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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품종별 종자의 크기가 개갑율 및 묘삼생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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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obtained the basic information for seed coat dehiscence and seedling per-
formance according to seed size of eight ginseng cultivars. Seed size was separated into four grade(upper 5.0, 5.0-4.7, 4.7-
4.0, and under 4.0mm in diameter). Seed coat dehiscence and survival ratio of seedling were not affected by seed size.
Aerial parts growth of seedling such as stem length, stem diameter, and leaf area of seedling were larger seed(upper
5.0 mm) better than those of small seeds(4.7-4.0, and  under 4.0 mm in diameter). Also root part growths such as root
diameter, and fresh weight were larger seed(upper 5.0 mm) higher than those of small seeds(4.7-4.0, and under 4.0 mm in
diameter). However, root length was not affected by seed size. Growth status of aerial and root parts of ‘Yunpoong’,
‘Gumpoong’, and ‘Gopoong’ were better than those of other cultivars in each grade of seed sizes. The growth of char-
acteristics of ‘Chunpoong’ and ‘Chungsun’ were less than those of other cultiv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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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Panax ginseng C.A. Mayer)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서 약용으로 이용되었으며, 현재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있다.

인삼종자는 일반 작물 종자와 달리 채종시 인삼종자의 배의

비율이 10%미만이며 채종 후 개갑처리에 약 100일이 소요되

며, 이 후 4oC 저온에서 40일이 경과하여야 발아 한다. 이

시기에 고온 및 건조 장해를 받으면 2차 휴면에 들어간다.

또 인삼 개갑의 최적 적정 온도는 20oC라고 보고되었다1,2,3).

특히 인삼은 해가림(일복) 시설에서 2년 때 묘삼을 본포에 이

식 후 6년 채굴 전 까지 동일 장소에서 재배되는데 전중행에

비하여 후행은 환경요인(광량, 온도, 토양수분)등에 의하여 수

량 및 품질이 매우 저하된다. 따라서 묘삼의 소질의 양부가

채굴 시 수량 과 품질을 가름함으로 우량하고 균일한 묘삼을

생산하여 본포에 이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삼 종자는 한 송이 내에서 다양한 종자의 크기가 분포하

는데 일반적으로 인삼의 꽃은 개화 및 성숙은 자장자리에서

중앙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앙 부위의 종자는 결실 후에도 종

자가 작아서 사용이 곤란하다. 이에 따라 자경재래종 종자 크

기별 묘삼의 생육을 조사한 결과 종자크기가 큰 것이 출아율,

출아세, 지상하부 생육이 양호하며4), 묘삼 무게별 근중 변화

보고에서 6년근 수확 목적 시 묘삼의 무게를 1.~1.2 g 식재

가 적당하며, 2년근 이식을 위해서 0.6 g이사의 묘삼을 선발

하는 것이 적당다고는5) 보고 뿐이다. 타 작물의 종자크기별

발아율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었는데, 귀리의 경우 중,

대립 종자의 경우 최종 발아율은 98%인 반면, 소립종자의

최종 발아율은 93%6), 부르콜리 종자를 크기별로 분류한 후

종자의 발아율을 조사한 결과 2.0 mm 이상 종자의 발아율은

90%7), 반면 시금치의 대, 중, 소 종자크기별 발아세와 발아

율을 조사한 결과 소립 종자의 발아세와 발아율이 중, 대립

종자보다 우수하며8), 잔디를 1000립 중의 무게로 구분하여

#본 논문에 관한 문의는 이 저자에게로

(전화) 031-400-1510; (팩스) 031-419-9434
(E-mail) sungslee@ktng.com



258 이준수·이성식·이장호·안인옥 고려인삼학회지

발아소요시간을 조사한 결과 1000립 중이 가벼운 종자가 무

거운 종자보다 발아에 소요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였다9). 시

클라멘 품종을 대, 중대, 중, 소립 크기별 초기생육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백색품종이 적색

품종보다 초기생육이 우수였으나, 종자크기는 큰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하였다10).

