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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epum’ is a soybean cultivar for soy sprouts. ‘Bosug’ and ‘Suwon 214’ were crossed in 2001, and promised lines were selected
from F3 to F5 using the pedigree method (Pedigree: HS1273-2B-4-1-2-3-3). Preliminary yield (PYT) and advanced yield (AYT) trials were
conducted from 2008 to 2009, and regional yield trials (RYT) in four regions (Suwon, Naju, Miryang, Jeju) were conducted from 2010 to
2012. In RYT, ‘Haepum’ had higher plant height and first pod height than other cultivars, which are desirable characteristics for mechanized
harvest.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Haepum’ are as follows: determinate, white flowers, grey pubescence, yellow pods, yellow spherical
small seeds (10.4 g/100 seeds), and light brown hilum. The flowering and maturity dates were July 29 and October 6, respectively. Plant
height was 61 cm, 6 cm longer than that of ‘Pungsannamulkong’ (standard cultivar). Moreover, the first pod height of ‘Haepum’ was 15
cm, 6 cm longer than that of ‘Pungsannamulkong’. The lodging tolerance was also stronger (1) than that of ‘Pungsannamulkong’ (6). The
germination rate, total length, hypocotyl length, thickness, and sprout yield of ‘Haepum’ soybean sprouts were 99%, 20.6 cm, 9.7 cm, 2.1
mm, and 453%, respectively. The yield in adaptable regions was 301 kg/10 a, which was 10% higher than that of ‘Pungsannamulkong’. ‘Haepum’
could be broadly used for soybean sprout culture and an adequate cultivar for conversion to jeju and mechanized harv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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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구성되어 있으며 비타민 B군과 C가 함유되어 있고(Kwon et
al. 2006), 루테인, β-카로틴, 클로로필 a 등 기능성 성분도 포함

콩[Glycine max. (L.) Merr]은 한국에서 두부, 간장, 된장,

되어 있다(Lee et al. 2013).

두유 및 콩나물 등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

콩나물용 콩은 재배 특성도 중요하지만 발아 특성과 콩나물

중 콩나물은 고종 때 향약구급방에 처음 등장하며 콩에 싹을

특성이 불량하면 사용가치가 현저히 감소한다. 우수한 콩나물

내고 약재로 쓰였다는 인용 기록이 남아있어 오랜 시간 섭취되어

특성은 발아세 및 발아율 등 발아력과 콩나물 수율이 높고, 배축

온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에는 무침, 찜, 비빔밥, 해장국 등 다양한

의 신장속도가 빠르고 부패 및 경실립수가 적어야 한다(Edward

형태의 음식에 이용되고 있어 우리 식생활에 빠질 수 없는 전통

& Hartwig 1971, Shin et al. 1995, Kim et al. 2014). 콩나물은

식품이라 할 수 있다.

종실이 소립일수록 배축 신장이 우수하지만 대립이면서도 우수

콩나물은 영양적으로도 우수한데 수분이 약 90%로 대부분이

한 품종도 있어 종실 크기가 배축 신장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나

며 단백질 5%, 지방 1.2%, 탄수화물 3%, 회분 0.8% 정도로

대체로 소립 콩이 우수하였으며 수율은 극소립이 낮았으나 소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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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중립, 대립 간에는 유의차가 없어 주로 소립을 선발하되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발해야 한다(Lee et al. 2012).
농촌경제연구원의 2011~2015년 농업관측 자료에 의하면 전

육성 과정

국 콩나물용 콩 재배면적은 6천 9백 ha이며 이중 5천 6백 ha가

해품은 보석콩(IT213209, 한남콩/Camp)을 모본으로, 수원

제주, 1천 3백ha가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에서 생산되고 있다

214호(IT213331, 푸른콩/광안콩)를 부본으로 인공교배 하였다

(KREI 2018). 이처럼 콩나물용 콩의 80% 이상이 제주에서 재배

(Fig. 1). '02~'03년 F1, F2집단을 전개하고 개체 선발을 거쳐

되고 있어 제주도가 콩나물용 콩의 주산지라고 할 수 있다. 제주

'04~'07년 F3~F6세대 계통을 전개하고 계통육종법으로 선발하였

도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위도가 낮아 일장이 짧고 해풍의 영향으

다. '08년에는 생산력검정 예비시험, '09년에는 생산력검정 본시

로 바람이 많이 부는 편이다. 또한 약 70% 가 화산회토로 구성되

험을 수행하고 소립이며 도복에 강하고 경장이 크고 협고가

어 있어 토양의 양분보유능력이 커 자연비옥도가 매우 낮다

높아 기계화 수확 적응성이 높은 초형으로 유망하여 ‘밀양225호’

