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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researchers studied the composition of latent buds by surveying the embryo of harvested seed, and the
developmental pathway of latent buds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inseng. One-year-old ginseng seedlings
were transplanted into the field and harvested two years later. The developmental pathway of the main bud, which would
be the shoot of ginseng in the fourth year, was also investigated. The main bud of the seedling was formed from the region
between root and shoot of the germinating seed. Primary and axillary latent buds protruded in a dome-shape from the cor-
tex and separated from the main bud. Ninety percent of the single main bud was derived from the primary latent bud.
Twin main buds were derived from a primary latent bud and one axillary bud, and triple main buds were derived from pri-
mary latent bud and two axillary latent buds. In the field, the researchers could not find 2-stem plants in 2-3 years old
plants. However, the researchers found a 2-stem plant in a 4-year-old plant because its two main buds developed from a 3-
year-old plant. We can conclude that a 2-stem plant was observed in the plant that was at least 4 years old. The main buds
of the 4-year-old plant were formed at the primary and axillary latent bud of seed and cortex, the latent bud of rhizome in
a 2-3 year old plant. In older plants, twin and triple main buds were derived mostly from the cortex latent bud than the pri-
mary latent b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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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려인삼은 분류학적으로 Panax 속 오가피에 속하는 식물

로 한방에서 강장, 보혈 등에 최고의 명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인삼은 본초학에서 상약으로 명명되어 각종 처방에 사

용되고 있다.

오늘날, 현대과학에 의해 인삼의 효능이 상당부분 밝혀지고

있으나 인삼의 민방적 효능은 산삼 또는 인삼의 신비적 효험

에 근거하여 애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삼의 품질가치는 저

년근에 비해 고년근이 비싸고 같은 고년근일 경우 중량이 많

이 나가는 것이 비싸다. 중량이 많이 나가는 원인은 주로 재

배기술이나 재배환경1,2)에 의해 좌우되지만 산지, 연생, 다경

발생 등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인삼의 개체 중량에 대한 연구로서 최 등3)은 포장에서 다

경개체가 단경개체보다 중량이 5 년근에서는 21.6 g정도로 많

고 6년근에서는 41 g정도 많았으며 대편삼도 5년근보다는 6

년근 다경인삼에서 많았고 다경품종의 육성을 위해 경수의 유

전을 조사해본 결과 저년생일수록 경수의 유전력이 높고 고

년생으로 갈수록 낮으며 황숙종과 미국삼의 경우는 자경종에

비하여 다경발생 빈도가 극히 낮았다고 하였다. 종자의 잠아

발생에 관한 연구에서 안 등4)은 잠아는 종자가 발아하기 전

4월 초순에 자엽간 줄기 하부에 0.1-0.2 mm의 크기로 이미

형성되어 있어 종자로부터 발아된 1 년생 묘삼의 잠아 생성

시기는 종자의 발근시기인 3 월 하순이라 하였고 2 년생 이

상의 인삼에서 잠아조직은 4 월 중순경 근조직 내에서 세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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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시작한다고 하였다. 인삼의 잠아에 대한 조직학적인 연

구로서 정 등5)은 잠아는 배의 경근이동부의 분열조직에서 형

성되고 주아는 주아 속에 있는 잠아가 발달한 것으로 주아는

기관분화가 완료된 상태이고 잠아는 미분화된 상태이며 주아

는 대체로 경흔적의 상단부에 위치하며 잠아가 경의 내측에

위치하고 있어 잠아가 주아로 생장한다고 하였다. 다경인삼은

인삼의 수량적인 방향에서는 아주 유용하여 다경의 원인이 되

는 잠아를 조절하여 인위적으로 다경개체를 발생시켜 수량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인삼에서 다

경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지 밝혀진 바는 없다. 

인삼에 있어 잠아의 특성은 지상부 경엽 등을 갖는 주아의

원기가 되고 주아는 발달하여 다음해 경엽으로 생장하기 때

문에 이들은 유기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경개

체의 모태가 되는 주아의 발달경로를 구명하고자 묘삼의 잠

아특성을 산지별로 조사하였고 묘삼을 본포에 이식하여 3년

생을 채굴하여 4년생이 될 주아의 생성경로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본 시험에 공시한 재료는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수집한 자

경종으로 관행일복을 설치하고 묘삼으로 육묘하였다. 그리고

이들 묘삼을 본포에 이식하여 역시 관행일복에서 2 년생과 3

년생을 인삼표준경작방법6)에 의해 재배하고 10 월 중순에 채

굴하여 사용하였다.