 우리나라에서 육성된 인삼 8 품종(천풍, 연풍, 금풍, 고풍,

선풍, 선운, 선원, 청선)의 종자크기별 묘삼생육에 대한 보고

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시험은 국내 인삼 육성품종을 재료로

하여 종자 크기가 개갑율, 생존율, 묘삼의 지상부(경장, 경직

경, 엽면적), 지하부(근장, 근직경, 근생체중) 특성 및 묘삼소

질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묘삼 생산의 기초자료로 삼고

자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KT&G 중앙연구원에서 육성한 8개의 인삼 품종(천풍, 연풍,

금풍, 고풍, 선풍, 선운, 선원 및 청선) 4년생에서 2005년 7

월 하순 경에 인삼재배 표준경작법에 의해 재배된 채종모본

에서 병 피해 종자를 제외한 모든 종자를 무작위로 채종 후

장육을 제거하고 2일간 음건 후 4종류(5.0 mm이상, 5~4.7

mm, 4.7~4 mm, 4 mm이하)의 체로 쳐서 종자 크기별로 구

분하였다. 개갑처리는 20oC 장소에서 8월 고온기 1일 3회,

9~10월 저온기 1일 1~2회 관수와 3회의 매체에 의한 개갑

처리 후 품종 별 개갑율의 조사는 종자 크기별로 3반복 100

립씩 조사를 하였다. 개갑된 종자는 양직묘포 (3.3 m2 당 원

야토 240 l와 약토 80 l를 혼합 조제한 상토)에 3.0×3.0cm

간격으로 파종하였다. 생존율 조사는 2007년 6월 10일에

30×30cm 면적(100개체)에서 3반복으로 생존 개체수/파종 입

수를 백분율로 조사하였다. 지상부 생육(경장, 경직경, 엽면적)

은 2007년 8월 16일에 30×30cm 면적에서 채굴하여 20개

체를 조사하였다. 엽면적은 엽면적 측정기(Li-COR, Li-3000,

US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지하부 생육 조사는 2007년

10월 18일에 30×180cm에서 채굴 후 이용가능 묘삼, 불용묘

삼(근중 미달, 체형불량, 적변삼, 병삼)을 구분한 다음 이용가

능 묘삼에서 10개체를 취하여 근장, 근직경, 근생체중을 조사

하였다. 통계분석은 SAS(SAS Enter prise Ver. 4.0)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8품종의 종자크기의 분포는 Table 1과 같다. 5.0 mm 이상의

종자의 분포는 선운(45.5%) > 고풍(41.5%) >선풍(40.4%) >

선원(32.1%) >연풍(26.3%) >금풍(23.4%) >천풍(22.1%) >

청선(16.1%) 순이었다. 4.0 mm 이하의 종자의 분포는 청선

(10.9%) > 천풍 (4.5%) > 연풍 (3.3%) > 금풍 (3.1%) > 선원

(2.4%) > 고풍(1.1%), 선풍(1.1%) > 선운(0.7%) 순이었다. 모

든 품종에서 종자크기의 분포는 4.7-4.0 mm가 가장 많았다.

개갑율 조사에서 종자의 크기는 개갑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나 품종에 따라 개갑율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선운의 개갑율이 종자크기별 87.2%(5.0 mm 이상)~