(Yang et al. 2012). 이러한 제주에서 콩을 재배하면 내륙과

의 계통명을 부여한 후 '10~'12년 지역적응시험을 수행하였다

대비하여 경장이 20-30 cm 가량 줄어들며 꼬투리가 달리는

(Fig. 2). 시험결과 재배특성과 수량이 안정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높이도 낮아져 콤바인 기계 수확 시 손실률이 높아지는 어려움이

2012년 12월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신규품종으로

있다.

결정하고 대국민 인터넷 공모를 통해 해를 품고 건강하게 자라는

제주 기계화 수확 적응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경장이 크고

콩이라는 의미의 ‘해품’으로 명명하였다.

협고가 높으며 도복에 강한 특성을 지녀야 하며 콩나물 특성은
다년간 평가하여 안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생산력검정시험

는 경장이 크고 협고가 높으면서 도복에 강해 제주 기계화 적응성

2008년 생산력검정 예비시험(PYT, Preliminary Yield Trial),

이 향상되고, 3년간의 콩나물 특성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2009년 생산력검정 본시험(AYT, Advanced Yield Trial)을 경남

나물용 콩 ‘해품’을 개발하여 육성과정과 주요특성을 소개하고

밀양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작물부(현 남부작물부)에

자 한다.

서 수행하였다. 생산력검정 예비시험은 시험구 면적 8.4 ㎡, 재식
거리 70×15 cm, 1주2본으로 재배되고 난괴법 2반복으로 배치하

Fig. 1. Genealogy of ‘Haep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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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edigree diagram of ‘Haepum’, zPreliminary yield trial, yAdvanced yield trial, xRegional yield trial.

였고, 생산력본시험은 시험구 면적 11.2 ㎡, 재식거리 70×15 cm,

잎 표면에 상처를 낸 후 접종 하였다. 접종 후 약 2주 뒤 접종한

1주2본으로 재배되고 난괴법 3반복으로 배치하여 농업과학기술

하위엽과 상위엽을 병반 없음(-), 갈색 병반(L), 엽맥 병반(V),

연구조사분석기준에 따라 주요 생육특성과 수량성을 조사하였

모자익 증상(M), 고사(N), 5 가지 병징으로 판별 및 조사 하였다.

다(RDA 2012).

불마름병 인공접종 평가는 8ra 균계를 패트리디시에 증식
후 증류수에 희석한 흡광도 0.2-0.3의 접종액을 제 2본엽기~3본

지역적응시험

엽기에 충분히 분무접종하고 습식처리 후 10일이 경과하고 2회

지역적응시험(RYT, Regional Yield Trial)의 시험지역은 경

에 걸쳐 잎에 나타난 병징의 면적을 조사하고 정도(0-9)로 평가하

기 수원, 전남 나주, 경남 밀양,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2010년부터

였다.

2012년까지 3년간 수행되었다. 재배 방법은 시험구 면적 11.2 ㎡,

검은뿌리썩음병(Root rot)은 과습포장에 재배하여 자연이병

재식 거리 70×15 cm, 1주2본으로 재배되고 밀양, 수원은 난괴법

개체수를 조사하여 전 개체수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종자

4반복으로 배치하였으며 나주와 제주는 난괴법 3반복으로 배치

이병립율은 시험구에서 임의로 100립을 추출하여 3반복으로

하였다. 파종기는 6월 중순으로 설정하였고 농업과학기술 연구

자반병(Purple seed stain, Cercospora kikuchii), 갈반병(Seed

조사분석 기준에 따라 생육특성 및 수량성을 조사하고 표준품종

mottling),

인 ‘풍산나물콩’과 비교하였다.

longicolla) 이병립수를 조사하였다. 콩나방 피해립율(Pod borer

미이라병(Phomopsis

seed

decay,

Phomopsis

damage)은 경기도 연천 콩나방 상습 발병지(경기 연천)에서

내병성검정
콩모자이크바이러스(SMV)와 불마름병(Bacterial pustule,

피해립율을 조사하였다.

