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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ltered physical properties of root media by the 

successive cultivation with nutrient solution in multiple years and supplement effects of perlite on 

growth of Panax ginseng. After collecting one year, two years, and three years used media, the 

degrees of difference in physic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by comparing to fresh medium [new 

and composed of 70% peat moss and 30% perlite (v/v)]. The 1 and 3 years used media were 

supplemented by the perlites with the grade of 3-5 mm and 1-3 mm in diameter and supplement 

rates were varied. Then, physical properties were measured again to determine the degree of 

improvement and to decide optimum supplemental rates. Compared to the new medium, the 

increased number of years in successive cultivation of Ginseng seedlings resulted in the lowered 

proportion of large particles and the get higher proportion of small particles. The increase in the 

rates of small particles resulted in the rise of container capacity (CC) and the decrease of air-filled 

porosity (AFP) compared to fresh medium. The treatments of 1+4:9 (one year used medium 

supplemented with 4 g of 3-5 mm and 9 g of 1-3 mm perlites), 3+2:7 (three years used medium 

supplemented with 2 g of 3-5 mm and 7 g of 1-3 mm) and 3+4:9 (three years used media 

supplemented with 4 g of 3-5 mm and 9 g of 1-3 mm perlites per 100 g of used medium) showed 

similar particle size distribution, CC and AFP to fresh medium. In the ginseng cultivation 

experimen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new medium and the 1+4:9 medium in 

the growth of above-ground tissue. The ginseng growth in root medium used for 3 years showed 

significant lower growth than those in new medium, but the growths in the 3+4:9 treatment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compared to those in the 3 years used medium. The root growth in terms 

of root fresh and dry weights in the treatment of three years used were also significantly lighter than 



488 Hort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다년간 연속적 사용으로 변화된 상토의 물리성 및 기상률 증가가 묘삼 생장에 미치는 영향

those of other treatments. However, growth of Panax ginseng was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treatment of 3+4:9 

(corrected medium of 3 years used). 

Additional key words: container capacity, particle size distribution, peat moss, total porosity

서 언

국내의 묘삼 생산은 고설 베드 또는 지면과 맞닿은 베드에 상토를 충전한 후, 3월경 개갑된 종자를 파종하고 11월까지 육묘

한다. 육묘 중간에는 식물 생장을 촉진하기 위해 비료의 농도와 시비 횟수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관비하고 있다(Hyun et al., 

2013). 묘삼 생산을 위한 전체 비용 중 상토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대부분의 재배 농가는 사용한 상토를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하고 있다.

베드재배를 위한 상토는 피트모스 또는 코코피트에 펄라이트 등 직경이 비교적 큰 물질을 혼합하여 물리성을 조절한 후 작물

재배에 이용하며, 노지재배를 위한 사양토가 대략 50%의 고상률과 50%의 공극률을 보유하는 데 비하여 혼합상토는 약 20% 

미만의 고상률과 80% 이상의 공극률을 갖도록 물리성을 조절한다(Milks et al., 1989; Raviv and Lieth, 2008; Choi et al., 

2012). 이러한 이유는 공극률이 낮은 상토에 관수할 경우 베드 아랫부분에 가상지하수(perched water table)가 형성되어 중력

이 약하게 작용하며, 배수가 불량하고 작물 재배 중 상토의 과습과 가스 확산 불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Nemali 

and van Iersel, 2008; Nelson, 2012).

혼합 상토는 파종 또는 정식 전 재배에 적합하도록 혼합하는 물질의 종류와 비율을 조절하여 보수성과 토양 통기성이 적절한 

비율을 갖도록 조제한다. 이와 같이 작물 재배 전 물리성을 조절하여도 재배 중 미생물에 의한 유기 물질의 분해와 무기질 재료

의 물리적인 부서짐에 의해 점차 작은 입자의 비율이 증가한다(Raviv and Lieth, 2008; Grunert et al., 2016). 단위 용적당 작

은 입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큰 입자보다 표면적이 증가하며, 상토의 입자를 둘러싼 물의 양이 증가하여 보수성이 높아지면서 

상토 내 가스 확산이 불량해진다(Sonneveld and Voogt, 2009). 또한 재배 중 미생물 분해 또는 물리적인 부서짐에 의해 생성된 

작은 입자는 관수 시 점차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큰 입자 사이에 형성된 공극을 점유하고, 이는 가상지하수층이 두껍게 형성되

는 원인이 된다(Nelson, 2012). 따라서 중력이 약하게 작용하는 상황으로 변하여 배수가 불량해지고 가스 확산 저해를 통한 생

장 억제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Raviv and Lieth, 2008).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토의 큰 입자 비율을 높여 대공극의 양을 늘

려야 한다. 

