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 Korean For. Soc. Vol. 97, No. 4, pp. 357~362 (2008)

357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국내 산양삼과 인삼 종자의 형태적 형질과 안정성 동위원소 비교

최명섭1·김선희1
*·박찬열1·김남영2·신진섭1

1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과, 

2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Comparison of Morphological Characters and Stable Isotopes
of Seeds between Wild Simulated Ginseng and

Cultivated Field Ginseng

Myoung Sub Choi1, Sunhee Kim1
*, Chan Ryul Park1, Namyoung Kim2 and Jinsub Shin1

1Division of Forest Ecology,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Seoul 130-712, Korea
2College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00-701, Korea

요 약: 국내 산양삼과 인삼 종자의 형태적 형질과 안정성 동위원소를 비교하였다. 산양삼 10개 산지와 인삼 2개 산

지에서 종자를 채집하여 종자의 길이, 폭, 두께, 그램당 립수를 측정하였으며, 탄소, 질소 안정성 동위원소비를 분석

하였다. 산양삼 종자의 형태적 형질과 안정성 동위원소비는 지역간에 중복되는 변이를 나타냈다. 금산지역의 산양삼

과 인삼을 비교한 결과, 산양삼 종자는 인삼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웠으며, 질소 동위원소비

는 산양삼 종자에서 낮았다. 유사한 지역 환경에서 산양삼과 인삼 종자는 형태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산양삼 종

자의 질소 동위원소비는 경작 유형을 반영하였으나, 지역간 절대적 비교는 할 수 없었다. 

Abstract: We compared the morphological characters and stable isotopes of seeds of wild simulated ginseng

with those of cultivated field ginseng. Seeds were collected from ten areas for wild simulated ginseng and two

areas for cultivated field ginseng. The length, width, thickness and number of seeds per gram were measured

and the ratio of stable isotopes of carbon and nitrogen was analysed as well. There was a overlapping variation

of morphological characters and the ratio of stable isotope of the wild simulated ginseng among study areas. In

Geumsan area, compared with the seed of cultivated field ginseng, the seed of wild simulated ginseng was

significantly small and light, and the δ15N(‰) of wild simulated ginseng was lower than that of cultivated field

ginseng. However, it is somewhat impossible to compare the regional variation of the unique value of δ15N(‰)

among study areas of wild simulated ginseng. We can suggest the value of δ15N(‰) can be used as detection
factor for cultivation regime like chemical fertilization and organic farming. 

Key words : nitrogen stable isotopes, Panax ginseng, wild simulated ginseng

서 론

최근 우리 산양삼(wild simulated ginseng)의 재배 농가

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유통과정상 중국산을 비롯한

외국산 인삼류(Panax spp.)가 증가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종자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장

철수, 2005). 우리나라에서 자생 또는 재배되는 산삼(wild

mountain ginseng), 인삼(cultivated field ginseng), 산양삼

(wild simulated ginseng)은 식물의 분류학적 학명에서 구

별없이 Panax ginseng C. A. Meyer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는 동일한 종류로 간주할 가능

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식물분류학적 측면에서 이 3 종

류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한영채, 1981, 이동섭과 우

수영, 2005 재인용, 우수영과 이동섭, 2002). 우리 산양삼

은 밭 재배 인삼보다 약리작용에 있어서 효능이 뛰어나

(Mizuno 등, 1994) 경제적 가치가 높고 투자가 많은 실정

이나(곽상만, 1988), 중국산 산양삼이 증가하고 우리나라

의 것과 육안으로 구분이 힘들어(권기록과 서정철, 2004;

서정철 등 2004) 산양삼 재배농가는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인삼과 서양삼은 pyrosequencing 법에 의해 감

별할 수 있고(권기록과 서정철, 2005; 서정철 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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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산양삼, 한국산 인삼, 산양삼에서 총 함량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개별적인 페놀성 성분 함

