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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인삼은 땅 밑의 뿌리와 뇌두,땅 위의 줄기,잎,꽃으로 이루어져 있다.다년생이
므로 봄이 되면 땅속의 뿌리에서 새싹이 나오고 줄기는 매년 가을이 되면 고사되
는데 이때 뇌두에 1년마다 착생한 흔적을 남긴다.뇌두의 모양은 여러 형태로 수
삼의 품질 선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인삼의 약효는 크기에 비례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외형이 크다고 해서 약효가 그만큼 뛰어난 것은 아니다.인삼의
연근에 비해 크기가 너무 큰 것은 오히려 속이 무를 수 있고,연근에 맞는 적절한
크기가 가장 좋은 것이다.하지만 인삼 연근 판별법의 경우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연근 판단의 정확한 기준이나 접근 방법이 자세히 나온 것은 아직까
지 제시된 것이 없다.본 논문에서는 인삼 뇌두에 존재하는 칼슘의 정량 분석으로
인삼의 연근을 밝히고자 하였고 칼슘의 형성 과정 중에 인삼이 자란 토양 내 유
기물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인삼은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에 있는 인삼밭에서 2년생에서 6년생 인삼까지 각 연근별로 인삼을 채취하
였으며 각 연근별 인삼 채취 후 채취지점에 있는 토양을 함께 채취하였다.채취한
인삼은 증류수로 세척 후에 건조기에서 약 80℃로 2일 건조 시킨 후 분쇄기를 이
용하여 곱게 갈아 X선 형광분석기(XRD :X-rayfluorescence)와 EDTA 적정법으로
분석하였으며 토양은 건조기에서 건조 시킨후 2mm와 0.05mm의 sieve에 넣은 후
굵은 시료와 얇은 시료로 나누었다.조제된 얇은 토양은 NCS 분석기(NCS
Analyzer)로 전탄소 (totalcarbon:TC)분석하였으며,pH meter로 토양의 액성을
분석하였다.2년생과 3년생 인삼은 시료 조제 결과 양이 적어서 사용하지 못하였
으며 4년생부터 6년생의 칼슘 함량은 인삼이 오래 될수록 많이 나타났으며(4년근
:2,649.3ppm,5년근 :2,706.0ppm,6년근 :3,212.8ppm)그에 반해 토양 내 유
기물지표인 TC의 함량은 오래된 연근일수록 점점 더 감소되었다.이상의 결과는
인삼 토양 내 유기물이 인삼 뇌두에 존재하는 칼슘의 양에 작용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 되는 말 :뇌두,인삼 연근판별,칼슘의 정량분석,토양내전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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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인삼은 땅 밑의 뿌리와 뇌두,땅 위의 줄기,잎,꽃으로 이루어져 있다.종자 번
식을 하며,스스로 수정을 한다.여름에 1개의 가는 꽃자루가 나와서 그 끝에 4∼
40개의 연한 노란빛을 띤 녹색의 작은꽃이 산형꽃차례에 달린다.꽃잎과 수술은 5
개이며 암술은 1개로 씨방하위이다.열매는 핵과로 편구형이고 지름 5∼9mm이며,
성숙하면 선홍색으로 되고 가운데에 반원형의 핵이 2개 있다.꽃은 3년생부터 피
기 시작하고 개화 시기는 5월 중순으로 채취는 7월 중순에서 하순에 걸쳐 실시한
다.오가피과(Araliaceae)파낙스속(Panax)인삼종으로 학명은 PanaxginsengC.A.
Meyer로 표기하는데 이는 1843년 러시아의 식물학자 C.A.meyer에 의해 명명되
었다(1).Pan과 Axos가 합쳐져서 Panax라 칭하는데 어원을 살펴 보게 되면 Pan은
모든 것,Axos는 의학이라는 뜻으로 만병통치라는 의미이다(2).인삼은 아시아의
극동 지방에서만 자생하는 식물로서 한국,중국,러시아의 3개 지역에서만 나타나
고 있으며,한국은 삼의 기후,토질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으로서 인삼생육의
최적지이다(3).
세계적으로 인삼속의 식물종(種)은 6~7종으로 알려져 있고 상품용으로 재배되어