국내의 묘삼 생산 농가가 상토를 수년 간 재사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물리성 개선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나 관련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재배 농가가 참고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묘삼 생산을 위해 

사용한 상토를 수집하여 물리성을 측정하고, 직경이 큰 혼합물에 의한 물리성 개선이 묘삼 생장에 미치는 효과를 구명하기 위

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연구 진행 과정

묘삼 전용 상토와 묘삼 재배에 사용된 3종류의 상토를 수집하고 각 상토의 물리성을 측정하였다. 토양 3상 비율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토 구성물질의 입경분포(Savvas and Gruda, 2018)임을 고려하여 사용 전 상토와 유사한 수준으로 물리

성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한 상토에 입경이 다른 2종류 펄라이트의 첨가 비율을 조절하였다. 다시 조절된 상토의 입경분포, 

토양 3상 비율, 그리고 토양수분장력변화에 따른 함수량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사용 전 상토와 유사한 수준으로 토양 물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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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절되었는지 확인하였다(Fig. 1). 물리성을 개선한 상토 중 사용 전 상토와 유사한 수준으로 토양 물리성이 조절된 상토를 

선발하여 묘삼을 재배하면서 개선 효과를 구명하였다.

실험재료의 수집

국내에서 인삼 육묘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황금뿌리 혼합상토[피트모스 70% + 펄라이트 30%(v/v); Nongkyung Co., 

Ltd., Jincheon, Korea]를 확보하였다. 또한 동일한 상토에 ‘청풍’ 종자를 파종하여 재배하였던 1, 2 및 3년간 사용된 상토를 확

보하였다. 1년 사용 상토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음성인삼특작부, 2년 사용 상토는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그리고 3년 사용 상

토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묘삼 재배농가에서 수집하였다. 각 연차별 사용 상토는 기후조건을 제외한 하우스 내의 다른 재배

조건이 유사함을 확인한 후 수집하였다. 물리성 개선을 위해서는 2종류의 펄라이트를 확보한 후 사용된 상토에 다양한 비율로 

혼합하였다. 수집한 펄라이트(Misung Co., Ltd., Yesan, Korea)의 규격은 직경 1 ‑ 3mm와 3 ‑ 5mm였으며, 중국산 원석을 가

공한 제품이었다. 

상토의 물리성 교정을 위한 펄라이트 혼합비율 조절

사용된 상토를 수집한 후 토양 물리성을 측정하였으며, 이중 입경 분석 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용 전 상토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된 입자의 크기를 판단하였고, 감소 정도가 큰 입경분포를 갖는 펄라이트를 다양한 비율로 사용한 상토에 혼합하였다. 2년 

사용된 상토는 묘삼 재배과정에서 유기질 비료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을 확인하여 물리성 교정을 위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용 전 상토, 재사용 상토 및 교정 상토 전체 9처리를 두고 3반복으로 실험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New: 사용 

전 상토, 1: 1년 사용 상토, 3: 3년 사용 상토, 1+2:7: 1년 사용 상토 100g에 펄라이트 3 ‑ 5mm와 1 ‑ 3mm를 각각 2g 및 7g 첨가, 

1+4:9: 1년 사용 상토 100g에 펄라이트 3 ‑ 5mm와 1 ‑ 3mm을 각각 4g 및 9g 첨가, 1+6:11: 1년 사용 상토에 펄라이트 3 ‑ 5mm

와 1 ‑ 3mm를 각각 6g 및 11g 첨가, 3: 3년 사용한 상토, 3+2:7: 3년 사용 상토에 펄라이트 3 ‑ 5mm와 1 ‑ 3mm를 각각 2g 및 

7g 첨가, 3+4:9: 3년 사용 상토에 펄라이트 3 ‑ 5mm과 1 ‑ 3mm를 각각 4g 및 9g 첨가, 3+6:11: 3년 사용 상토에 펄라이트 3 

‑ 5mm와 1 ‑ 3mm를 각각 6g 및 11g 첨가하여 교정한 상토).

