~ 85%를 나타낸 반면 60일과 90일을 저장하는

경우 2.5 ~ 10.5% 수준으로 낮아져 저온 조건에서 장기간 저

장하는 경우 발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러한 결과는 mango ginger를 대상으로 하여 수확 후 뿌리 저

장 시 저온 (chilling temperature, 4℃) 30일 이상 저장할 수

없다고 보고 (Policegoudra and Aradhya, 2007)한 결과와 유

사하였고 생강과 식물의 뿌리를 저온 조건하에서 장기간 저장

할 수 없는 이유는 냉해와 그에 따른 병원균 감염에 의해 저

장 중 뿌리의 부패율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모

든 충진제 처리구에서 발아율은 10℃보다는 15℃에서 우수하

였으나 10℃에서 저장하는 경우 관행저장이나 왕겨 +모래를

충진제로 사용하여 저장한 경우 35-65%의 발아율을 나타낸 반

면 버미큘라이트를 충진제로 사용하여 저장한 처리구는 약 85-

90%의 발아율을 나타내어 15℃에서 저장한 모든 처리구보다

더 우수한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15℃에서 저장하는 경우 관

행 저장보다는 충진제를 사용하여 저장한 처리구에서 발아율

이 더 우수하였으며 왕겨 +모래를 충진제로 사용하여 저장한

처리구가 버미큘라이트를 충진제로 사용하여 저장하는 것 보

Fig. 3. The effect of storage condition, different of fillers and
storage temperatures on cold injury in radix of
Curcuma longa L. Con; custom storage (only rhizome),
VER; storage with vermiculite, RHS; storage with rice
hull and sand (3:1), 5, 10, 15; different storage
temperatures (℃). Mean values ± SD from triplicate
separated experiments are shown. Mean with difference
letter (a-f)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Fig. 4. Observation of cold injury using cross section of
seed rhizome in Curcuma longa L. during storage
periods at low temperature (5℃). A; storage periods of
30 days, B; storage periods of 60 days, C; storage
periods of 90 days.

Fig. 5. The effect of storage condition, different of fillers and
storage temperatures on decay rate in radix of
Curcuma longa L. Con; custom storage (only rhizome),
VER; storage with vermiculite, RHS; storage with rice
hull and sand (3:1), 5, 10, 15; different storage
temperatures (℃). Mean values ± SD from triplicate
separated experiments are shown. Mean with difference
letter (a-g)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Fig. 6. Observation of decay lesion of different storage
temperatures in radix of Curcuma longa L. A; storage
temperature of 5℃, B; storage temperature of 10℃, C;
storage temperature of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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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약간 우수한 발아율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은 아니었다. 

3. 종근의 저장 조건이 강황의 생장 및 수확량에 미치는 효과

저장 기간과 저장 방법 및 저장 온도에 달리하여 저장된 강

황 종근을 파종하고 3개월 후 지상부의 생육 검정을 수행한

결과 저장된 종근으로부터 새롭게 출현한 강황의 잎 수는 강

황 종근을 5℃에 30일을 저장하는 경우 충진제의 종류에 상

관없이 관행 저장에서와 유사한 잎 수를 나타내었으나 5℃의

저온에서 60일 및 90일을 저장하는 경우 모든 처리구에서 냉

해 발생으로 인해 고사하였다. 강황 종근을 10℃에 30일을 저

장하는 경우 관행저장방법으로 저장한 종근으로부터 생육한

강황의 잎 수는 2.8개로 나타났고 왕겨 +모래를 충진제로 사

용하여 저장한 처리구의 잎 수는 2개, 버미큘라이트를 충진제

로 사용하여 저장한 처리구의 잎 수는 2.26개로 나타나 충진

제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관행저장의 경우 잎 수가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60일 및 90일을 저장하는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강황 종근을 15℃에 저

장하는 경우 30일, 60일, 90일 순으로 종근을 저장한 저장기

간이 길어질수록 잎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관행

저장보다는 충진제를 사용하여 저장한 종근에서 출현하는 잎

수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보통 강황의 잎은 엽

초로서 입자루의 길이와 거의 같을 정도로 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에 적은 수의 잎을 통하여 필요한 동화 산물을 모두 합성

할 수 있고 부족한 영양분을 종근으로부터 대사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강황 종근을 15℃에 저장하는 경우 30일, 60일,

90일 순으로 종근을 저장한 저장기간이 길수록 감모되는 비율

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뿌리 생육에 필요한 동화 산물을 축적

하기 위하여 잎 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초장에 있어서 강황 종근을 5℃의 저온상태로 60일 및 90일