세계시장에서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인삼종(ginsengspecies)은 크게 3가지 종류
가 있다.산지에 따른 종류와 생육 환경에 따른 종류,가공 형태에 따른 종류 등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산지에 따른 종류로는 지리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 아시아 극동지역에 분
포하고 있는 고려인삼종(PanaxginsengC.A.Meyer),미국 및 캐나다 지역에 분포
하고 있는 화기삼 (Panaxquinquefolium L)과 중국남부의 운남성(雲南省),광서
성(廣西省)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전칠삼 (panaxnotoginsengF.H.Chen)등이 있
으며,생육환경에 따른 종류로는 인삼밭에서 사람이 인공적으로 기른 재배삼과,
산삼의 씨를 자연상태의 산림환경에서 인공적으로 기른 인삼인 장뇌삼,깊은 산골
에서 자연상태에서 자생한 인삼으로 효능은 인삼과 비슷하나 약효가 훨씬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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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등으로 구분한다.마지막으로 가공형태에 따른 종류로는 4~6년생 인삼을 땅
에서 그대로 채취한 원형인삼으로서 인삼고유의 성분이 그대로 들어있는 생삼,
생삼을 원료로 하여 껍질을 살짝 벗기고 그대로 햇볕에 말려 건조한 백삼,수증기
로 쪄서 익힌 다음 말린 홍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4).인삼의 대표적인 효능
으로는 강장식품으로서 항암 면역 효과,당뇨병 등등 많은 효능이 있지만 최근에
는 병원 미생물의 억제 효과등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인삼의 효능에 관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인삼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인삼 사포닌으로서 현재까지
인삼속 식물종에서 분리 보고된 사포닌은 60여종 이상이며 고려인삼에서 확인된
사포닌은 여종에 이른다.인삼 뿌리의 조직부위별 조사포닌 및 총 사포닌의 함량
은 세근에 가장 많고 또한 피층 및 목질부에 비해 표피조직에 많은 양의 사포닌
이 분포 되어 있다(5).
연근별 인삼 뿌리의 사포닌함량을 보면 일반적으로 고년생이 될수록 뿌리의 사
포닌함량은 증가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였다(3).하지만 인삼 연근 판별법의 경우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연근 판단의 정확한 기준이나 그 외의 접근
방법이 자세히 나온 것은 아직까지 제시된 것이 없다.인삼은 한곳에서 3~6년간
생육하므로 재배환경과 생육환경에 따라 무기성분이나 함량면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인삼 뇌두에 존재하는 whewellite의 광물학적 특성연구(6)에서는 식물에
서 자라는 광물인 경우 오래된 것일수록 결정이 크게 자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오래된 인삼 일수록 뇌두에서 더 큰 결정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였다.
Whewellite(CaC2O4․H2O)는 결정적 유기 광물로 잘 알려진 옥살산염으로 옥살
산의 수소 이온을 칼슘 이온으로 치환한 형태이다.옥살산은 토양의 유기물로
부터 공급 될 수 있다 하였다.Whewellite의 주성분인 Ca의 분석으로 인한 연
근 판별법이 본 연구에서 주된 핵심이며 이는 일반적인 광물학적 특성에 의거
Ca과 토양 유기물의 관계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현재까지 확인된 인삼의 무기
원소는 P,K,Ca,Mg,Si,Cl,Ti,Cr,Mn,Fe,Ni,Cu,Zn,As등의 존재가 확인
이 되고 있으며 재배 년수와 부위에 따라 함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3).한편토양 유기물(SOM :SoilOrganicMatter)은 자연유기물(NOM: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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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Matter)중 토양내 자연적인 유기체의 분해에 의해서 생성이 되며 휴믹화
과정(huminicationprocess)을 통해서 생성된 휴믹계통의 유기물이며 이는 수계로
유입되고 지상으로 재순환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이를 근거로 하여 토
양 내 유기물과 칼슘함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삼의 주요 성분중 하나인 칼슘함량을 분석함으로써 년수에 따
른 칼슘의 변화를 분석,인삼의 연근을 알아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인삼 재배 토양내 유기물 함량의 지표인 전탄소 양을 분석하여 인삼 뇌
두에서 칼슘 형성에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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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재재재료료료

