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49 -

P2-3

고려인삼 품종과 육성계통의 작물학적 특성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 방경환*, 서아연, 김영창, 김장욱, 조익현, 현동윤, 김동휘, 차선우

충북대학교 식물자원학과 : 조용구, 김홍식

Analysis of Agronomic Characteristics of Cultivars and Breeding Lines

in Korean Ginseng(Panax ginseng C. A. Meyer)

Department of Herbal Crop Research, NIHHS, RDA : Kyong-Hwan Bang*, A-Yeon Seo,

Young-Chang Kim, Jang-Uk Kim, Ick-Hyun Jo, Dong-Yun Hyun, Dong-Hwi Kim, Seon-Woo Cha

Department of Plant Resources : Yong-Gu Cho, Hong-Sig Kim

실험목적

o 인삼의 품종 육성 연구 분야는 우리나라가 중국, 미국, 캐나다 등의 인삼산업경쟁국보다

앞서 있는 실정이지만, 향후 기후온난화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고온장해, 병 발생 등으로

품질이 저하되고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내고온성, 내염성, 내병성 등의

환경 적응형 품종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o 인삼 유전자원으로부터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이

필요하고, 육종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특성평가가 반드시 필요함

o 하지만 현재까지 인삼 유전자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유전적 다양성 평가 등의 연구만

일부 진행되었을 뿐 작물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o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인삼 품종 및 계통의 작물학적 특성을 구명하고, 인삼의 주요

형질을 대상으로 군집 및 형질 상관 분석을 통하여 육종 연구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인삼 품종 육성에 활용하고자 수행하였음

재료 및 방법

o 실험재료

- 고려인삼 품종 및 계통 : 천풍 등 4품종과 G04009 등 20계통 대상으로 4년생을 기준으로 조사

o 작물학적 특성 분석

- 본 시험에 사용한 품종 및 계통에 대한 주요 생육 특성 조사는 품종 및 계통 당 각각

10개체씩을 선정하여 UPOV(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의 조사 기준에 따라 잎이 출아되어 완전히 펴진 6월 중순경에 조사

- 초장은 식물 전체의 길이, 경장은 줄기의 길이, 경직경은 경의 굵기, 경수는 줄기의 수에

따라 1경, 2경, 3경으로 조사하였고, 엽장은 잎의 길이, 엽폭은 잎의 넓이, 엽병장은 잎자루의

길이, 엽병각도는 화경을 기준으로 잎자루의 각도, 화경장은 꽃대 길이로 조사

- 근장은 뿌리의 길이, 동장은 인삼 몸통의 길이, 동직경은 몸통의 굵기, 근중은 뿌리의

무게, 수근수는 수근의 수를 조사하였고, 각각의 14개 형질에 대한 조사 데이터는 특성을

조사한 후 평균치를 사용

o 군집 및 형질 상관 분석

- 군집 및 형질 상관 분석은 14개 형질을 SAS program(SAS Enterprise Guide4.3)을 이

용하였으며, Complete linkage cluster analysis방법으로 dendrogram화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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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 Choi et al.(1984)은 경직경이 클수록 지하부 수량이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G04076,

G04049은 각각 7.5 ㎜, 7.0 ㎜으로 경직경이 가장 굵은 계통으로 조사되었음

- 화경장이 짧은 개체는 내도복에 유리한 식물체라 할 수 있는데, 화경장이 짧은 계통인

G04116과 G04086은 도복에 강한 품종을 육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근중은 23∼52 g의 범위로 평균 38.1 g이었는데, 분포비율은 41.1∼47.0 g이 46 %로 가장

많이 분포되었고, G04076, G04047, G04021의 계통이 수량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군집간의 거리지수 0.0813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4개의 품종 및 계통은 5개의 그룹으로 분류

되었는데, 그룹을 형성하지 않은 고풍을 제외하고 23개의 품종 및 계통은 4그룹으로 분류되었음

- Ⅰ그룹에 14계통(60.8 %), Ⅱ그룹에 4계통(17.4 %), Ⅲ그룹에 천풍과 금풍 및 G04086(13.1 %),

Ⅳ그룹에 연풍과 G04116(8.7 %)이 포함되었고, 이중 Ⅰ그룹은 14개 모두가 인삼 계통으로써

다른 그룹에 비해 초장, 경직경, 근중 등 생육 특성이 가장 우세한 그룹이었으며, 수량구성요소인

근중은 경직경, 초장, 경장과 가장 높은 정의 상관을 보였음

Table 1. Mean value of 14 agronomic characteristics in each classified group of

Korean ginseng cultivars and breeding lines.

Characteristics
Group

Ⅰ Ⅱ Ⅲ Ⅳ Mean

Plant length (cm) 59.0 52.2 47.2 42.9 50.3

Stem length (cm) 34.9 29.6 27.6 27.0 29.8

Stem diameter (mm) 6.0 5.6 4.6 5.3 5.4

Number of stem 1.0 1.0 1.0 1.1 1.0

Leaf length (cm) 17.7 16.1 14.8 16.3 16.2

Leaf width (cm) 6.5 6.1 5.4 6.6 6.2

Length of petiole (cm) 9.0 8.1 7.5 9.2 8.5

Angle of petiole (°) 64.0 64.4 37.3 46.6 53.1

Length of peduncle (cm) 23.8 21.7 19.7 17.9 20.8

Root length (cm) 27.2 28.6 24.3 24.5 26.2

Toproot length (cm) 5.8 6.2 4.6 5.8 5.6

Toproot diameter (mm) 20.9 22.2 18.8 19.3 20.3

Root weight (g) 42.4 42.0 24.0 28.0 34.1

Number of fibrous root 4.4 3.8 3.7 2.0 3.5

Fig. 1. Dendrogram of 4 Korean ginseng cultivars and 20 breeding lines based on 14

agronomic characteristics by complete linkage cluster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