량과 존재 형태는 서식지별 또는 재배방법에 따라 차이

를 나타냈다(유병삼 등 2003). 또한, 유리 아미노산 중 글

리신(glycine)은 우리나라의 것에 다량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졌다(이호재 등 2000). 위와 같은 생물공학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종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종자의 형태적, 물리적 특성으로 Panax ginseng을 구분

할 필요가 있다. 탄소, 질소 안정성 동위원소는 화학적 특

성은 동일하지만, 물리적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생태계

분석과 물질의 판별에 최근 사용되고 있다(이동호, 2005;

허우덕 등, 1992). 인삼과 산양삼은 밭과 산에서 각각 재

배되는데, 밭은 질소 비료의 사용가능성이 높아서 안정

성 동위원소로 인삼과 산양삼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종자의 형태적 특성과 동위원소비를 분

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국내 산양삼은 한국 밭 재배인삼보다 같은 연령

에서도 작은 생장을 나타냈다(우수영과 이동섭, 2005). 산

양삼을 임간(林間)에서 재배할 경우, 침엽수림이나 혼효

림보다 활엽수림에서 생육한 산양삼의 묘고가 높았고, 근

장은 활엽수나 혼효림의 것이 더 길었다(우수영과 이동

섭, 2005). 본 연구는 산양삼과 밭 재배 인삼 종자의 형태

적 특성과 안정성 동위원소비를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지역 개황

총 9개 지역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산양삼의 종

자는 강원도 양구(A), 인제(B), 홍천 내면(C), 홍천 내촌면

(D), 경기도 양평(E), 경북 영주(F), 안동(G), 전북 진안(H),

충남 금산(I)의 재배 농가에서 구입하였으며, 인삼 종자는

충남 금산(J)의 농가에서 구입하였다. 산양삼과 인삼 재배

농가는 재배자의 믿을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선택하였

Table 1. Site characteristics of study area and kinds of Panax ginseng.

Kinds of Panax ginseng Area Code Aspect Slope Altitude (m) Kinds Years

Wild simulated
ginseng

Yangu A NE >30o 265 GSSE1 3~5

Inje B NW 25~30o 355 GSSH2 8

Hongcheon Naemyeon C NE 25~30o 702 GSSH 5

Hongcheon Naechonmyeon D NW 15~20o 820 GSSH 5

Yangpyeong E NW 15~20o 214 GSSH 3~5

Youngju_1 F1 SE >30o 337 GSCF3 3~5

Youngju_2 F2 SE >30o 337 GSSH 3~5

Andong G NE 25~30o 305 GSSH 3~5

Gumsan H SE 25~30o 320 GSSH 3~5

Jinan I NE >30o 326 GSSH 3~5

Cultivated
field ginseng

Gumsan_1 J1 - flat 164 3~5

Gumsan_2 J2 - flat 172 3~5

1 GSSE: Ginseng grown and sown directly in mountain with seeds
2 GSSH: Ginseng grown at mountain with shoots germinated at field for some years
3 GSCF: Ginseng grown at mountain with seeds of cultivated field ginseng

Figure 1. The location of study area (A; Yangu, B; Inje, C;
Hongcheon Naemyeon, D; Hongcheon Naechonmyeon, E;

Yangpyeong, F; F1: Youngju_1, F2: Youngju_2, G; Andong,

H; Gumsan, I; Jinan, J; J1: Gumsan_1, J2: Gumsan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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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종자 확보시 청문조사에 의하여 산양삼의 재배 기원

과 재배연수를 기록하였다. 재배 기원은 씨삼(산에 씨를 파

종하여 산양삼으로 기른 것, GSSE, Ginseng grown and

sown directly in mountain with seeds), 묘삼(묘상에서 파종

후 몇 년을 기른 후, 산에 옮겨 기른 것, GSSH, Ginseng

grown at mountain with shoots germinated at field for

some years), 산지인삼(인삼 종자를 산지에서 파종하여 기

른 것, GSCF, Ginseng grown at mountain with seeds

of cultivated field ginseng), 인삼(cultivated field ginseng)으

로 구분하였다(Table 1, Figure 1). 재배연수는 3년 이상이

었으며 인제의 산양삼은 8년생이었다.