 

상토의 입경분포 조사

각 혼합상토의 입경분포는 체진동기(Model JI-401, Jeil Precision IND. INS., Co., Ltd., Seoul, Korea)로 조사하였다. 사용

된 체(sieve)는 미국 표준규격(American standard) 번호 3.5, 7, 14, 25, 45, 100 및 140이었으며, 각 체의 mesh 크기인 

>5.6mm, 2.8 ‑ 5.6mm, 1.4 ‑ 2.8mm, 710µm ‑ 1.4mm, 355 ‑ 710µm, 150 ‑ 355µm, 106 ‑ 150µm, 그리고 <106µm의 8등급으

Fig. 1. The schematic diagram of overall procedure of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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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였다. 유기물질인 피트모스가 혼합상토의 주요 구성물질임을 고려하여 무기질 토양(mineral soil)의 입경분포 시 적

용하는 산처리 과정을 생략한 채 농촌진흥청 분석방법(NIAST, 2000)을 따랐으며,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상토의 3상 비율 측정

토양습윤제인 AquaPro(Shinsung Mineral Co., Ltd., Goesan, Korea)를 물 1L 기준 0.4g의 비율로 용해시킨 후 건조된 각

각의 혼합 상토에 함수율이 50 ‑ 65%가 되도록 첨가하였다. 물이 첨가된 상토는 밀봉 상태로 24시간을 기다렸다가 토양 3상 

비율 및 토양수분장력 변화에 따른 함수량 변화 측정에 이용하였다. 

상토의 3상 비율은 Bilderback et al.(1982)의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으며, 용적 345mL(내경 7.6cm, 높이 7.6cm)의 알루미

늄 core를 사용하였다. 목표용적밀도(target bulk density)가 되도록 상토를 core에 채워 넣은 후 물리성을 측정하였고, 측정 항

목은 용기용수량(container capacity, CC), 기상률(air-filled porosity, AFP), 공극률(total porosity, TP) 및 용적비중(bulk 

density, BD)이었다. 각 상토를 5반복으로 측정하였고, Karlovich and Fonteno(1986)의 방법을 따라 측정 후의 계산을 하였다.

토양수분장력 차이에 따른 함수량 변화

토양수분장력 증가에 따른 함수량 변화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한 함수량 조건으로 상토에 수분을 첨가하고 목표용적밀

도에 도달하도록 core에 충전한 후 pF 측정용 sand box(Model pF 0 ‑ 2.0, Eijkelkamp, Netherlands)로 측정하였다. Milks et 

al.(1989)과 Wallach et al.(1992)의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Raviv and Lieth(2008)의 보고내용을 적용하여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수분(EAW, easily available water)과 완충수분(WBC, water buffering capacity)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상토 수세 및 소독

상토를 세척하기 위해 7일간 지하수를 이용 50회 점적관수(매 점적관수 시간은 30분으로 조절)하여 상토에 잔존하는 무기

염을 용탈시켰다. 세척 전 상토의 EC가 1년 사용 상토는 0.5dS·m-1, 그리고 3년 사용 상토는 0.9dS·m-1였지만, 세척 후 모든 상

토가 0.1dS·m-1 이하로 낮아졌다.

세척 후 쏘일킹(Metam Sodium 42%, Taminco BVBA, Belgium)을 지하수를 첨가하여 50배로 희석한 후 모든 상토에 관

주하였고, 백색 비닐로 멀칭한 상태로 7일간 경과시켜 소독 효과를 높였다. 멀칭 제거 후 3주간 약제를 휘산시켰고, 이후 묘삼

을 정식하였다.

인삼 재배 실험

실험은 청백차광필름(차광률 90%)으로 피복된 플라스틱하우스에서 진행하였다. 전·후면에 차광막이 설치되고, 측창 개폐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차광비닐 상부에는 추가로 차광률 50%의 차광막이 설치되어 혹서기에 추가적인 차광과 온도조절

이 가능한 시설하우스였다. 시설하우스 내부에는 지면과 맞닿은 상태로 520mm × 360mm × 320mm(L × W × H)의 베드를 

설치하였으며, 상토를 300mm 높이로 충전하고 50mm × 60mm 간격으로 묘삼을 정식하였다. 재배실험을 위한 상토는 사용 

전 상토를 대조구로 삼고, 1년 사용 상토, 교정된 1년 사용 상토, 3년 사용 상토, 그리고 교정된 3년 사용 상토의 5처리였으며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재배 실험을 위해 정식한 1년근 인삼은 2018년 3월 9일 개갑된 ‘청풍’ 종자를 파종하여 11월 15일까지 재배한 식물체였다. 

