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국내 인삼생산량은 23,265톤으로 이중 수삼용은 

5,601톤(23.9%)뿐이고, 홍삼용은 17,369톤(74.2%), 백삼용은 

430톤(1.9%)으로 주로 가공용으로 유통되고 있으며(MAFRA, 

2018), 가공제품의 다양화에 따라 체형을 고려할 필요가 없

는 가공제품 원료삼의 수요가 증가되고, 농촌의 노동력부족

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단기 다수확을 거둘 

수 있는 직파재배면적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Won et al., 

1999).

인삼의 직파재배는 육묘와 이식작업이 생략되는 반면 육

묘와 본포재배가 동일 포장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예정지관리와 파종 및 재배관리에 주의해야 하지만, 직파재

배기술에 대한 연구와 표준재배법이 없고, 특히, 답전윤환 

재배지에서의 직파재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인삼은 토

양전염성 병원균인 뿌리썩음병원균의 피해로 인해 연작장해

가 심한 작물로 알려져 있으며(Cho et al., 1995; Rahman & 

Punja, 2005), 인삼 재배 후 10~15년이 경과되어야만 비로

소 재 경작이 가능하여(Kang et al., 2007), 초작지가 부족

한 우리나라에서는 논을 이용하여 인삼을 재배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Lee et al., 2009). 그러나 인삼의 논 재배

는 배수가 용이하지 않은 포장에서 황증, 적변 등 생리장해 

발생이 높다는 보고(Jo et al., 1996; Lee et al., 2004)와 벼 

재배시 화학비료 과다사용 및 축적으로 논하층토에 집적된 

비료성분이 인삼재배시 염류장해를 심하게 일으킨다는 보

고(Park et al., 1994)가 있고, 직파재배에서 생산되는 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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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 selection of an appropriate sowing method in on ginseng 

growth,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SAS (semi-automatic sower), commonly used by direct seeding farms, provides fast 

operation speed but results in high labor cost, while (Hooper Seeder Sowing) offers fast operation speed and high germination rate, 

but leads to increased laborer’s fatigue. Daily working area per sower was 6,611 m2 for a motor type, and the operation time to sow 

3,305 m2 was 15 hours for broadcast planting, and 8 hours for SAS. The germination rate of 1-year-old ginseng according to direct 

seeding was 69.1% for the treatment plot under broadcast planting, followed by 66.4% and 67.3% for manual sower and hoop 

sower, respectively, and the germination rate of SAS was the lowest at 64.2%. In addition,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shoot and 

root growth of 1-year-old ginseng among the sowing methods. Therefore, the sowing method can be chosen depending on the 

economic size of ginseng farmers. That broadcast sowing (BS) is appropriate for small scale farmers, while motor-driven seeder 

sowing (MDS) for direct seeding is more suitable for large scale fa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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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체형이 좋지 않아 분말, 엑스제품 원료 또는 시장에서 수

삼상태로 소모되는 단점이 있으나, 일부 직파재배 인삼이 

대편이면서 체형이 좋은 것도 있어 재배조건에 따라 백삼 

또는 홍삼원료용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Lee et al., 

1999). 

또한, 우리나라의 강우량은 대부분이 6~8월에 집중되는 

기후조건 때문에(Kim et al., 2010) 토양관리방법으로 배수

와 보수력을 높이고, 작물의 근권의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두둑을 높게 고랑을 깊게 만들어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그

러나 두둑을 높게 고랑을 깊게 만드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

운은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모될 뿐만 아니라 토양물리성 

악화 등 경운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 토양관리

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한다(Kim et al., 1997; Yang 

et al., 2014, 2015a, 2015b, 2016).

인삼재배 농가들이 종자를 파종할 때 사용하는 직파기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으며, 전동식 자동직파기, 반자동 직

파기, 굴렁쇠 직파기 및 수동식 직파기 등이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지만 직파기 종류마다 장단점이 있어 포장의 여

건을 고려하여 노동력 절감, 수확량 증대 및 파종속도가 빠

른 파종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품질 원료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

여 논 직파 재배시 파종방법이 인삼 출아율 및 생육에 미치

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인삼 파종방법

인삼 논 직파 재배시 파종방법별 장단점을 조사하기 위

하여 인삼재배농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종방법인 전

동식 파종기(Motor-driven seeder sowing; MDS), 반자동식

파종기(Semi-automic seeder sowing; SAS), 수동식파종기

(Manual seeder sowing; MOS), 굴렁쇠 파종기(Hooper seeder 

sowing; HS) 및 산파(broadcast sowing; BS) 등 5가지 방법

으로 3년간(2017~2019) 충남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농가임

차포장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파종방법별 작업시간

작업시간 조사는 각각의 파종기를 이용하여 인삼종자를 

파종하면서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하였다.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과 1일 파종 가능면적은 파종 후 면적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고, 파종기를 제작·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설명자