실험방법

종자의 잠아발달 과정

종자의 잠아발달과정의 조직형태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

여 Farmer's solution을 만들고 종자조직을 침지하여 고정한

후 조직검경일반상법7)에 의해 절편을 만들고 염색한 후 광학

현미경과 입체현미경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잠아형성 과정

잠아형성 과정은 종자가 발아하기 시작하는 4월 초순에서

6월 말까지 시기별로 묘포의 발아종자를 수거하여 조사 관찰

하였다. 또한 이들을 다음해 3 월 말에 채굴하여 처리당

200-300개체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묘삼에서 단뇌, 쌍뇌, 3뇌

의 분포 및 특성을 조사하였다. 

주아형성 유래

묘삼을 뇌두 유형별로 본포에 이식하여 3년생에서 채굴하

여 4년생 지상부가 될 주아를 단뇌 주아, 쌍뇌 주아 그리고 3

뇌 주아로 구분하여 다시 이들 주아의 형성유래를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종자의 잠아발생

인삼에서 최초의 원잠아가 언제 생겨나는지에 대하여 보고

된바 없어 이를 조사하고자 종자를 조직 검경하여 관찰한 사

진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채종종자의 배의 크기는 외형적

크기만 0.34 mm 내외이었으며 이는 안 등8)의 결과와 같았으

며 잠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종자를 개갑처리 하여 미숙종자를 종숙종자로 변화시

켜서 원잠아를 관찰하였으나 역시 배 (embryo)에서 잠아의

실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종자를 5oC에서 60 일 저온 처리하여 상온에서 발

아가 이루어지면 배축의 오목한 부위에서 표피조직이 미황색

혹은 연녹색으로 색상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3개의 돔 (dome)

형상이 만들어지고 이중에 가운데 있는 돔은 분화하여 뇌포

를 형성하면서 주아로 발달하였다. 또한 주아가 생겨난 주변

조직에서 측잠아 2 개가 돔을 이루나 생장은 미미한 수준이

Fig. 1. Developmental process of primary and axillary latent bud at harvest, stratification and germination seed. A) Non-emergence of
latent bud at harvest time. B) Emergence of primary latent bud at stratification time. C) Growth of primary and axillary latent
bud at germin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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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얼마 후 생장이 정체되었다.9)

묘삼의 잠아발생 

종자를 묘포에 파종하여 육묘했을 때 지상부 경엽의 생장

과 함께 배축에 있는 원잠아 1 개와 측잠아 2 개는 모두 차

년도 경엽이 분화된 주아로 발달이 가능한데 묘삼의 잠아 발

생을 조사하기 위하여 묘삼의 주아형태를 조사한 결과 표 1

과 같다. 묘삼 1 개당 뇌두부위에 형성되는 원잠아 유래의

주아는 단뇌 (Gig 2-A)가 95.7%이었고 쌍뇌는 2.1%이었으며

3 뇌는 0.01% 수준이었다. 그러나 원잠아가 퇴화할 경우 측

잠아가 원잠아를 대신하여 2.2%가 주아로 생장 발달하였는데

이들은 대체로 단뇌(Fig. 2-B)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인삼에

있어 쌍뇌 발생율은 측잠아의 주아 발생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 선발지역별 계통의 주아 발생

빈도는 단뇌의 경우 차이가 미미하였으나 쌍뇌는 계통간에 현

저한 차이를 나타내었다.9,10) 

원잠아 유래의 단뇌삼과 쌍뇌삼 그리고 측잠아 유래의 단

뇌삼의 주아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원잠아 유

래의 단뇌주아는 길이 6.62 mm, 폭 4.26 mm으로 쌍뇌주아

의 5.96 mm, 2.83 mm 보다 현저히 크고 중량도 50.2 mg으

로 쌍뇌주아의 29.0 mg 보다 높았다. 그러나 측잠아 유래의

단뇌주아의 경우 길이는 6.84 mm로 원잠아 유래의 단뇌주아

에 비해 다소 길었으나 폭 2.34 mm, 무게 49.6 mm으로 작

았고 주아의 형태가 길쭉하고 일그러져 있었다.