을 저장하는 경우 모든 저장방법에서 종근이 모두 고사하여 측

정할 수 없었고 30일을 저장하는 경우 왕겨 +모래를 충진제로

사용하여 저장한 처리구의 초장이 관행저장이나 버미큘라이트

를 충진제로 사용하여 저장한 경우보다 더 높은 초장을 나타내

었다. 또한 강황 종근을 10℃에 30일 저장한 경우 왕겨 +모래

를 충진제로 사용하여 저장한 처리구와 버미큘라이트를 충진제

로 사용하여 저장한 처리구에서 관행저장 보다 높은 초장

을 나타내었고 동일온도에서 60일 또는 90일을 저장한 경

우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15℃에서 30

일 저장하는 경우 왕겨 +모래를 충진제로 사용하여 저장

한 처리구에서의 초장이 관행저장이나 버미큘라이트를 충

진제로 사용하여 저장한 처리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60일 및 90일을 저장하는 경우 버미큘라이트를 충진제로

사용하여 저장한 처리구가 왕겨 +모래를 충진제로 사용하여

저장한 처리구와 관행저장보다 높은 초장을 나타내었고 전체적

으로 15℃에서 저장하는 경우 관행저장 보다는 충진제를 처리

한 구가 높은 초장을 나타내었다. 

저장 기간과 저장 방법 및 저장 온도에 달리하여 저장된 강

황 종근을 생육시키고 잎 수와 초장을 검정한 결과 잎 수는

초장과 모든 처리구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이유는 강황이 잎 발생에 있어 잎이 매우 큰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화되어 나온 잎이 길이에 따라 초장이

결정되고 1 주당 1 ~ 2 개로 구성된 잎으로도 광합성에 필요

한 충분한 대사가 가능하므로 엽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저장 기간과 저장 방법 및 저장 온도에 달리하여 저장된 강

황 종근을 생육시키고 7개월 이후 덩이뿌리의 무게를 칭량하

여 수확량을 검정하여 본 결과 5℃의 저온에서 단기간 (30일)

저장하는 경우에서는 충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관행저장 처리

구가 충진제를 사용하여 저장하는 처리구보다 더 양호한 덩이

줄기 생체중을 나타내었으나 10℃ 및 15℃에 저장하는 경우

Fig. 7. The effect of storage condition, different of fillers and
storage temperatures on rhizome germination in
Curcuma longa L. Con; custom storage (only rhizome),
VER; storage with vermiculite, RHS; storage with rice
hull and sand (3:1), 5, 10, 15; different storage
temperatures (℃). Mean values ± SD from triplicate
separated experiments are shown. Mean with difference
letter (a-f)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Fig. 8. Germination and growth of stored rhizome by
different storage temperatures in Curcuma longa L.
(A); stored rhizome at 5℃, (B); stored rhizome at 10℃,
(C); stored rhizome a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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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충진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양호하였으며 충진제 중에서

도 버미큘라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높은 덩이줄기 생체중을

나타내었다. 반면 5℃에서 장기간 (60일, 90일)을 저장하는 경

우 모든 개체가 고사하여 수확할 수 없었다. 저온에서 단기간

저장하는 경우 관행저장 방법이 충진제를 사용하여 저장하는

방법보다 덩이줄기 생체중이 더 높았으나 저온조건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모든 개체가 고사한 이유는 저온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저장은 종근을 저장하는 중에 발생하는 호

흡열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종근의 활력을 유지시켜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지속적인 저온 상태에서의 저장

은 종근으로 하여금 냉해 및 냉해에 따른 병원체 감염에 의한

부패율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강황의 종근 저장

에 있어 5℃의 저온에서 저장하는 경우는 저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근을 10℃에서 60일을 저장 하고 파종하여 수확량을 검

정한 결과 관행저장 처리구는 약 13 g으로 낮은 수확량을 나

타낸 반면 왕겨 +모래를 충진제로 사용하여 저장한 처리구는

44.6 g, 버미큘라이트를 충진제로 사용하여 저장한 처리구에서

는 96.23 g의 높은 수확량을 나타내었고 90일의 경우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15℃에서 60일 및 90일 동안 저장

하였을 때 모두 관행저장은 낮은 수확량을 나타낸 반면 충진

제 처리구에서는 높은 수확량을 나타내었고 버미큘라이트를

충진제로 사용하여 15℃에서 90일 저장하는 것이 약 161.38 g

으로 가장 높은 수확량을 나타내었다. 또한 15℃ 이상에서 저

장하는 경우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확량이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고 충진제를 사용하는 경우 수확량 증가율은 더

큰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장기간 중 온도 및 충진제 처리

가 종근의 활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상기 결과를 통하여 종근을 이용하여 강황을 번식하고자 하

는 경우 종근의 저장 방법은 10℃ 이상의 저장 온도에 버미큘

라이트를 충진제로 사용하여 저장하는 것이 강황 종근 저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냉해 및 부패율을 방지하고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안정된 종근 저장방법임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다양한 충진제의 적용 및 냉해 및 부패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충진 소재의 선발, 저장온도 및 저장방법에 따른

저장기간별 유용성분의 함량 검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

며 강황 종근의 저장기술 및 조건이 구명을 통해 강황의 수확

후 저장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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