료와 실제 직파재배포장에서의 작업속도를 참고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파종방법별 출아율 및 생육특성 

시험에 사용된 인삼종자는 재래종으로 파종 전 개갑율은 

92.5%였고, 인삼 파종방법을 달리한 후 직파 1년생을 대상

으로 이듬해 3월 중순경에 출아율을 조사하였으며, 지상부 

생육은 6월 초순경, 지하부의 생육은 10월 초순에 채굴하

여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는 농촌진흥청 시험연구조사 분

석기준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파종방법별 출아 및 생육특성

논 직파 재배시 파종방법에 따른 1년생 인삼의 출아율을 

살펴보면 산파가 69.1%로 가장 높았고, 수동식파종기와 굴

렁쇠파종기 처리구의 출아율도 66.4%와 67.3%였으며, 반

자동 파종기 처리구의 출아율은 64.2%로 가장 낮았다(Fig. 

1). 이는 Won & Jo (1999)가 일반 밭에서의 직파재배 인삼 

1년생 출아율이 약 67%였다는 연구보고와 비슷한 조사결

과를 나타낸 것으로 논에서도 인삼 직파 재배시 출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직파 종류별 1년생 인삼의 생육특성을 살펴보면 엽

장, 엽폭, 경장 및 경직경 등은 파종방법에 따른 차이는 보

이지 않았으며, 또한 근직경과 근중 역시 파종방법별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근장은 굴렁쇠 파종기를 이용한 

것이 14.1 cm으로 가장 길었으며 전동식파종기를 이용하였

<BS> <MDS> <SAS> <MOS> <HS>

Photo 1. Sowing method of directed seeding cultivation of ginseng. Broadcast sowing (BS), Motor-driven seeder sowing (MDS), 

Semi-automatic seeder sowing (SAS), Manual seeder sowing (MOS), Hooper seeder sowing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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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는 8.5 cm으로 가장 짧았다(Table 1, Fig. 2). 

산파를 제외하고, 파종방법별 칸당(1.62 m2) 파종량은 180

립으로 설정되었지만, 파종기마다 실제 떨어지는 종자량은 

파종기별로 약간씩 증가하였는데, 조사결과 1개의 구멍에

서 2~3립이 떨어져 종자 소모량이 많았고, 특히, 전동식파

종기(MDS)가 많았다.

파종방법별 장·단점 특성

인삼종자를 파종하는 방법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

면 산파(BS)는 작업속도가 빠르지만 종자소모량과 난발삼 

발생 비율이 파종기를 이용한 점파보다 약 2배 정도 높았

고, 전동식파종기(MDS)를 이용하는 경우 작업속도가 빠르

지만 파종기 구입 가격이 높고, 종자 소모량도 약 6.5% 높

았으며, 반자동식파종기(SAS)는 작업속도가 빠르지만 인

건비가 높았으며, 수동식파종기(MOS)를 이용할 경우에는 

출아가 균일하지만, 작업속도가 느리고 인건비도 높았으며, 

굴렁쇠파종기(HS)는 작업속도가 빠르고, 출아율도 높았지

만 작업자의 피로도가 높은 단점이 있었다(Table 2).

파종방법별 작업시간 

파종기를 이용한 인삼종자 파종방법별 작업면적과 작업시

간을 조사한 결과(Table 2), 산파(BS)는 2명이 하루에 3,305 

m2를 파종하지만 두둑위에 종자를 고르게 뿌리다보니 작업

시간은 15시간이 걸렸고, 전동식(MDS)은 하루에 6,611 m2

를 파종할 수 있지만 작업자 3명에 8시간이 소요되었다. 작

업자는 좌·우에 한명씩, 그리고 전기줄을 잡아주는 보조인

력 등 3명이 필요하였다. 반자동식(SAS)은 두둑에 올려놓

은 파종기를 고랑 좌·우에서 작업하는 2명이 필요하였고, 

하루에 3,305 m2를 파종하는데 8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수

동식(MOS)은 2명이 장척을 이용하여 파종할 구멍을 내면, 

6명이 종자를 파종하면서 흙을 복토해야 해서 8명이 3,305 

Table 1. Growth characteristics of above ground part of 1 year old ginseng according to sowing method.