85.0%(4.0 mm 이하)로 가장 높았고, 선풍 79.0%(5.0 mm 이

상)~82.0%(4.0 mm 이하), 청선 75.0%(5.0 mm 이상)~68.2%

(4.0 mm 이하), 고풍 71.8%(5.0 mm 이상)~71.4%(4.0 mm

이하), 연풍 72.8%(5.0 mm 이상)~71.2%(4.0 mm 이하), 금풍

70.4%(5.0 mm 이상)~77.8%(4.0 mm 이하) 순이었고, 천풍의

개갑율이 종자크기별 56.8%(5.0 mm 이상)~55.8%(4.0 mm 이

하)로 가장 낮았다(Table 2). 본 실험에서 천풍의 경우 개갑율

이 낮은 이유는 종자 자체의 성숙시기가 일정하지 못하다는 것

과, 본 실험에서 채종 시 다른 품종과 일시에 수확하였기에

미숙과가 포함되어서 개갑율이 저하된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

농가에서 종자 채종시기를 늦추거나, 성숙시기에 미숙과를 제

거하는 방법으로 개갑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농가의 노동력을 상승시키므로 새로운 개갑촉진법의

개발 또는 천풍 개체중 종자의 성숙이 일정한 개체의 형매교

배(sister cross)를 통한 종자성숙시기 향상법을 고려해보야

Table 1. Distribution of seed size at various ginseng cultivars (Unit:%)

Cultivars
Mesh size(mm)

Upper 5.0 5.0-4.7 4.7-4.0 Under 4.0
Chunpoong 22.1±1.0 29.3±1.2 44.1±1.3  4.5±0.6
Yunpoong 26.3±0.5 29.4±1.2 40.9±1.4  3.3±0.3
Geumpoong 23.4±0.3 32.7±0.4 40.8±0.3  3.1±0.7
Gopoong 41.5±0.4 31.8±0.7 25.6±0.1  1.1±1.2
Sunpoong 40.4±0.0 32.5±0.6 26.0±0.8  1.1±1.1
Sunwon 45.5±2.0 31.0±0.5 22.8±1.1  0.7±0.9
Sunweon 32.1±1.2 33.3±1.3 32.2±1.3  2.4±0.6
Chungsun 16.1±1.0 24.3±0.9 48.7±0.6 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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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시 품종의 생존율의 범위는 59.0%(선원, 4.7-4.0 mm)~

68.7%(금풍, 4.7-4.0 mm)이었으며, 종자크기별, 품종별 생존율

의 범위는 65%내외로 확인되었다(Table 3). 품종별, 종자크기

별 생존율은 95% 수준에서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자크기별 경장, 경직경, 엽면적의 생육은 Fig. 1과 같다.

모든 품종에서 경장의 길이는 5.0 mm이상 > 5.0-4.7 mm >

4.7-4.0 mm > 4.0 mm 이하의 종자크기 순으로, 종자의 크기

가 작을수록 경장이 짧아지는 경향이었다. 품종별 경장 생육이

가장 우수한 품종은 선풍(5.0 mm 이상, 128.2 mm), 뒤를 이어

금풍(5.0 mm 이상, 116.5 mm), 고풍(5.0 mm 이상, 106.8 mm)

이었다. 반면 천풍(5.0 mm 이상, 91.3 mm)이 가장 짧았고, 뒤

를 이어 선원(5.0 mm 이상, 99.0 mm)이었다. 

경직경은 품종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종자크기가 클수록

경직경이 굵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직경의 생육이 가장 우

수한 품종은 연풍(5.0 mm 이상, 1.4 mm), 금풍(5.0 mm 이상,

1.4 mm)이었다. 반면, 천풍(5.0 mm 이상, 1.2 mm), 선원(5.0 mm

이상, 1.2 mm), 청선(5.0 mm 이상, 1.2 mm)의 경직경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엽면적 조사에서도 종자의 크기가 클 수 록 엽면적이 넓었

고, 종자의 크기가 작을 수록 엽면적이 작았다. 엽면적이 가장

우수한 품종은 연풍(5.0 mm 이상, 131.1 cm2), 금풍(5.0 mm 이

상, 123.3 cm2)이었으며, 엽면적이 가장 낮은 품종은 천풍

(5.0 mm 이상, 102.8 cm2) 과 선원(5.0 mm 이상, 100.9 cm2)이

었다.

