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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인삼은 다른 작물에 비하여 품종육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재배환경의 요인에 따라

생육의 변이가 커서 품종육종에 어려움이 많아 우리나라의 인삼 품종은 순계분리육종에

의해 9개만이 품종 등록되어있다. 다수성, 내병성, 우수체형, ginsenosides 고함유 등의 신

품종 인삼 육종을 위해서는 유전자의 다양성이 필요한데, 국내·외에서 수집된 인삼유전자

원들은 각각의 지리지형적 환경요인 등으로 인하여 각기 다르게 고정된 유전자형을 가지

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수집된 인삼유전자원들의 질적·양적형질

을 조사하고 유연관계를 분석하여 우량계통 선발 및 교잡육종의 소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실험재료

국내·외에서 수집된 4년생 이상의 인삼유전자원 118점

◦ 재배장소 및 방법

- 재배장소 :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부속농장 인삼포장

- 재배방법 : 인삼표준재배법에 준함

◦ 특성 조사 방법 : 농촌진흥청 인삼 특성조사 기준 및 충북대학교 기준에 의거

◦ 주요 조사내용

질적형질

(8개)

․잎 - 모양 ․줄기 - 자색의 유무, 자색의 위치 ․엽병 - 자색의 유무, 자색의 위

치․소엽병 - 자색의 유무, 자색의 위치 ․꽃송이 - 모양

양적형질

(18개)

․잎 - 표면주름의 정도, 녹색의 정도, 가로로 자른 모양, 거치의 정도 ․줄기 - 수, 길

이, 직경․엽병 - 수, 길이 ․중앙소엽병- 길이 ․중앙소엽 - 길이, 폭 ․측엽병 - 길

이 ․측엽 - 길이, 폭 ․탁엽 - 수 ․꽃대 - 길이 ․열매 - 색

실험결과

1. 국내외 인삼유전자원의 줄기의 자색은 자주색, 짙은 자주, 옅은 자주, 없음 순이었으며,

잎의 녹색의 정도는 녹색이 가장 많았고, 짙은 녹색, 밝은 녹색 순이었다. 열매의 색은

붉은색이 90%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노란색과 등황색은 각각 6, 4%이었다.

2. 줄기의 수는 1개가 가장 많았고, 줄기 길이는 20～30cm가 가장 많았으며, 줄기 직경은

4～6mm가 가장 많았다.

3. 국내외 인삼유전자원을 26개의 질적·양적형질을 가지고 군집분류를 해본 결과 7개 군

으로 나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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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성적

Fig. 1. Frequency distribution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racters such as the

color of leaf, stem, and fruit.

Fig. 2. Frequency distribution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racters such as stem

number per plant, stem length, and stem diameter

Fig. 3. Dendrogram on genetic analysis of 26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racters of

Panax ginseng C.A. Meyer by complete lingkage cluster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