실험에 사용된 인삼은 2007년 3월 7일에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야산에
있는 인삼 재배 농가에서 채취하여 왔으며 환경요인과 그 외의 다른 조건들을 동
일하게 하기 위하여 한 지역 산에 있는 2년생에서 6년생까지의 재배 고려 인삼을
각 10뿌리씩 선별하였다.
인삼의 선별 요령으로는 크기와 색,무게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인삼으로 선별
하였으며, 가능한 한 뇌두부분과 뿌리,잔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채취 하였다.채
취한 지점의 인삼은 비닐봉투에 담은 후 시료가 상하지 않도록 보관하였다.연근
별 인삼 채취지점의 경도와 위도,해발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표표 111...연연연근근근별별별 인인인삼삼삼시시시료료료 및및및 채채채취취취지지지점점점

년생년생년생년생
채취지점채취지점채취지점채취지점

경 경 경 경 도도도도, , , , 위 위 위 위 도도도도 해 해 해 해 발발발발

2 N 35° 39´15.7“ E 127°35´37.7“  448m

3 N 35° 41´09.3“ E 127°34´17.3“ 420m

4 N 35° 39´15.9“ E 127°35´37.9“ 465m

5 N 35° 40´18.0“ E 127°35´58.6“ 459m

6 N 35° 40´50.9“ E 127°33´54.3“ 43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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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시료 채취는 토양 시료 채취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러지 못한
사정으로 모종삽을 사용하여 표토층의 흙을 약 2cm 정도 제거한 후에 채취를 하
였다.토양은 인삼시료 채취 후에 인삼이 재배되었던 위치에서 5군데토양을 선정
하여 채취하였으며 토양을 담고 섞은 후에 토양 분석의 필요한 1~2kg정도로
하나의 시료를 만든다.채취한 시료는 비닐봉투에 담았고 다시 질긴 종이봉투에
담아 보관하였다.

222...실실실험험험방방방법법법

222---111시시시료료료 전전전처처처리리리 및및및 분분분석석석시시시료료료 조조조제제제

1)인삼시료

채취한 인삼을 잔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증류수로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건조기에 넣어
약 80℃에서 2일간 건조 시켰다.건조된 인삼 중에서 2차 선별 작업을 통해 각 연근별 5
개의 인삼을 선택하였는데 이때의 선별기준은 건조후의 무게가 비슷한 인삼들로 기준
하였으며 인삼 몸통의 뒤틀림이나 잔뿌리가 과도하게 떨어진 인삼은 제외시켰다.선별
된 각 연근별 인삼들을 뇌두 포함 약 5cm길이로 일정하게 자른 후에 식물체 분쇄기를
이용 0.05mmsieve를 이용하여 sieving하여 0.05mm크기이하의 것을 시료로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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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토양시료

본 실험에서는 토양을 곱게 펴서 건조기에 넣은 후 80℃에서 2일간 건조 하였다.
전조된 토양을 나무나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곱게 빻은 후 2mm sieve에 넣어
sieve를 통과한 입자가 굵은 시료는 pH측정에 사용이 되어지며,입자가 굵은 시
료 중 5g정도를 0.05mm의 sieve에 넣은 후 통과된 시료는 입자가 얇은 시료
로 전탄소 분석에 사용하였다.