종자크기별 경장, 경직경 및 엽면적의 생육은 5 mm이상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종자의 크기가 작아 질 수 록 지상부 생

육이 불량하였다. 전반적으로 지상부 생육은 연풍과 금풍 우수

하였고, 천풍은 지상부 생육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품종별 근장의 길이는 선운(5.0 mm 이상, 19.2cm), 금풍

(5.0 mm 이상, 19.1cm), 연풍(5.0 mm 이상,18.1cm) 순으로 길

었고, 천풍(5.0 mm 이상, 17.1cm), 선풍(5.0 mm 이상, 17.2cm)

순으로 짧았다. 또한 종자크기별 근장의 길이 차이는 5.0 mm이

상이 길었으며 종자의 크기가 작아질 수 록 크게 짧아지는 경

향이었다. 근직경은 고풍(5.0 mm 이상, 5.4cm), 연풍(5.0 mm

이상, 5.2cm), 선풍(5.0 mm 이상, 5.2cm) 순으로 굵었고, 선원

(5.0 mm 이상, 4.9cm), 금풍(5.0 mm 이상, 5.0cm), 청선

(5.0 mm 이상, 5.0cm) 순으로 작았다. 근생체중은 고풍(5.0 mm

이상, 1.1 g), 연풍(5.0 mm 이상, 1.0 g) 순으로 무거웠고, 천풍,

선풍, 선원, 청선(5.0 mm 이상, 0.8 g)순으로 가벼웠다.

종자크기별 근직경과 근생체중의 생육은 종자의 크기가 클

수 록 생육이 우수하였고, 4.0 mm 이하의 생육이 불량하였다.

지하부의 특성은 근생체중에서 품종간 종자크간에 가장 뚜렷

한 차이가 나타났다(Fig. 2). 

Table 2. Effect of seed size and eight cultivars on the ratio of seed coat dehiscence in ginseng (Unit:%)

Cultivars
Mesh size(mm)

Upper 5.0 5.0-4.7 4.7-4.0 Under 4.0
Chunpoonge* 56.8 55.2 55.8 55.8
Yunpoongc 72.8 77.2 74.4 71.2
Geumpoongc 70.4 74.0 74.8 77.8
Gopoongc 71.8 75.4 73.0 71.4
Sunpoongb 79.0 80.0 83.4 82.0
Sunwona 87.2 82.8 85.8 85.0
Sunweond 67.0 68.8 68.0 69.0
Chungsunc 75.0 73.8 75.2 68.2

*Mean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DMRT(0.05).

Table 3. Effect of seed size and eight cultivars on the survival ratio of seedling in ginseng (Unit:%)

Cultivars
Mesh size(mm)

upper 5.0 5.0-4.7 4.7-4.0 under 4.0
Chunpoong 60.2±1.0 62.0±2.0 63.0±2.5 62.0±2.1
Yunpoong 60.0±1.2 63.7±3.2 61.0±1.0 60.0±3.5
Geumpoong 61.7±2.3 61.7±1.5 68.7±3.0 65.7±2.2
Gopoong 62.0±2.6 62.0±0.6 65.0±2.9 64.7±2.7
Sunpoong 61.0±3.5 63.7±2.2 62.7±1.8 61.3±3.1
Sunwon 61.3±2.0 64.3±2.4 65.0±2.1 60.0±2.0
Sunweon 61.0±2.9 59.3±1.5 59.0±1.8 61.0±3.5
Chungsun 64.7±1.7 64.3±3.1 62.7±0.9 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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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의 종자크기별 이용가능묘삼 과 불용묘삼의 수량을 비