Xanthomonas axonopodis pv.glycines)의 자연 이병률 평가를

내도복성 및 내탈립성

위해 대구시험지 검정포장에 5월 상순에 파종하여 콩모자이크바

내도복성 검정을 위해 70×7.5 cm로 2배 밀식재배하여 시험구

이러스와 불마름병의 자연이병율을 조사하였다. 자연이병율은

2.8 ㎡의 난괴법 2반복 배치하여 도복 정도를 조사하였다. 도복

병징이 나타난 개체 수를 조사하여 정도(0-9)로 평가하였다.

정도는 성숙기에 45° 이상 기울어진 개체의 비율로 등급화(1:

콩모자이크바이러스 인공접종 평가는 G5 (Lim et al. 2003),

5% 이하, 3: 6~10%, 5: 11~50%, 7: 51~75%, 9: 76% 이상)하였

G6H (Seo et al. 2009), G7H (Kim et al. 2003)를 이용하였으며

다. 반복 및 연차 간 등급을 평균하여 1~9로 최종 등급을 표시하였

각각의 이병 잎을 마쇄하여 2 mole 농도의 인산 나트륨 버퍼에

다. 협개열 정도는 성숙한 꼬투리 20개를 성숙기에 채취하여

녹인 후 즙액을 만들어 초생엽 전개시 Carborandom을 이용하여

40℃ 건조기에 48시간 건조 후 꼬투리의 개열 정도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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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분석

20 cm)를 이용하여, 종자 300 g을 4시간 수침한 후 기온 20℃,

단백질 함량은 질소 분석기(Elementar Analysen system,

수온 20℃로 조절된 암실상태의 콩나물 재배기(㈜가라뫼)에 치

US/RapidN111, german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지방함량

상하여 5일간 재배하고 특성을 조사하였다. 관수는 매 4시간에

및 지방산 조성분석은 자동유지추출장치(Soxhlet System: BUCHI

3회로 설정하였다.

Labotechnik, B-811, AG, Switzerland)에 넣고 n-hexane으로

콩나물 특성으로는 전장, 배축장, 근장, 배축 직경, 부패율,

3시간 열수 추출한 후 지방함량을 구하였다. 그리고 지방산 조성

불완전발아율, 경실립율, 수율을 조사하였다. 전장, 배축장, 배축

분석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Agilent, GC 7890A, USA)로 분석

직경, 근장은 10개의 콩나물을 임의로 추출하여 조사하였으며

하였다.

부패율, 경실률, 불완전 발아율, 콩나물 수율은 전구를 대상으로

아이소플라본은 성분 분석을 위해 분쇄한 시료 1.0 g을 50%

조사하였다. 전장은 콩나물 전체 길이, 배축장은 콩나물 머리와

methanol 용액 20 mL에 12시간 실온에서 교반한 뒤 추출액을

뿌리를 제외한 배축 길이, 배축 직경은 콩나물 배축 중 가장

여과지(Whatman NO. 2)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여과된 시료

두꺼운 부분의 직경, 근장은 콩나물 전장에서 배축장의 길이를

는 다시 HPLC 분석을 위해 0.45 ㎛로 재여과하였고 액체크로마

뺀 길이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부패율과 경실률은 원료콩 립수

토그래피(Agilent, 1100, USA)로 분석하였다. 아이소플라본은

에 대한 부패립수와 경실립수의 백분율을 계산하였고 불완전

배당체와 비배당체의 함량을 모두 합하여 표시하였다.

발아율은 전장 5 cm 이하의 개체수를 원료콩 립수에 대한 백분율
로 나타내고, 콩나물 수율은 전장 5 cm 이상 콩나물의 무게를

발아 특성 및 콩나물 특성 평가

원료콩 무게에 대한 백분율로 조사하였다.

발아 특성은 패트리디시에 여과지(Whatman No.1)를 놓고

결과 및 고찰

종자 50립을 치상하여 25℃ 항온 항습기에서 증류수로 종실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여 발아세 및 발아율을 4반복으로 조사
하였다. 발아세는 치상 후 2일째, 발아율은 5일째 종실의 상태를

고유특성 및 생육특성

확인하여 조사하였다. 발아율은 총 공시 종자에 대한 발아 종자의

해품은 유한신육형이며 엽형은 난형, 화색은 백색, 모용색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발아 종자는 종피를 뚫고 유근이 출현한

회색, 협색은 황색, 종실은 구형이며 종피색은 황색, 배꼽색은

것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담갈색이다(Table 1). 개화기는 7월 29일, 성숙기는 10월 6일로
풍산나물콩 대비 각각 1일, 5일 빠르다. 경장은 61 cm, 협고는