11월 수확 후 ClO2 1,000배액으로 소독하고 밀봉하여  ‑ 4°C의 냉동실에 2019년 3월까지 저장하였으며, 정식 7일 전부터 5°C

에서 순화시키고 재배 실험을 위해 정식하였다. 정식된 인삼은 평균 근중 1g의 갑삼을 기준으로 선별되었으며 처리구 별 동일 

무게로 배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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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8일 평균 근중 1g의 묘삼을 정식하였다. 각 처리의 반복 별 30주를 5 × 6cm 간격으로 정식하였고, 각 반복 별 정

식된 인삼의 총 근중이 30 ‑ 31g이 되도록 조절하였다. 75일간 재배 후 2019년 7월 21일 수확하여 생육조사 및 분석에 이용하

였다. 양액은 다량원소(mM 기준)의 농도를 NO3

--N 12, NH4

+-N 1, H2PO4

- 1, K+ 8, Ca2+ 2, Mg2+ 1, 그리고 SO4

2- 1로 포함하도

록 조성하고, 미량원소인 Amino combi micronutrient mix[㈜ Dof, Pyeongtaek, Korea]를 다량원소를 포함한 양액 100L당 

1g을 첨가한 후 관비하였다. 양액은 EC 1.0dS·m-1, pH는 5.8±0.2로 조절하여 공급하였다. 정식 후 재배과정에서 EC5 토양수

분센서(Decagon Devices, Pullman, WA, USA.) 및 CR1000(Campbell Scientific Inc., Logan, UT, USA.)을 사용하여 자동

적으로 양액이 공급되도록 설치하였다. 상토의 함수량 조절을 위해 Rhie and Kim(2017) 방법에 의한 사용 전 상토 함수량과 

토양수분 센서 측정값의 상관관계 판단 및 보정(calibration)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사용 전 상토에 설치한 토양수분 센서 측정

값이 관수 후 점차 낮아져 31%에 도달하였을 때 실험 대상인 모든 처리에 동시에 양액을 공급하였고, 매 관수 시 20분간 30L

(총 상토량의 6.5%)의 양액을 공급하였다.

통계분석

물리성 측정결과는 Costat 프로그램(Monterey, California, USA)을 사용하여 Duncan의 다중검정에 의한 p ≤ 0.05 수준에

서의 처리평균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실험의 대상으로 삼은 혼합상토는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큰 입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작은 입자의 비율이 증가하였으

며, 특히 1.4 ‑ 2.8mm와 150 ‑ 355µm 크기의 입자가 변화 폭이 컸다(Fig. 2). 1.4 ‑ 5.6mm 범위의 입자비율 감소는 펄라이트의 

물리적인 부서짐이 원인이 되고, 150 ‑ 355µm 크기의 입자비율 증가는 피트모스의 물리적인 부서짐과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유는 1년 사용 상토의 입경분포실험에서 150µm보다 작은 직경을 가진 체

(sieve)에서는 펄라이트가 발견되지 않았으며(data는 제시하지 않음) 대부분의 펄라이트가 710µm보다 큰 크기의 체에서 발

견되었기 때문이다. 150 ‑ 355µm 크기의 직경을 갖는 입자의 비율은 사용 전 상토가 16.1%였지만 1년 사용 상토 19.5%, 2년 

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root media as influenced by the number of years of root medium usage in successive 
hydroponic cultivation for raising of Ginseng seedlings. Different alphabetical letters within each particle size rang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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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상토 23.7%, 그리고 3년 사용 상토 25.7%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피트모스 중 비교적 큰 입자들이 물리적인 부서

짐 또는 미생물에 의한 분해로 인해 작은 입자로 변화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Grunert et al.(2016)은 유기물

과 무기물 재료에 따라 상토 내에서 증식되는 미생물의 종류와 증식속도가 다름을 보고한 바 있으며 미생물 종류에 따라 상토 

구성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변화됨을 보고하였다. Caron et al.(2015)과 Raviv and Lieth(2008)도 작물 재배에 이용할 경

우 상토의 물리성이 변화됨을 보고한 바 있으며, 묘삼 재배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물리성이 변화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

고 있다. 상토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관리방법을 조사한 결과 2년 사용 상토는 재배농가에서 2년차 묘삼재배를 위한 상토의 물

리성 개선을 위해 부숙퇴비와 볏짚을 첨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른 상토보다 1.4 ‑ 2.8mm의 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토양 3상 비율이 다른 양상으로 변화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상토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작은 입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상토의 보수성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Table 