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5.0 mm 이상의 종자크기에서

이용가능묘삼의 칸당 본수는 연풍 1,104본, 금풍 877본, 고풍

866본, 선원 723본, 선운 720본, 선풍 714본, 청선 553본,

천풍 522본 순이었다. 4.0 mm 이하의 종자크기에서 이용가능

묘삼의 칸당 본수는 연풍 987본, 금풍 771본, 고풍 760본,

선운 630본, 선풍 과 선운은 각 620본, 청선 446본, 천풍

408본 순이었다. 5.0 mm 이상의 종자크기에서 불용묘삼의 칸

당 본수는 천풍 215본, 청선 213본, 선풍 196본, 선운 178본,

금풍 168본, 연풍 159본 순 이었고, 종자크기 4.0 mm 이하

의 불용묘삼의 칸당 본수는 천풍 213본, 연풍 194본, 선운

179본, 청선 171본, 금풍 과 선풍은 각 162본, 선원 160본,

고풍 155본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종자의 크기가 4.7 mm 이상

일수록 가용묘삼의 본수가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이상의 결과로서 종자의 크기가 개갑율, 묘삼의 지상지하부

생육 및 우량묘삼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자 크기가 개갑율에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품

종간에는 개갑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김 등4)의 자경종의 종자 크기별 개갑율 시험에서 개갑율이

평균 95%내외로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보고와 동일하

였다. 특히 천풍의 개갑율이 종자크기별로 56.8%(5.0 mm 이

상)~55.8%(4.0 mm 이하)로 타 품종에 비하여 매우 낮았으

Fig. 1. Effect of seed size and eight cultivars on stem length, stem diameter and leaf area in ginseng.
*Mean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DMRT(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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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풍의 성숙 시기별 개갑율을 조사한 결과 완숙 종자의

개갑율 60%이내며, 종자크기별 개갑율에 차이가 없다는 보고

와 동일하였다11). 인삼의 경우 4.0 mm 이하 종자의 출아율은

74~77%, 출아세는 67%이며, 4.0 mm이상의 종자의 출아율

과 출아세가 각 각 81~84%, 72%로 우수하였다4). 인삼 품

종 및 종자 크기간 생존율은 평균 60% 이내로 유의차가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지상부 생육에서 품종별 5.0 mm 이상의 종자크기에서 경장,

경직경, 엽면적 과 지하부 생육에서 근장, 근직경 및 근생체

중은 종자의 크기가 클 수 록 생육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Fig. 1, 2). 김 등4)의 자경종 4, 5, 6년생 5.0 mm 이

상의 큰 종자의 지상부 와 지하부 특성의 생육상황이 종자크

기가 작은 것 보다 양호하다는 보고와 동일하였다. 주요 지상

부와 지하부 형질들은 종자의 크기가 큰 것이 작은 것보다

생육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종자의

크기가 클수록 배유의 저장양분이 많아서 인삼의 근권이 발

달하기 전 배유 양분에 의존한 초기생육이 양호하여 후기생

육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선운은 종자의 크기 분포에서 5.0 mm이상의 종자는 45.5%

로 타 품종에 비하여 많았다. 그러나 지상하부 형질 조사에서

타 품종 보다 크게 우수하지 않았다. 이는 근의 양분 흡수능,

광합성능력 차이로 생각된다. 반면, 연풍, 고풍과 금풍의

5.0 mm이상 종자의 분포는 각 각 26.3%, 41.5%, 23.4%이었

으나, 지상하부의 생육과 사용가능 묘삼의 수량이 높은 것으

Fig. 2. Effect of seed size and eight cultivars on root length, root diameter and fresh of seedling in ginseng.
*Mean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DMRT(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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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배유에 의한 생장이 끝난 후 양분흡수

능력과 엽면적이 넓어 동화산물이 근부위로 이동, 축적되어

다른 품종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4년근 천풍, 연

풍, 고풍 및 자경종에 대한 광합성 능력은 연풍 > 천풍 >

고풍 > 자경 순이었으며 근중 또한 연풍 > 천풍 >  고

풍 > 자경 순 이었다12). 이는 광합성 산물이 근중으로 이동

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 종자의 크기가 체형불량, 적

변, 병삼의 생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김 등4)도 종자

의 크기가 불용묘삼 및 이병삼 생산과는 무관하다는 보고와

동일하였다.