2. 종자의 형태적 특성

산양삼 산지 10개 지역과 인삼 산지 2개 지역에서 2006

년도 가을에 수확한 종자를 수집하여 종피를 제거한 후

산지별로 80~120개의 종자를 대상으로 종자의 길이, 폭,

두께 등의 형태적 특성을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Mitutoyo

CD-50, 200 mm)를 이용하여 0.01 mm 단위까지 길이를

측정하였다. 무게는 60oC에서 48시간 건조기(DS-80-1, 다

솔과학, 한국)에서 건조한 후 건중량을 미량저울(Libror

AEG-320G, 시마즈, 일본)을 이용하여 0.0001 g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3. 종자의 안정성 동위원소비

산양삼 및 인삼 종자의 안정성 동위원소비를 조사하

여 산지별 특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수집된 12개 산지

의 산양삼과 인삼 종자의 종피를 제거한 후 미세하게

갈아서 각각 3 g씩 선별하였고, 시료 분석을 서울대 농

업과학공동기기센터에 의뢰하였다. 시료는 질량분석기

(Carlo Erba Na 1500)를 이용하여 탄소동위원소비

(δ13C, ‰)와 질소동위원소비(δ15N, ‰)를 정량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4. 자료 처리 및 통계 분석

모든 자료는 정규성 검정(shapiro-wilk test)을 통하여 정

규분포일 경우 둔칸 검정(duncan-tukey tests), 비정규분포

일 경우 Mann-Whitney U-tests를 SAS 통계 프로그램

(SAS Institute Inc., 1985)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다중형

질을 비교하기 위하여 NMDS(non-metric multidimen-

sional scaling) 분석 중 Bray-Curtis option(PC-ORD

version 4)법을 사용했다(McCune and Mefford 1999). 

결과 및 고찰

1. 종자의 형태적 특성

산양삼의 산지별 종자 길이는 영주가 6.13 mm로 가장

길었고 홍천 내면이 4.66 mm로 가장 짧게 나타났으며,

산지간 유의성이 있었다(F
11, 1388

=135.17, P<0.0001). 산양

삼의 산지별 종자 폭은 영주가 5.10 mm로 가장 넓었으

며 홍천 내면이 3.82 mm로 가장 좁았다. 종자 폭의 산지

간 유의성은 있었다(F
11, 1388

=130.65, P<0.0001). 산양삼의

산지별 종자 두께는 영주가 3.04 mm로 가장 두꺼웠고 홍

천 내면이 2.28 mm로 가장 얇았으며, 종자 두께의 산지

간 유의성이 있었다(F11, 1388=80.29, P<0.0001). 산양삼의

산지별 단위무게 당 종자 수는 홍천 내면이 391개/g로 가

장 많았고 영주가 187개/g로 가장 적었으며, 종자 수에 있

어서도 산지간 유의성이 있었다(F
11, 74

=558.42, P<0.0001).

산양삼과 인삼에 대하여 종자 길이, 종자 폭과 종자 두께

등 3가지 형질을 이용하여 Ordination을 실시한 결과, 3

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Figure 2). 인제, 금산, 양평,

홍천 내촌면, 양구, 진안과 안동이 한 그룹으로, 홍천 내

면이 단독으로 분류되었고 영주는 금산의 인삼과 같이 분

류되었다. 금산지역에서 산양삼과 인삼 종자의 형태적 특

성은 산양삼의 종자가 인삼 종자보다 길이, 폭과 두께 모

두 작았고, 단위무게 당 종자 수는 많게 나타났다

(p<0.0001, Figure 3). 