1). 사용 전 상토의 용기용수량이 73.9%였지만 1년 사용 상토 75.5%, 3년 사용 상토 77.0%로 측정되었다. 상토의 통기성 판단 

지표로 활용되는 기상률의 경우 사용 전 상토가 8.8%였지만 3년 사용 상토가 7.8%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상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재배연수에 따른 토양 3상의 변화는 Savvas and 

Gruda(2018)의 보고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입경이 다른 펄라이트로 양액재배할 때 입경이 작은 물질의 비율이 

높을수록 상토의 보수성이 뚜렷하게 증가함을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재배연수가 길어질수록 작은 입자의 비율이 증가

하고 이는 보수성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2년 사용 상토는 다른 상토보다 고상률이 낮았음에도 용적밀도(bulk 

density)가 0.13g·cm-3으로 무거웠으며, 이는 물리성 개선을 위해 재배농가가 첨가한 부숙퇴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2년 사용 상토는 교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이후의 재배실험에서 배제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4종류의 상토는 토양수분장력이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함수량이 감소하였다(Fig. 3). 또한 묘

삼재배를 위한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토의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수분(easily available water, EAW) 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3년 사용 상토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 양이 증가하였다(Table 2). 완충수분(water buffering capacity, WBC)

의 양도 3년 사용 상토가 1년 사용 상토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이는 Raviv and Leith(2008)나 Savvas and Gruda(2018)가 보

고한 바와 같이 작은 입자의 비율이 증가하면 단위 용적당 상토 구성재료의 표면적이 증가하면서 높은 장력으로 상토 입자에 

흡착된 물의 비율이 늘어나고, 이를 통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분과 완충수분의 양이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1년과 3년 사용 상토의 입경분포를 사용 전 상토와 유사한 수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입자 크기가 다른 두 종류 펄라이트를 

다양한 비율로 혼합한 후 다시 입경분포를 조사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1년 사용 상토는 3 ‑ 5mm와 1 ‑ 3mm 규격의 펄라이

트를 각각 4g과 9g을 첨가한 1+4:9 처리가 사용 전 상토와 유사한 입경분포를 나타내었다. 3년 사용 상토의 경우 3 ‑ 5mm와 

1 ‑ 3mm 규격의 펄라이트를 각각 2g과 7g 또는 4g과 9g을 첨가한 3+2:7 또는 3+4:9 처리가 기준 상토와 유사한 입경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유사한 입경분포를 보이더라도 각각의 입도분포 범위 내에서의 입자 분포양상과 큰 입자와 작은 입자의 

Table 1. Soil physical properties of root media as influenced by the number of years of root medium usage (NYRMU) in 
successive hydroponic cultivation for raising of Ginseng seedlings

NYRMU
Volume (%) Total porosity

(%)

Bulk density

(g·cm-3)Container capacity Air-filled capacity Solid phase

New 73.9 cz 8.8 a 17.3 a 82.7 c 0.12 b

1 year 75.5 bc 8.0 b 16.6 ab 83.4 bc 0.12 b

2 years 78.2 a 7.3 c 14.5 c 85.5 a 0.13 a

3 years 77.0 ab 7.8 b 15.2 bc 84.8 ab 0.12 b

zDifferent letters within columns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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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차이에 따라 상토의 물리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비록 각각의 입도분포 범위 내에서 상토 간 통계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

아도 상토의 3상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Raviv and Lieth, 2008; Rhie and Kim, 2017; Savvas and Gruda, 2018).

1년과 3년 사용 상토에 입경이 다른 펄라이트를 첨가한 후 측정한 토양 3상의 비율 변화는 Table 3과 같다. 배수성이 양호한 

펄라이트를 혼합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액상률이 저하되고, 기상률과 고상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공극률은 3+4:9 처

리를 제외한 다른 처리들 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1년 사용한 상토에 3 ‑ 5mm와 1 ‑ 3mm의 펄라이트를 2g 및 

7g 혼합한 1+2:7 처리는 사용 전 상토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액상률이 감소하고 기상률이증가하였다. 한편 펄라이트를 

4g 및 9g 혼합한 1+4:9 처리는 사용 전 상토에 비해 산술적으로 계산한 액상률이 다소 낮고 기상률이 높았지만 사용 전 상토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1+2:7 처리에서 사용 전 상토에 규격이 다른 2종류의 펄라이트를 첨가해 줌으

로써 액상률과 기상률에 변화가 있었으나, 1+4:9 처리에서는 3 ‑ 5mm 규격의 펄라이트의 함량이 1+2:7 처리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2 처리 간 기상률에서 유의차가 생긴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총 공극률에서는 사용 전 상토와 교정 상토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Fig. 4에서 제시한 입도분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생각한다. 3년 사용 상토는 3+2:7과 3+4:9 처리

가 기준 상토보다 액상률이 낮고, 기상률이 높았으며, 두 조사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사한 차이를 보였다.

