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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별 인삼 잎의 형태학적 연구

                                                   건국대학교 이과대 생명과학과 1.3

                                               KT & G 중앙연구원2

                                                 이경환1, 이성식2, 김은수3

다양한 인삼품종의 식물학적 특성을 조사하여 우수 품종을 선발,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

환으로 국내에 보급되어 재배중인 5종의 인삼 품종을 대상으로 잎의 형태학적 연구를 실시

하였다. 잎은 광합성을 통해 식물체의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지상기관으로서 잎의 해부학

적 특성은 뿌리와 줄기 및 모든 영양기관의 영양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5가지 품종은 고풍, 금풍, 선풍, 연풍, 천풍으로서 이 가운데 

특히 연풍은 뿌리의 체형이 좋기때문에 홍삼을 목적으로 재배하며, 천풍은 타 품종에 비해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다수확 품종으로서 널리 재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품종은 강한 

햇빛에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쉽게 받기 때문에 재배상의 단점이 있다.

각 품종의 잎을 재료로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한 시료제작과정을 거쳐 표

피세포의 크기, 큐티클과 왁스층의 형태와 두께, 엽육조직의 수와 크기, 기공의 수와 밀도등

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비교하였다. 표피세포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세포둘레의 길이를 

측정하였는데 엽면적이 가장 큰 선풍과 천풍은  비례적으로 가장 큰 세포둘레 길이를 지니

고 있었고 엽면적이 가장 작은 연풍과 금풍은 가장 작은 세포둘레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표피세포의 수에 있어서는 세포둘레의 길이와 반비례적으로 선풍과 천풍이 가장 적

었고, 연풍과 금풍은 가장 많은 표피세포를 지니고 있었다. 표피세포의 큐티클과 왁스층에 

있어서는 금풍, 고풍, 선풍은 비슷한 두께를 지니고 있었지만, 연풍은 이들의 1/2 정도의 얇

은 두께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연풍은 강한 햇빛에 쉽게 상해를 입

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잎의 배축면에 주로 위치한 기공은 잎의 단위 면적당 수가  연풍이 가장 많았고, 천풍

이 가장 적었다. 이런 결과는 연풍이 다른 품종에 비해 광합성에 있어서 다소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강한 햇빛에 노출되었을 경우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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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풍연풍

선풍금풍고풍

Fig.1. Semithin leaf sections of varieties under the light microscope.

Fig.2.  Longitudinal view of leaf tissue under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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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풍연풍

선풍금풍고풍

Fig.3. Adaxial surface view of leaves under SEM.

 
천풍연풍

선풍금풍고풍

Fig.4. High magnification of adaxial surface view of

leaves under SEM. (x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