콩나물 특성은 바닥면에 구멍이 있는 플라스틱 박스(20×20×
Table 1.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Haepum’
Cultivar

Growth
habit

Leaflet
shape

Flower
color

Pubescence
Color

Pod
Color

Seed coat
color

Hilum
color

Seed
shape

Haepum

Determinate

Oval

White

Gray

Yellow

Yellow

Light brown

Spherical

Pungsannamulkong

Determinate

Lanceolate

Purple

Gray

Yellow

Yellow

Yellow

Spherical

Table 2.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of ‘Haepum’ determined by regional yield trial from 2010 to 2012

Cultivar

Flowering
Date
(Month,
Day)

Maturity
Date
(Month.
Day)

Plant
Height
(cm)

Haepum

7.29

10. 6

61

15

Pungsannam
ulkong

7.30

10.11

55

-

-

1.40ns

y

t-value
z

y

First Pod
No. of
Height
nods
(cm)

No. of
branches

No. of
pods

100-seed
weight
(g)

14

3.1

68

9

14

4.0

2.24ns

-0.59ns

-2.25ns

Lodging at field
(1-9)z
Normal
culture

Density
culture

Field
y
(1-9)

Ratio by
Oven test(%)

10.4

1

3

1

0

69

12.0

6

8

1

46

-0.38ns

-2.50*

-

-

-

-

(1)Tolerant ~ (9)Susceptible, (1)No shattering ~ (9)Easy to shattering
(ns)non-significant; *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Haepum and Pungsannamulkong at 0.05 by student t-tes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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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istance of ‘Haepum’ to the diseases of soybean estimated from 2010 to 2012
Bacterial Pustule (0-9)z

Soybean Mosaic Virusx

Field

Inoculation

Root rot
(%)y

Haepum

1

1

Pungsannamu
lkong

1

3

Cultivar

Inoculation

Percentages of damaged seed (%)y
Field(0-9)

Purple
seed stain

Seed
mottling

- / -

0

0.4

0.2

0.3

0.8

L / M

0

0.2

0.4

0.3

0.8

z

G5

G6H

G7H

2.9

- / -

L / -

2.1

- / -

- / -

Phomopsis Pod borer
seed decay damage

z

(0)Tolerant~(9)Susceptible
Root rot and damaged seed that were naturally infected in the field were estimated
x
Reaction of inoculated leaf/upper leaves, (-)No symptom, (L)Local reaction, (M)Mosaic
y

Table 4. Major component of seed in ‘Haepum’ estimated from 2010 to 2012
Cultivar

Crude Protein
(%)

Crude Oil
(%)

Saturated

Unsaturated

Daidzein

Glycitein

Genistein

Total

Haepum

38.4

17.0

14.2

85.8

1,019

395

1,449

2,863

Pungsannamulkong
z

t-value

Fatty acids (%)

Isoflavone (㎍/g)

39.8

17.4

14.3

85.7

646

239

942

1,827

-1.83ns

-0.46ns

0.05ns

0.05ns

1.35ns

2.40ns

1.34ns

1.52ns

z

ns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Haepum and Pungsannamulkong at 0.05 by student t-test.

Table 5. Characteristics of soybean sprout of ‘Haepum’ estimated from 2010 to 2012
Cultivar

2-day
Germination
Rate(%)

5-day
Germination
Rate(%)

Whole
length(㎝)

Hypocotyl
length(㎝)

Root
length(cm)

Hypocotyl
thickness(㎜)

Hard seed
rate(%)

Decayed
seed rate(%)

Soy-sprout
yield(%)

Haepum

99

99

20.6

9.7

10.9

2.1

0.0

0.0

453

Pungsannam
ulkong

95

95

18.8

10.4

8.4

2.3

4.4

5.0

410

3.16ns

1.37ns

-2.34ns

2.34ns

-3.0ns

-1.0ns

-1.0ns

0.78ns

z

t-value

3.16

ns

z

ns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Haepum and Pungsannamulkong at 0.05 by student t-test

15 cm, 마디수는 14개, 분지수는 3.1개, 협수는 68개, 100립중은

평가되었고, 인공접종 시 오직 G6H에서 하위엽 국부 병반이

10.4 g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해품’은 경장과 협고가 풍산나

나타났으나 G6H 상위엽과 G5, G7H에서는 병징이 나타나지

물콩 대비 6 cm 높고 도복에 강해 제주도에서 콤바인 기계 수확

않았다. 종실 이병립율 조사결과 자반병은 0.4%, 갈반병은 0.2%,

시 손실율을 줄이고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초형을 지니고 있다.