수분장력에 따른 상토의 함수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 기준 상토 및 교정 상토 모두 비슷한 수분변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Fig. 3. Changes in volumetric water contents of root media in response to the elevation of soil moisture tension as 
influenced by number of years of root medium usage in successive hydroponic cultivation of Ginseng seedlings.

Table 2. Percentage of easily available water (EAW, water retained in the tension of container capacity to 4.9 kPa) and water 
buffering capacity (WBC, water retained in the tension of 4.9 to 9.8 kPa) of root media as influenced by the number of 
years of root medium usage (NYRMU) in successive hydroponic cultivation for raising of Ginseng seedlings

NYRMU EAW (%) WBC (%)

New 27.4 bz 7.5 ab

1 year 26.9 b 7.2 b

2 years 27.2 b 7.6 ab

3 years 32.0 a 7.8 a

zDifferent letters within columns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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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러나 3상 비율 결과에서처럼(Table 3) 펄라이트를 첨가하여 입경분포를 조사한 모든 상토가 액상률이 저하하였고, 기준 

상토보다 조사한 각각의 수분장력 조건에서 함수량이 낮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낸 EAW와 WBC에서

도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기준 상토의 EAW가 27.4%였던 것에 비해 3+2:7 처리를 제외하고 펄라이트가 첨가된 모든 상

Fig. 4.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root media as influenced by the number of years of root medium usage in successive 
hydroponic cultivation for raising of Ginseng seedlings and remediation with different sizes of perlite (New, fresh root 
medium; 1+2:7, one year used medium amended with 2 g of 3 ‑ 5 mm and 7 g of 1 ‑ 3 mm perlite; 1+4:9, one year used 
medium amended with 4 g of 3 ‑ 5 mm and 9 g of 1 ‑ 3 mm perlite; 1+6:11, one year used medium amended with 6 g 
of 3 ‑ 5 mm and 11 g of 1 ‑ 3 mm perlite; 1+2:7, three years used medium amended with 2 g of 3 ‑ 5 mm and 7 g of 1 
‑ 3 mm perlite; 1+4:9, three years used medium amended with 4 g of 3 ‑ 5 mm and 9 g of 1 ‑ 3 mm perlite; 1+6:11, three 
years used medium amended with 6 g of 3 ‑ 5 mm and 11 g of 1 ‑ 3 mm perlite per 100 g of used medium). Different 
alphabetical letters within each particle size rang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Table 3. Soil physical properties of root media as influenced by the number of years of root medium usage in successive 
hydroponic cultivation for raising of Ginseng seedlings and remediation with different sizes of perlite

Treatmentz
Volume (%) Total porosity

(%)

Bulk density

(g·cm-3)Container capacity Air-filled capacity Solid phase

New 73.9 ay  8.8 d 17.3 b 82.7 a 0.12 a

1+2:7 67.9 bcd 14.9 a 17.2 b 82.8 a 0.12 a

1+4:9 70.1 ab 11.3 bcd 18.5 ab 81.5 ab 0.12 a

1+6:11 69.6 bc 10.9 cd 19.5 ab 80.5 ab 0.12 a

3+2:7 67.5 bcd 14.6 a 17.9 ab 82.1 ab 0.12 a

3+4:9 65.9 cd 13.4 ab 20.7 a 79.3 b 0.12 a

3+6:11 65.2 d 14.3 ab 20.5 ab 79.5 ab 0.12 a

zNew, fresh medium; 1+2:7, one year used medium amended with 2 g of 3 ‑ 5 mm and 7 g of 1 ‑ 3 mm perlite; 1+4:9, one year used medium 

amended with 4 g of 3 ‑ 5 mm and 9 g of 1 ‑ 3 mm perlite; 1+6:11, one year used medium amended with 6 g of 3 ‑ 5 mm and 11 g of 1 ‑ 3 

mm perlite; 1+2:7, three years used medium amended with 2 g of 3 ‑ 5 mm and 7 g of 1 ‑ 3 mm perlite; 1+4:9, three years used medium 

amended with 4 g of 3 ‑ 5 mm and 9 g of 1 ‑ 3 mm perlite; 1+6:11, three years used medium amended with 6 g of 3 ‑ 5 mm and 11 g of 1 ‑ 

3 mm perlite per 100 g of used medium). 
yDifferent alphabetical letters within each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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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EAW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WBC의 경우 펄라이트가 첨가된 모든 상토가 기준 상토보다 낮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

로도 유의하였다.