인삼의 뇌두형태는 주잠아 유래의 단뇌가 90%이상 발생하

는데 쌍뇌삼이 될 경우 측잠아 유래의 주아가 생장하게 됨으

Table 1. Distribution of number of bud on local line according to seedling time (단위 : %)

Local line
Primary latent bud Axillary latent bud

Single main bud Twin main bud Triple main bud Single main bud
LS-1 92.0 6.3 0.1 1.7
LS-2 96.1 1.9 0.0 2.0
LS-3 96.8 2.5 0.0 0.7
LS-4 96.8 1.7 0.0 1.5
LS-5 97.7 0.0 0.0 2.3
LS-6 97.3 0.5 0.0 2.2
LS-7 93.6 1.7 0.0 4.7
mean 95.7 2.1 0.01 2.2

†Means with the same letters in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MRT.

Fig. 2. Development of single and twin main bud from primary and axillary latent bud at seedling. A) Single main bud from primary
latent bud. B) Single main bud from axillary latent bud. C) Twin main bud from axillary latent bud.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in bud according to seedling type on origin of primary and axillary latent bud

Origin Seedling type Length (mm) Width (mm) Weight (mg)
Primary latent bud Single bud 6.62a 4.26a 50.2a

Twin bud 5.96b 2.83b 29.0c
Axillary latent bud Single bud 6.84a 2.34b 49.6b

 mean 6.47  3.14  42.9
†Means with the same letters in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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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개의 묘삼에서 두 개의 뇌두가 있을 경우 뇌두는 생육

이 불량하였다. 

표 3은 주아의 기저부위에 발생하는 미분화된 돔형태의 차

년도 원잠아 특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원잠아 유래의 단뇌와

쌍뇌의 차년도 원잠아는 길이는 각각 1.38 mm, 1.72 mm이

었고 너비는 0.90 mm, 1.12 mm로 차이가 없었으며 측잠아

유래의 차년도 원잠아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원잠

아의 생장과 발달은 주아의 형태나 크기에 의해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아직 미분화된 분열조직의 집합체에 불과하므

로 지상부 생육의 양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아발생

인삼에 있어 2-4 년생 출아기 때 뇌두의 형태를 조사한 결

과는 표 4와 같다.

2 년생과 3 년생의 뇌두에 있는 주아는 100%가 단뇌이었

으나 4 년생은 단뇌 (Fig. 3-A) 88.5%, 쌍뇌 (Fig. 3-B)

11.0% 그리고 3 뇌 (Fig. 3-C) 0.6%이었다. 또한 쌍뇌 발생

은 계통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3 뇌를 갖는 개체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 

2-3 년생에서 쌍뇌가 한 개도 없었고 4 년생이 되어야 비

로소 쌍뇌 등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인삼의 다경발생 시기

는 3년생에서 발달한 주아가 4 년생이 되어 출아시에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혹 산지에서 2 년생과 3 년생

에서 다경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것은 묘삼 이식시 불용묘삼

인 쌍뇌 묘삼을 이식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아발생경로

인삼의 주아발생 경로를 단뇌, 쌍뇌 그리고 3뇌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단뇌는 원잠아 유래와 측

잠아 유래로 구분되는데 각각 98.2%, 1.8%이었다. 그리고 쌍

뇌는 원잠아 유래와 피층잠아 유래 그리고 측잠아 유래로 구

분되었으며 각각 35.0%, 54.2% 그리고 10.9%이었다. 삼뇌는

아주 미미하게 발생하여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나 원

잠아, 피층잠아 그리고 측잠아 유래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인삼의 주아발생은 종자의 발아와 함께 배 (embryo)

의 경근이동부에서 원잠아가 일단 발생하게 되고 원잠아는 묘

Table 3. Characteristics of primary latent bud of next year according to seedling type

 Origin Primary latent bud of next year Length (mm) Width (mm)
Primary latent bud Single bud 1.38a 0.90a

 Twin bud 1.72a 1.12a
Axillary latent bud Single bud 1.53a 1.02a

 mean 1.54 1.01
†Means with the same letters in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MRT.