금산 지역에서 산양삼과 인삼의 결과를 비교하면, 산양

삼의 종자는 인삼 종자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

고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양삼의 종자 중 영주의 것

은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영주의

생산자가 인삼 종자와 산양삼 종자를 섞어서 재배하였다

고 하여, 영주 산양삼 종자 형태가 인삼 종자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양삼 종자간의 지역간 변이

는 있을 수 있으나, 인삼 종자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국내에 산양삼 재배지역의 종자 정보를 체

Figure 2. The similarity of three characters (length, width
and thickness) of seeds among twelve areas as described by
using bray-curtis ordination methods (using PC-ORD 4.2
version) (for the survey areas see 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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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확보해둘 경우, 우리 산양삼과 인삼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종자의 안정성 동위원소비

탄소동위원소비는 홍천 내면이 -27.70‰으로 가장 높

았고, 양평이 -34.40‰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산지별 유의차가 있었다(F
11, 24

=414.69, p<0.0001). 질소

동위원소비는 홍천 내면이 5.30‰으로 가장 높았으며 홍

천 내촌면이 -2.5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질소동위

원소비는 산지별로 유의한 차를 나타냈다(F
11, 24

=698.34,

p<0.0001, Table 2). 금산지역에 있어서 산양삼 종자의 탄

소동위원소비는 -29.53‰이고 인삼 종자가 -27.23‰로 산

양삼 종자가 인삼보다 낮았으며, 비교적 유의한 차를 나

타냈다(p <0.05, Figure 4). 질소동위원소비는 산양삼의

종자가 1.17‰, 인삼 종자가 3.72‰로 인삼 종자가 산양

삼 종자의 3배 이상 높은 값을 보였으며. 유의한 차를 나

타냈다(p=0.0002). 

안정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연구 중 질소동위원소비(δ15N,

‰)는 농업 분야에서 화학비료 사용 농가와 유기질 퇴비

사용 농가의 비교를 위하여 다수의 자료가 축적되고 있

다. 일반적으로 공기 중의 질소동위원소비는 0.366‰로

알려져 있으며(Junk and Svec 1958), 화학비료는 0±3‰,

동물성 분뇨의 퇴비는 10~25‰로 알려져 있다(Kreitler

1975, Kreitler and Jones 1975). 안정성 동위원소는 고도

및 위도에 따라 값이 달라지며(한 등 2003), 시료의 채취

시기(Fenilli et al. 2007)와 재배연도(Shin et al. 2007)도

관여한다. 본 연구에서 산양삼 종자의 채취시기는 동일

하게 하였으나 재배연수도 유사하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Figure 3. Comparison of morphological characters of seeds of Panax ginseng (open-wild simulated ginseng, shaded-cultivated

field ginseng) at Geumsan area (p<0.0001).

Table 2. The value (mean±SD) of seed characters of Panax ginseng in each study area.

Kinds of
 Panax ginseng

Area
length
(mm)

Width
(mm)

Thickness
(mm)

Number/gram δ
13C δ

15N

Culitvated mountain
ginseng

Yangu 5.68±0.35b 4.74±0.28b 2.83±0.28bc 236.40±6.91g -31.47±0.06 0.20±0.10

Inje 5.17±0.36e 4.47±0.46de 2.86±0.34b 355.20±5.63c -31.43±0.21 -0.27±0.12

Hongcheon
Naemyeon 4.66±0.32f 3.82±0.25g 2.28±0.28g 290.00±9.12e -27.70±0.10 5.30±0.10

Hongcheon
Naechonmyeon 5.36±0.37d 4.47±0.27de 2.68±0.27ef 390.67±12.89a -32.63±0.21 -2.53±0.12

Yangpyeong 5.35±0.55d 4.43±0.40ef 2.77±0.31cd 258.20±6.91f -34.40±0.10 -2.07±0.12