사용 전 상토, 연용 상토 및 교정 상토 별 인삼의 재배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1년 사용 상토는 사용 전 상토나 1+4:9(1

년 교정 상토) 상토와 모든 생육 조사항목에서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3년 사용 상토는 사용 전 상토에 비해 생장이 

저조하였으며, 3+4:9(3년 교정 상토)은 3년 사용 상토에 비해 잎의 크기와 근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나타냈고, 

사용 전 상토나 1년 사용 상토와 유사한 생장을 보였다. 

Fig. 5. Changes in volumetric water contents of root media in response to the elevation of soil moisture tension as 
influenced by number of years of root medium usage in successive hydroponic cultivation of Ginseng seedlings (New 
medium, fresh root medium; 1+2:7, one year used medium amended with 2 g of 3 ‑ 5 mm and 7 g of 1 ‑ 3 mm perlite; 
1+4:9, one year used medium amended with 4 g of 3 ‑ 5 mm and 9 g of 1 ‑ 3 mm perlite; 1+6:11, one year used medium 
amended with 6 g of 3 ‑ 5 mm and 11 g of 1 ‑ 3 mm perlite; 1+2:7, three years used medium amended with 2 g of 3 ‑ 5 
mm and 7 g of 1 ‑ 3 mm perlite; 1+4:9, three years used medium amended with 4 g of 3 ‑ 5 mm and 9 g of 1 ‑ 3 mm 
perlite; 1+6:11, three years used medium amended with 6 g of 3 ‑ 5 mm and 11 g of 1 ‑ 3 mm perlite).

Table 4. Percentage of easily available water (EAW, water retained in the tension of container capacity to 4.9 kPa) and 
water buffering capacity (WBC, water retained in the tension of 4.9 to 9.8 kPa) of root media as influenced by the number 
of years of root medium usage in successive hydroponic cultivation for raising of Ginseng seedlings and remediation with 
different sizes of perlite

Treatmentz EAW (%) WBC (%)

New 27.4 ay 7.5 a

1+2:7 20.2 bc 5.6 c

1+4:9 19.0 c 5.9 c

1+6:11 18.5 c 6.0 c

3+2:7 28.3 a 6.6 b

3+4:9 22.6 b 6.6 b

3+6:11 23.5 b 6.7 b

zPlease refer to Table 3 for details about treatment.
yDifferent alphabetical letters within each particle size rang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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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사용 상토는 엽장과 엽폭에서 사용 전 상토, 1년 사용 상토, 3+4:9 상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영양생장기에 습해를 받으면 엽면적이 감소한다고 Bishnoi and Krishnamoorthy(1992)가 보고한 내용과 유사한 결과

라고 판단한다. 또한 3년 사용 상토의 지상부 건물중은 다른 모든 처리보다 가벼웠으며, 지상부 생체중도 사용 전 상토나 1년 

사용 상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벼웠다. 이것은 상토의 연용연수가 길어질수록 작은 입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상토의 

보수성 증가를 통한 과습을 유발하여 뿌리의 호흡 저해, 양·수분의 흡수 및 이동 억제, 그리고 양분 부족 등의 원인이 되어 작물

Table 5. Influence of root media on the growth of one-year old Panax ginseng 75 days after transplant

Treatmentz
Shoot Root

SFW

(g)

SL

(cm)

LL

(cm)

LW

(cm)

SDW

(g)

RD

(mm)

RFW

(g)

RDW

(g)