귀리의 판매되는 종자는 작은 종자의 비율이 매우 많이 포

함되어 있다. 따라서 재배자들이 체로 쳐서 1.95 mm 이상의

종자만을 파종함으로 노동력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우수한 품

질의 귀리를 생산하고 있다6). 인삼은 전체 종자에서 4.7-4.0

mm 이하의 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4.0 mm

이하의  종자는 지상하부의 생육이 불량하고 사용가능묘삼의

생산량도 적으므로 수확 후 개갑처리 전 4.0 mm이하의 종자

들은 채로 쳐서 제외하고 4.7 mm 이상의 종자만을 이용하는

우량 묘삼 생산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실험은 품종별 종자의 크기가 묘삼의 소질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고 우수한 묘삼생산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수행하

였다. 품종간 종자크기별 개갑율과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개

갑율은 품종에서 선운이 가장 우수하였고, 천풍의 개갑율이

Table 4. Effect of seed size and eight cultivars on yield of seedling in ginseng

Cultivars Mesh Size(mm)
Good seedling Unavailable seedling* Total seedling

No.(Kan) Weight(g/Kan) No.(Kan) Weight(g/Kan) No.(Kan) Weight(g/Kan)

Chunpoong

Upper 5.0 522 653 215 172 737 825
5.0-4.7 490 612 209 167 698 779
4.7-4.0 446 557 310 185 756 742

Under 4.0 408 510 213 170 621 680

Yunpoong

Upper 5.0 1104 920 159 191 612 1111
5.0-4.7 1056 880 158 189 612 1069
4.7-4.0 1015 846 149 179 738 1025

Under 4.0 985 821 194 169 474 990

Geumpoong

Upper 5.0 877 797 168 185 1045 982
5.0-4.7 847 770 161 177 1008 947
4.7-4.0 812 738 175 193 987 931

Under 4.0 771 701 162 178 933 879

Gopoong

Upper 5.0 866 787 173 190 1038 977
5.0-4.7 843 766 168 185 1011 951
4.7-4.0 781 710 164 180 945 890

Under 4.0 760 691 155 170 915 861

Sunpoong

Upper 5.0 714 714 196 196 910 910
5.0-4.7 680 680 180 180 860 860
4.7-4.0 660 660 175 175 835 835

Under 4.0 620 620 162 162 782 782

Sunwon

Upper 5.0 720 720 178 178 898 898
5.0-4.7 682 682 183 183 865 865
4.7-4.0 666 666 187 187 853 853

Under 4.0 630 630 179 179 809 809

Sunweon

Upper 5.0 723 723 194 194 917 917
5.0-4.7 692 692 187 187 879 879
4.7-4.0 670 670 167 167 837 837

Under 4.0 620 620 160 160 780 780

Chungsun

Upper 5.0 553 691 213 170 765 861
5.0-4.7 510 638 200 160 710 798
4.7-4.0 481 601 189 151 670 752

Under 4.0 446 557 171 137 617 694

*; Composed of under weight(below 0.5 g), rusty, unfavorable shaped, disease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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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불량하였다. 종자크기는 개갑율 과 생존율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하였다. 경장, 경직경, 엽면적은 종자의 크기가 클수록

(4.7 mm 이상) 생육이 우수하였으며 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생육이 불량하여 지상부 생육에 종자의 크기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장, 근직경, 근생체중은 종자의 크기

가 큰 것(4.7 mm 이상)이 생육이 우수하였으며, 종자의 크기

가 작은 것은 생육이 불량하였다. 종자크기별 이용가능 및 불

용묘삼을 조사한 결과 종자의 크기가 클 수 록 이용가능 묘

삼의 수량과 본수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품종에서는 연풍, 금

풍, 고풍이 지상하부의 생육이 우수하였으며, 천풍은 지상하

부의 생육이 낮았다. 사용가능 및 우량묘삼을 생산하기 위하

여 4 mm이상의 종자만을 파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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