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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

  인삼종자는 수확 후 바로 종하면 발아를 하지 않는다. 이는 배가 미숙하 기 때문인

데, 이 미숙배를 성숙시키기 하여 개갑이라는 인 인 처리를 한다. 개갑 처리는 종자 

수확 후 90～100일 정도 하며, 개갑처리를 하는 동안 온도  수분 리가 매우 요하여 

철 한 리를 요한다. 따라서 인삼 개갑처리시 소요되는 시간과 번거로움을 일 수 있

는 방법을 찾고자 본 시험을 실시하 다.

재료  방법

◦ 실험재료

  본 시험에 이용된 공시재료는 고려인삼(Panax ginseng C. A. Meyer)  재래종, 천풍, 

연풍의 종자를 사용하 다.

◦ 실험방법

  2009년도 수확한 종자는 과육을 제거 한 후 바로 종, 과육 미제거 후 종, 개갑 처

리 후 종을 하 고, 시기별로 배 발달 상황을 조사하 으며, 2010년도에 처리별 품종별 

출아율을 조사하 다.

실험결과

  시기별 배의 생장정도를 찰한 결과 개갑시작 후 30일까지는 배의 생장 속도의 변화

가 경미하 으나 이후 배의 생장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 한 종자 수확 후 바로 종한 

품종들도 배의 생장 속도는 개갑처리하는 품종들과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처리별, 품종간 출아율을 조사한 결과 개갑처리하여 종한 품종들의 출아율은 재래종, 

천풍, 연풍이 90%이상으로 높았으며, 개갑처리 없이 과육을 제거한 후 바로 종한 품종

들은 재래종 75%, 천풍 75%, 연풍 78% 으며, 과육제거 없이 종한 품종들의 출아율은 

재래종 78%, 천풍 77%, 연풍 79%,로 개갑처리 하여 종한 것에 비하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었으나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인삼 종자는 개갑처리를 하지 않으면 출아할 때까지 18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되었

으나. 본 시험 결과 개갑처리없이 종되었어도 출아를 했다. 이는 종자가 당한 조건만 

갖춰지면 배가 성숙되어 발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주 자 연락처 (Corresponding author) : 김 창  E-mail : ycpiano@korea.kr  Tel : 043-871-5532



Table 1. Emergence rate (%) of stratified and non-stratified seeds.

구 분
Sowing before stratification Sowing after stratification

Landrace Chunpoong Yunpoong Landrace Chunpoong Yunpoong

Flesh 

no-elimination
78 77 79 - - -

Flesh 

elimination
75 75 78 92 92 93

Fig. 1. Change of embryo growth during stratification.

Fig. 2. Histological change of embryo growth during stratification(A: before 

stratification, B: 30 days, C: 60 days, D: 90 day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