222---222인인인삼삼삼 뇌뇌뇌두두두의의의 칼칼칼슘슘슘함함함량량량 분분분석석석

1)X선 형광분석 (XRF:X-rayfluorescence)

XRF는 비파괴 원소 분석기로서 시료에 1차 X선을 조사하여 발생하는 형광강도
를 검출기로 측정하여 나온 DATA를 PC를 통해 분석하였다.곱게 갈린 인삼 시
료 2g을 press에 넣어 압축하여 만든 pellet을 XRF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XRF측정조건으로는 진공상태 10KV의 전압을 사용하였으며,필터는 cellulose
필터를 이용하였고 50초 동안 측정하였다.

2)EDTA (ethylenediaminetetraaceticacid)적정법에 의한 분석

시료 0.5g을 삼각플라스크에 넣은 후 H2SO41㎖과 HClO4용액 9㎖을 가한
후 hotplate에 올려놓고 낮은 온도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열한 후 점차 온도를 높
여 약 200℃에서 3시간동안 분해를 시켰다.분해가 끝나면 냉각시켜 여과지
(whatmanNo.7)를 사용하여 여과하였다.분해액 5㎖을 100㎖삼각 플라스크에
취하고 증류수 20㎖을 가한뒤 8N-NaOH를 5㎖와 10% KCN 1㎖을 넣은 후 잘
흔든 다음 0.005N EDTA로 N,N 지시약(2-hydroxy1-(2-ydroxy-ulfo-1-aphthylazo)-3-aphtho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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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을 가해 푸른색이 될 때까지 적정하였다(4).

222---333인인인삼삼삼시시시료료료 채채채취취취지지지점점점 토토토양양양분분분석석석

1)pH 측정

먼저 pH/meter를 표준 용액으로 잘 맞추었다.표준 용액은 pH buffer용액을
사용하였는데 pH 4.00및 6.86또는 7.00pH값이 정확한 표준 용액을 사용하였다.
토양 5g을 50㎖비이커에 취하고 증류수 50㎖을 가한 뒤 약 30분간 Shaking을
한 후에 pH를 측정 하였다.

2)TC(TotalCarbon)분석

본 실험에서는 NCS(NitrogenCarbonSulfur)분석기를 이용하여 TC 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분석시 작동 온도는 890℃로 하였다.
아무것도 넣지 않은 NCS분석용기 두개를 넣고 Blank를 측정하였으며 그 다음
에 0.24~0.25g의 GA(Glutamicacid)를 넣어 TC를 분석하여 Standard로 삼았다.
0.5g의 인삼 채취지점의 토양시료 0.5g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TC의 양을 분
석하였다.

333...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 처처처리리리

본 실험의 모든 결과는 onewayanalysisofvariance에 의해 분산분석 하였으며
각 평균간의 유의성 검정은 SAS(statisticalanalisissystem.2005)의 t-test로 하였
고 유의수준 5%이내를 유의수준으로 판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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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과과과

111...연연연근근근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인인인삼삼삼 뇌뇌뇌두두두의의의 칼칼칼슘슘슘분분분석석석