New 1.68 ay 12.0 a 6.4 a 3.2 a 0.28 a 7.82 ab 2.57 ab 0.61 ab

1 year 1.63 ab 11.1 ab 6.4 a 3.3 a 0.26 ab 8.09 a 2.92 a 0.71 a

1 year+4:9 1.52 ab 11.2 ab 5.8 b 3.1 ab 0.25 ab 7.99 a 2.89 a 0.70 a

3 years 1.43 b 10.5 b 5.8 b 2.9 b 0.23 b 7.34 b 2.41 b 0.58 b

3 years+4:9 1.63 ab 10.7 ab 6.2 a 3.1 a 0.27 a 7.99 a 2.90 a 0.70 a

Abbreviations: SFW, shoot fresh weight; SL, stem length; LL, leaf length; LW, leaf width; SDW, shoot dry weight; RD, root diameter; RFW, 

root fresh weight; RDW, root dry weight
zNew, fresh root medium; 1 year, one year used medium; 1 year+4:9, one year used medium amended with 4 g of 3 ‑ 5 mm and 9 g of 1 ‑ 3 

mm perlite; 3 years, three years used medium; 3 years+4:9, three years used medium amended with 4 g of 3 ‑ 5 mm and 9 g of 1 ‑ 3 mm perlite 

per 100 g of used medium.
yDifferent alphabetical letters within each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Fig. 6. Comparison in growth of above- and below-ground tissue as influenced by used years of root medium usage and 
their remediation (See Materials and Methods for treatment descriptions). A, Above-ground tissue; B, below-ground 
tissue of Ginseng seed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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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장량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한다(Boru et al., 2003). 지상부 생장뿐만 아니라 인삼 재배에서 중요한 뿌리 생장에서도 유사

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3년 사용 상토는 뿌리 생체중과 뿌리 건물중에서 다른 모든 처리에 비해 가벼웠으나 3+4:9(3년 교정 상토) 처리는 3년 사용 

상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수하였다. 이는 상토의 교정을 통하여 물리성이 개선되고 토양 통기성 증가가 원인이 된 뿌

리 생장량 증가로 귀결되었다고 생각한다. 각 처리별로 수확한 인삼의 생장을 비교한 사진(Fig. 6)에서도 perlite를 추가하여 교

정한 상토에서 뿌리발달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동일한 상토를 연속하여 묘삼 재배에 사용할 때 상토 물리성이 훼손되고, 물리성 훼손이 3년 사용 

상토에서 재배한 묘삼의 지상부 및 지하부 생장 저하의 원인이 되었다. 물리성 훼손의 주요 원인이 미생물 분해 또는 물리적 부

서짐을 통해 유·무기 상토 구성 재료의 입경이 작아진 것이며, 입경이 큰 물질을 도입하므로써 상토의 토양 물리성 개선과 묘삼 

생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초 록

다년간 연속적 사용으로 변화된 상토의 물리성과 펄라이트 혼합을 통한 기상률 증가가 묘삼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여 

상토 물리성 개선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용 전 상토(피트모스 70% + 펄라이트 30%, v/v)와 묘삼 

재배를 위해 동일한 상토를 1, 2 및 3년 사용 상토를 수집한 후 물리성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후 1년 및 3년 상토에 직경 3 ‑ 5mm

와 1 ‑ 3mm 규격의 펄라이트를 다양한 비율로 혼합한 후 다시 물리성을 측정하여 개선 정도를 판단하였고, 묘삼 재배실험을 

통해 물리성 개선 효과를 입증하였다. 사용 전 상토와 비교할 때 묘삼 재배를 위한 상토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작은 입자의 

비율이 증가하여 용기용수량 증가와 기상률 감소의 원인이 되었다. 1년 상토 100g당 3 ‑ 5mm와 1 ‑ 3mm 펄라이트를 각각 4 

및 9g 혼합한 1+4:9 처리와 3년 사용 상토에 동일한 규격의 펄라이트를 각각 2g과 7g(3+2:7 처리) 및 4g과 9g을 첨가한 경우

(3+4:9 처리) 사용 전 상토와 유사한 입경분포, 액상률 및 기상률을 보였다. 인삼 재배 실험에서 1년 사용 상토는 사용 전 상토

나 1+4:9 상토와 지상부 생육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3년 사용 상토는 다른 처리에 비해 생장이 저조하였으며, 3년 

사용 상토의 물리성을 개선한 3+4:9 처리는 3년 사용 상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수한 지상부 생장을 보였다. 3년 사용 

상토로 재배된 인삼 뿌리 생장도 1년 사용 상토, 1+4:9 상토 및 3+4:9 상토보다 생체중과 건물중이 유의하게 가벼웠으며, 펄라

이트 혼합을 통한 상토 물리성 개선이 인삼 생장 억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 주요어 : 액상률, 입경분포, 피트모스, 공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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