Table 4. Distribution of number of main bud on local lines in 3 and 4-years old ginseng at sprout times (unit : %)

Local lines
2 and 3-year-old 4-year-old

Single bud Twin bud Triple bud Single bud Twin bud Triple bud
LS-H 100 0 0 80.6b 18.2a 1.2a
LS-M 100 0 0 96.3a 3.70b 0.0b
mean 100 0 0 88.5 11.0 0.6

Fig. 3. Development of single and twin main bud from primary and axillary latent bud on sprout time at 4-year-old ginseng. A) Single
main bud from primary latent bud. B) Twin main bud from primary and axillary latent bud. C) Triple main bud from primary,
axillary and cortex latent b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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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장과 함께 발달하여 묘삼의 분화된 주아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주아의 기저에 새로운 돔 (dome) 형

상의 미분화된 원잠아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원잠아는 주아가

되고 주아의 기저에 새로운 원잠아가 형성되는 패턴으로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삼의 생명력이 연장된다고 생각된다. 그

리고 주아가 발생하는 것은 원잠아와 함께 묘삼의 단뇌 또는

쌍뇌 그리고 3 뇌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인삼에서 이식은 묘

삼의 단뇌를 사용하므로 2 년생에서 다경이 관찰되지 않으며

이는 3 년생까지 이어져 역시 다경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

나 3 년생 생육과정에서 묘삼유래의 원잠아, 측잠아가 주아가

되고 뇌두의 일부조직 즉 피층에서 피층잠아가 자생적으로 발

생하여 4 년생의 주아를 완성하므로 4 년생에서 처음으로 다

경개체가 관찰되었다. 인삼의 측잠아와 피층잠아가 주아로 발

달되는 메카니즘은 아직 밝혀진바 없으나 다경개체가 발생되

는 경로는 원잠아, 측잠아 그리고 피층잠아 유래의 3가지 경

로가 있었다. 

요 약

본 시험은 인삼의 채종종자의 조직을 관찰하여 잠아의 실

체를 조사하였고 묘삼의 잠아특성을 산지별로 조사하여 다경

이 되는 잠아의 발달경로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묘삼을 본포

에 이식하여 3 년생을 채굴하여 4 년생이 될 주아의 생성경

로를 조사하였다. 묘삼의 주아는 발아종자의 경근천이부에서

피층조직이 융기하여 돔 (dome)형태의 원잠아 또는 측잠아가

형성된 후 이들 조직이 분화하여 발달하였다. 그리고 묘삼의

단뇌는 90%가 원잠아에서 유래하였으며 쌍뇌는 원잠아와 2

개의 측잠아 중 1 개가 발달되어 형성되었으며 3 뇌는 원잠

아와 측잠아 2 개가 발달하여 형성되었다. 본포에서 2 년생

과 3 년생은 주아가 단뇌로 형성되어 있어 2 경 개체가 발

생하지 않으나 4 년생은 3 년생에서 발달한 쌍뇌 이상의 주

아가 있어 2 경 개체이상이 관찰되는 최초의 연생이었다. 4

년생의 주아는 종자에서 형성된 원잠아, 측잠아와 2-3년생에

서 뇌두부위에서 형성된 피층잠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고년

생으로 갈수록 쌍뇌 또는 3뇌는 원잠아에 비해 피층잠아 유

래의 주아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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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requency of number of main bud on 4-years old ginseng at sprout times (Unit : %)

 Local lines
Single main bud Twin main bud Triple main bud

BPL BAL BPL BCL BAL BPL BCL BAL
KGS-H 97.8 2.2 57.4 33.3 9.30 50.0  25.0  25.0
KGS-M 98.6 1.4 12.5 75.0 12.5 0.00  0.00  0.00
 mean 98.2 1.8 35.0 54.2 10.9 25.0  12.5  12.5

BPL : Type of bud are formed by primary latent bud.
BAL : Type of bud are formed by axillary latent bud.
BCL : Type of bud are formed by cortex latent bu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