4년근 인삼의 형광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인삼뇌두에 있는 무기물중 칼륨과
칼슘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외에 철,염소 등도 나타나고 있다.4년생 인삼
5개 시료에서 칼슘 측정결과 평균 2,649.3ppm으로 나타났으며,반복간 차이는 크
지 않았다(표2).5년근 인삼의 형광분석 결과 그림 2와 같다.4년생과 거의 같은
종류의 무기물들이 나타났으며,뇌두에 존재하는 칼슘의 양은 5개의 시료로부터
측정한 평균값은 2,706.0ppm으로 높게 나타났다.이 값은 4년생 인삼보다 높은
편이며 반복 실험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6년근 인삼의 형광분석 결과 그림 3과
같다.4,5년생과 같은 무기물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6년생 인삼시료 5개로부터 측
정한 평균 칼슘의 평균은 3,212.8ppm으로 나타났다.앞선 4,5년생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표2).반복간 칼슘의 차이 역시 크지 않았다.
그림 4.에는 4,5,6년근의 칼슘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이다.4,5년근의 칼슘 함량은
차이가 크지 않지만 6년생의 경우에는 4,5년근과 뚜렷하게 구분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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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1. 1. 1. 4444년근 년근 년근 년근 인삼의 인삼의 인삼의 인삼의 xxxx선 선 선 선 형광분석 형광분석 형광분석 형광분석 스펙트럼스펙트럼스펙트럼스펙트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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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2. 2. 2. 2. 5555년근 년근 년근 년근 인삼의 인삼의 인삼의 인삼의 형광분석 형광분석 형광분석 형광분석 스펙트럼스펙트럼스펙트럼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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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 3. 3. 3. 6666년근 년근 년근 년근 인삼의 인삼의 인삼의 인삼의 형광분석 형광분석 형광분석 형광분석 스펙트럼스펙트럼스펙트럼스펙트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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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444...XXX선선선 형형형광광광분분분석석석 스스스펙펙펙트트트럼럼럼에에에 의의의한한한 444년년년근근근(((yyyeeellllllooowww))),,,555년년년근근근(((ooorrraaannngggeee))),,,
666년년년근근근(((rrreeeddd)))의의의 함함함량량량비비비교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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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에 따른 칼슘의 변화를 표2에서 정리하였다.4년근과 5년근의 함량이 2,649.3
ppm,2,706.0ppm인 반면에 6년근은 3213ppm으로 연근에 따른 Ca의 함량이 많
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연근에 따라 칼슘의 함량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표표 222...인인인삼삼삼뇌뇌뇌두두두에에에서서서의의의 칼칼칼슘슘슘 함함함량량량

단위 :ppm

                                                X선 형광 분석 EDTA분석

4444년근년근년근년근 2,649(±62.1) 2,018.8(±40.9)

5555년근년근년근년근 2,706(±37.8) 2,225.7(±31.1)

6666년근년근년근년근 3,213(±288.4) 2,694.2(±202.7)

    * * * *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n=5)(n=5)(n=5)(n=5)

EDTA 분석으로 얻은 인삼 뇌두의 칼슘 함량은 XRF를 이용한 건식 분석법과는
측정값에 차이는 있지만(표 2),4년근은 평균 2,018.8ppm,5년근은 2,225.7ppm
6년근은 2,694.2ppm 이었다.이 실험결과 연근이 길면 길수록 칼슘의 함량이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4년근 대비 5년근 인삼뇌두내 칼슘함량에 대한 t-test결과는 0.0042이었으
며,5년근 대비 6년근에 대한 결과는 0.0033으로 각 년근별 칼슘함량은 유의한 차
이가 있다.

  분석방법

  인삼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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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인인인삼삼삼시시시료료료 채채채취취취지지지점점점 토토토양양양분분분석석석

가.TC분석

인삼시료 토양 채취지점의 유기물(TC)측정 결과 4년생 인삼의 토양에서 평균
6.75%로 유기물의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5년생 4.06%,6년생 3.20%로 갈수록 전
탄소의 함량이 줄어들었다.(그림 5)

그그그림림림 555...인인인삼삼삼시시시료료료 채채채취취취지지지점점점 토토토양양양의의의 tttoootttaaalllcccaaarrrbbbooonnn백백백분분분율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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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3년근 대비 4년근 인삼 채취지점내 TC함량에 대한 t-test결과는 0.001,4년
근 대비 5년근에 대한 인삼 채취지점내 TC함량에 대한 결과는 0.005,5년근 대비
6년근에 대한 인삼 채취지점내 TC함량에 대한 결과는 0.001로서 각 년근별 인삼
채취지점 토양 내 TC함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pH측정

pH 측정결과 연근별 pH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3년근,4년근,5년근이 자란 토양
의 경우 적정 pH인 5.5~6.5사이에 있지만 6년근 인삼이 자란 토양에서는 4.91로
산성화 되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표 3).