Sowing 

method

Leaf length

(cm)

Leaf depth

(cm)

Stem length

(cm)

Stem diameter 

(mm)

Root weight

(g)

Root length

(cm)

Root diameter

(cm)

BS♩ 2.7a 1.6a 4.0a 1.2a 0.5a 10.2ab 4.0a

MDS� 2.8a 1.5a 4.4a 1.1a 0.5a 8.5b 3.6a

SAS♪ 2.9a 1.6a 4.7a 1.2a 0.5a 12.3ab 3.7a

MOS� 3.0a 1.7a 4.4a 1.1a 0.5a 12.5ab 3.7a

HS♫ 3.0a 1.6a 4.3a 1.1a 0.6a 14.1a 3.9a

♩Broadcast sowing (BS), �Motor-driven seeder sowing (MDS), ♪Semi-automatic seeder sowing (SAS), �Manual seeder sowing 

(MOS), ♫Hooper seeder sowing (HS)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column are not significant at 5% by DMRT.

BS MDS SAS MOS HS

Fig. 2. Under ground part of 1 year old ginseng according to sowing method.

Fig. 1. Rate of ginseng by sowing method of direct seeding 

cultivation of ginseng. Broadcast sowing (BS), Motor- 

driven seeder sowing (MDS), Semi-automatic seeder 

sowing (SAS), Manual seeder sowing (MOS), Hooper 

seeder sowing (HS).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the column indicate that the valu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by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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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를 파종하는데 8시간 소요되었으며, 굴렁쇠식(HS)도 수

동식과 같이 2명이 굴렁쇠 장척을 이용하여 파종할 구멍을 

내면, 6명이 종자를 파종하면서 흙을 복토해야 해서, 하루

에 8명이 3,305 m2를 파종하는데 8시간이 소요되었다. 따

라서, 작업속도와 작업자 소요량을 고려하면 인삼재배 농

가들은 직파할 경우 반자동식(SAS)과 굴렁쇠식(HS)을 가

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적  요

본 연구는 논 직파재배시 적정 파종방법에 따른 인삼의 

출아와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고,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논 인삼 직파재배농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자동식

파종기(SAS)를 이용할 경우에는 작업속도가 빠르지만 인

건비가 높은 단점이 있었고, 굴렁쇠파종기(HS)는 작업속도

가 빠르고, 출아율도 높았지만 작업자가 8명이 소요되고, 

작업자의 피로도가 높은 단점이 있었다. 파종기별 하루 작

업면적은 전동식이 가장 많은 6,611 m2였지만 파종시 종자

소모량이 많은 단점을 보였고, 3,305 m2를 파종하는데 걸

리는 작업시간은 산파가 가장 길은 15시간이 걸렸고, 반자

동식(SAS)은 8시간이 소요되었다.

직파재배 파종방법에 따른 1년생 인삼의 출아율은 산파

가 69.1%로 가장 높았고, 수동식파종기와 굴렁쇠파종기 처

리구의 출아율도 66.4%와 67.3%로 양호하였으며, 반자동 

파종기 처리구의 출아율은 64.2%로 가장 낮았다. 또한, 파

종방법에 따른 1년생 인삼의 지상부 및 지하부 생육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인삼재배 농가의 경제적 규

모에 따라 적절한 파종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영세적 규

모일 경우 산파가 적합하고, 규모화 된 재배농가는 전동식

파종기(MDS)를 활용하여 직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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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strengths and weakness by sowing method of directed seeding cultivation of ginseng.

Sowing method Strength Weakness

BS♩
◦Work speed is fast

◦Seed consumption is large

◦The rate of fibrous root ginseng is high

MDS�
◦Work speed is fast

◦The seeder price is high

◦Seed consumption is large

SAS♪
◦Work speed is fast ◦Labor costs are high

MOS�
◦Germination is uniform

◦Working speed is slow

◦Labor costs are high

HS♫ ◦Work speed is fast 

◦Germination is high
◦Worker fatigue is high

♩Broadcast sowing (BS), �Motor-driven seeder sowing (MDS), ♪Semi-automatic seeder sowing (SAS), �Manual seeder sowing 

(MOS), ♫Hooper seeder sowing (HS)

Table 3. Survey on working time by sowing method of directed seeding cultivation of ginseng.

Sowing method
Sowing area

(1 day)

Seeding density

(grain/1.62 m2)

No. of required

person

Sowing time

(hr.)
Remarks

BS♩ 3,305 m2 300~350 2 15 sowing-2

MDS� 6,611 m2 180 3 8 seeder-2, assistant-1

SAS♪ 3,305 m2 180 2 8 seeder-2

MOS� 3,305 m2 180 8 8 seeder-2, sowing-6 

HS♫ 3,305 m2 180 8 8 seeder-2, sowing-6

♩Broadcast sowing (BS), �Motor-driven seeder sowing (MDS), ♪Semi-automatic seeder sowing (SAS), �Manual seeder sowing 

(MOS), ♫Hooper seeder sowing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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