Youngju_1 5.97±0.52a 4.84±0.37a 3.25±0.39a 229.80±8.64h -32.90±0.53 2.77±0.21

Youngju_2 6.13±0.41a 5.10±0.34a 3.04±0.37a 187.00±6.78h -28.20±0.10 4.73±0.21

Andong 5.51±0.47c 4.61±0.34c 2.60±0.25f 330.00±9.61d -29.03±0.12 2.90±0.10

Gumsan 5.16±0.28e 4.36±0.23d 2.70±0.26de 372.25±3.95b -29.53±0.12 1.17±0.21

Jinan 5.56±0.33c 4.56±0.30cd 2.75±0.27cde 296.60±5.77e -31.07±0.15 1.77±0.06

ANOVA test p<0.0001 p<0.0001 p<0.0001 p<0.0001 p<0.0001 p<0.0001

Cultivated
field ginseng

Gumsan_1 6.19±0.45 5.25±0.34 3.24±0.30 189.60±4.10 -25.97±0.21 4.23±0.25

Gumsan_2 6.11±0.44 5.06±0.44 3.05±0.41 257.50±6.72 -28.50±0.20 3.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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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적 특성상 산악지역의 미기상이 산양삼 종자의 질소

동위원소에 관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부분까지본 연

구에서 고려할 수는 없었다. Figure 5의 결과를 분석하면,

양평(E)과 홍천 내촌면(D)의 경우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홍천 내면(C), 안동(G), 영주(F1, F2) 지

역의 경우 동물성 비료 및 퇴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

된다. 양구(A)와 인제(B), 금산(H)과 진안(I)의 경우 산지

에서 그대로 재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산지역의 인

삼(J1, J2)의 경우 금산지역의 산양삼(H)과 유의하게 차

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인삼 재배의 경우 퇴비 등 유기질

비료를 투입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위도 및 고도의 차와 미기후를 고려

하지 못하여 산지간 절대적 비교는 힘들지만, 홍천지역

의 경우 내면과 내촌면의 질소 동위윈소비는 차이가 상

당하게 나타났고, 금산 지역의 산양삼과 인삼의 경우도

질소, 탄소 동위원소비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다년생 식

물체인 커피에 15N 라벨을 한 비료를 시비한 후, 재배시

기별로 15N의 축적량을 비교한 결과, 열매가 가장 쉽게
15N을 감지할 수 있었다(Fenilli et al. 2007). 산양삼도 다

년생 식물체로서 질소동위원소비의 분석에서 열매가 생

육지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질소 동위원소비는 수계 분포, 위도 및 고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므로 모든 지역을 절대적 수치로 비

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홍천과 금산 지역 등

생육지 환경이 유사한 경우 산양삼과 인삼 생육지를 어

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질소동위원소비는 차이를 나타

내므로, 향후 본 연구의 자료를 기초로 우리나라 산양삼

재배지역의 질소동위원소비의 고유값을 자료로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향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

양삼 재배지에서 종자를 채취하였으나, 수계 분포, 위도,

고도의 효과가 혼재하여 지역별 변이를 확연하게 파악하

지는 못하였다. 이는 시료인 산양삼 종자가 고가라는 측

면도 있겠으나 지역의 미기후에 적응된 산양삼의 특성을

어떻게 객관적 수치로 파악해야 하는가 하는 점도 있다. 

결 론

고도와 위도 그리고 미기상 등 환경요인이 관여할 것

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영향에 따라 산양삼의 종자 크기

와 무게는 변이를 나타냈으나, 유사한 환경조건일 경우,

산양삼과 인삼을 비교하면 산양삼은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 동위원소비는 유사한 환

경일 경우, 퇴비를 이용한 유기농 재배를 했는지, 산에 그

대로 두고 재배했는지, 화학비료를 사용했는지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고도, 위도, 수계 분포

에 따라 동위원소비는 변이를 나타내므로 지역간 변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산양삼과 인삼 종자를 제공해 준

Figure 4. Comparison of δ13C (‰, left, p<0.05) and δ15N (‰, right, p=0.0002) of seeds of Panax ginseng (open-wild simulated
ginseng, shaded-cultivated field ginseng) at Geumsan area (p<0.0001).

Figure 5. δ15N(‰) and δ13C(‰) composition of seeds of wild
simulated ginseng (closed) and field cultivated ginseng
(open) at each study area (see table 1 and figure 1 for ea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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