표표표 333...인인인삼삼삼시시시료료료 채채채취취취지지지점점점의의의 토토토양양양 pppHHH측측측정정정값값값

***평평평균균균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nnn===333)))

인삼시료인삼시료인삼시료인삼시료 pHpHpHpH측정값측정값측정값측정값[[[[평균 평균 평균 평균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 , , n=3]n=3]n=3]n=3]

3년근 6.33±0.01

4년근 5.07±0.02

5년근 5.55±0.02

6년근 4.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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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 고고고찰찰찰

인삼의 무기물에 의한 연근 판별법은 1996년 발표된 줄기 근을 중심으로 한 재
배인삼의 연근 판별(15)와 추출조건에 따른 인삼 농축액 중에 잔류 용매 및 무
기물 함량(16)을 기초로 하였다.인삼은 한곳에서 3~6년간 생육하므로 토양 기후
등 생육 환경과 재배 방법에 따라 무기 성분이나 함량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19).인삼에는 P.K,Ca,Mg,Si,Mn,Fe,Ni,Cu,Zn,Na등 일반적으로 식물체에
존재하는 무기성분들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재배 연수와 부위에 따라 함
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18).
인삼 사업법에 의하면 인삼의 연근판별을 달관 검사를 통해 판별한다고 하였다.
달관 검사는 연근별 각 부위의 크기,부위별 상호 균형성,표피의 주름 형태 등으
로 보아 연근 판별하는 주관적인 판별법 이다.하지만 달관 검사법의 문제점은 봄
출아 시기가 되어도 싹이 나오지 않는 면삼의 경우 판별이 어렵다는 점이다.이
면삼은 같은 년도에 이식한 다른 삼과는 생육년도가 모자라지만 인삼의 연근이
이식년도와 수확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연근으로 판별된다.오랜경험
과 달관검사에 의한 판별만으로는 면삼과 같은 문제점도 나올뿐더러 주관적인 검
사방법 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이고 무기물의 추출 조건에 따른 칼슘 함량
을 분석하여 인삼의 연근을 판별하고자 하였다.
인삼 뇌두에 존재하는 Whewellite의 광물학적 특성연구(6)에서는
Whewellite(CaC2O4․H2O)는 결정적 유기 광물로 잘 알려진 옥살산염으로 옥살산
의 수소 이온을 칼슘 이온으로 치환한 형태이다.옥살산은 토양의 유기물로부터
공급 될 수 있다 하였다.Whewellite의 주성분인 칼슘의 분석으로 인한 연근 판별
법이 본 연구에서 주된 핵심이며 이는 일반적인 광물학적 특성에 의거 칼슘과 토
양 유기물의 관계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이번 연구에서는 재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X선 형광분석과 EDTA 방법으로 분석한 인삼 뇌두의 칼슘의 함량은 늘어나
는 특성을 나타냈으며 그에 따른 토양내 유기물은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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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삼이 생육하면서 토양의 재배환경에 따라 무기성분이나 함량 면에서 차이를
보였으며,재배 연수에 따라서 함량의 차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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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본 연구에서 토양내 TC의 분석결과 4년생 인삼에서 급격이 증가 하였다가 5년생
6년생 순으로 점차 함량이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재배시간이 길어짐에 따
라 토양내 유기물의 인삼 양분 요구도가 커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토양의 pH 측정결과 대체로 토양 pH의 적정 함량인 5.5~6.5(pH)정도로 양호하
게 나타났으나 4년생과 6년생의 토양에서 산성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XRF분석결과 6년근 인삼의 뇌두에서 칼슘의 함량이 4년근 인삼의 칼슘의 함량

보다 더 많이 나왔다.이는 6년근 인삼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생장을 하면서 뇌
두 부분에 칼슘이 생성될 시간이 충분하였지만,4년생의 경우는 그 재배기간이 짧
았기 때문에 칼슘이 축적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된다.인삼 뇌두
에서 칼슘의 축적에 필요한 시간이 칼슘과 유기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토양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사료된다.
EDTA 적정법을 이용한 칼슘의 정량분석 결과 XRF와 측정값의 차이는 났지만
XRF의 칼슘 측정값과 마찬가지로 4년생에서 칼슘의 함량이 가장 적게 나왔으며 6
년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이는 건식분석 방법인 XRF와 습식
분석 방법인 EDTA 적정법을 이용한 칼슘 측정법의 차이를 해석하였으며,두 방
법 모두 재연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신뢰성 또한 양호함을 볼 수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하지만,인삼의 분석중에 있어서 2년생 3년생의 경우 건조 시킨 후
시료 조제 하는 과정 중 실험에 필요한 중량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좀 더 실험
을 다양화 하여 계속된 연구가 필요 하다.인삼의 경우 연근의 판별이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 많지만,인삼의 뇌두에 존재하는 칼슘의 함량을 분석하여 보고 연근
을 판별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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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nnnaaalllyyysssiiisssooofffrrreeelllaaatttiiiooonnnssshhhiiipppsssbbbeeetttwwweeeeeennncccaaalllccciiiuuummm iiinnn
gggiiinnnssseeennnggghhheeeaaadddaaannndddttthhheeeooorrrgggaaannniiiccccccooommmpppooouuunnndddsssiiinnnttthhheee

ppplllaaannnttteeedddsssoooiiilll

Park,SungYoon
Dept.ofBiomedicalLifeScience
TheGraduateSchoolofHealthandEnvironment
YonseiUniversity

A ginsengiscomposedofaroot,aroothead,stems,leaves,andflowers.It
multipliesbyself-fertilization.ItproducesflowersinmidMayfrom thethird
year.Itisharvestedfrom midtolateJuly.Itisperennialandnew sprouts
appearontherootheadandthestemswitherintheAutumnleavingthetrace
marksontheroothead.Theshapeoftherootheadistheimportantfactorfor
differentiating thequality oftheginseng.Sincethemedicalpotency isnot
proportionaltothesize,biggeronesarenotnecessarilyofahigherpotency.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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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izeistoobigrelativetotherootsize,therootcouldbesofterinside,and
apropersizerelativetotherootsizeisconsidered desirable.However,no
precisestandardorapproacheshavenotbeenpresentedontheevaluationof
thequality ofginseng rootsyeteven though variousstudieshavebeen in
progress.In this thesis,the ginseng rootis being characterized by the
quantitativeanalysisofcalcium elementexistingin theginseng'sroothead,
and therelationship betweencalcium and theorganicmattersinthesoilis
beinganalyzed.Thesamplesforthisstudywerecollectedfrom aginsengfarm
locatedinSinjeon-Ri,Gyuenam-Mien,Jangsoo-Goon,Jeollanam-Do,amongtwo-
tosix-yearoldginsengs,andthesoilswerecollectedsimultaneouslyfrom the
site.Theginsengsampleswererinsedindistilledwater,driedinadryoven
setat80℃ fortwodays,grindedtoafinequalityusingagrinder,andthen
analyzedbyanX-rayfluorescenceanalyserandEDTA titrimetricmethod.The
accompanying soilsamplesweredried in adry oven,and sorted by a2
mm-sieve anda0.05mm-sieve,toobtaincoarsespecimenused mainlyfor
pH,phosphoricacid,andsoiltextureanalyses,andfinespecimenmainlyused
fororganicand T-N (Totalnitrogen)analyses.Thefinesoilspecimen was
analyzedfortheorganiccontentsbyNCSanalyzer,whilethecoarsespecimen
wasusedtomeasurepH level.Thetwo-andthree-yearoldginsengsamples
wereoftoosmallquantitiestobeusedfortheanalysis,andthusonlyfour-to
six-yearoldginsengswereanalyzed.Thecalcium contentincrease,whilethe
organicmattercontentdecreased,withtheyearoftheginsengsamples.This
seemstoindicatethattheorganicmattersinthesoilhasasubstantialrolein
theformationofthecalcium contentresidingintherootheadoftheginsengs.

KKKeeeyyyWWWooorrrdddsss::::::ginsenghead,theevaluationofthequalityofginseng,calcium
elementexisting,totalcarbonein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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