미이라병은 0.3%로 조사되어 총 이병립율 0.9%로 풍산나물콩과
같은 정도로 평가되었다. 콩나방 피해립율은 0.8%로 풍산나물콩

내도복⋅내탈립 및 내병충성

과 같았다(Table 3).

해품의 내도복성은 표준재배 시 ‘1’, 밀식재배 시 ‘3’으로
평가되어 각각 ‘6’, ‘8’로 평가된 풍산나물콩보다 강하였다. 내탈

종실 품질 및 가공 적성

립성 또한 포장평가에서 ‘1’, 협개열성 평가에서 0%로 풍산나물

해품 종실의 단백질 함량은 38.4%, 지방 함량은 17.0%, 포화지

콩(‘1’, 46%)보다 강하였다(Table 2).

방산은 14.2%, 불포화 지방산은 85.8%로 풍산나물콩과 통계적

내병충성 검정결과 불마름병은 검정포장에서 ‘1’, 인공접종

차이가 없었다. 이소플라본은 Daidzein계열 1,019 ㎍/g, Glycitein

시 ‘1’로 평가되어 각각 ‘1’, ‘3’으로 평가된 풍산나물콩 보다

계열 395 ㎍/g, Genistein계열은 1,449 ㎍/g으로 총 함량은 2,863

강하였다. 검은뿌리썩음병은 2.9%로 평가되어 풍산나물콩

㎍/g으로 풍산나물콩(1,827 ㎍/g)보다 높았지만 통계적 차이는

(2.1%)보다 약하였다. 콩모자이크바이러스는 포장에서 ‘0’으로

없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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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Yield of ‘Haepum’ on yield trials carried out at Milyang
Yield (Ton/ha)

Cultivar

z

y

PYT('08)

AYT('09)

Indexx

Mean

Haepum

325

454

390

126

Pungsannamulkong

248

369

309

100

z

y

x

(PYT)Preliminary yield trial, (AYT)Advanced yield trial, (Index)Mean yield of cultivar/mean yield of Pungsannamulkong × 100

Table 7. Yield of ‘Haepum’ on the regional yield trials carried out at 4 locations
Location

Haepum

Pungsannamulkong
z

2010

2011

2012

Mean

Index

2010

2011

2012

Mean

Suwon

280

283

260

274

104

281

295

215

264

Miryang

336

386

321

348

117

319

295

279

298

Naju

251

324

289

288

108

251

285

261

266

Jeju

258

244

-

251

101

263

232

-

248

281

309

290

294

109

279

277

252

271

-

-

-

2.45*

-

-

-

-

-

Overall mean
y

t-value
z

(Index) Mean yield of Haepum / mean yield of Pungsannamulkong × 100
*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Haepum and Pungsannamulkong at 0.05 by student t-test.

y

적 요

콩나물특성 평가결과 발아세 99%, 발아율 99%로 풍산나물콩
보다 우수하였고 콩나물 전장은 20.6 cm으로 풍산나물콩보다
1.8 cm 길었다. 배축장은 9.7 cm, 근장은 10.9 cm로 풍산나물콩

해품은 보석콩과 수원214호를 모본으로 2001년 인공교배 하

보다 배축장이 짧고 근장이 길었다. 배축 직경은 2.1 mm로 풍산

여 계통육종법에 의하여 선발한 콩나물용 콩 품종이다. 2008

나물콩보다 0.2 mm 가늘었다. 경실립과 부패립율은 0%로 각각

년~2009년 생산력검정시험 및 2010~2012년 지역적응시험(수

4.4%와 5.0%로 평가된 풍산나물콩보다 우수하였다. 콩나물 수

원, 나주, 밀양, 제주)에서 소립 다수성에 협고가 높으면서 탈립과

율은 453%로 풍산나물콩 대비 43% 증수되었다(Table 5).

도복에 강해 기계화 수확 적응성이 높으며, 발아 특성과 콩나물
특성 또한 우수하여 품종보호 출원 및 국가품종목록으로 등재하

수량성

였다.

2008년~2009년에 실시한 생산력검정시험에서 평균 수량 390

해품은 유한신육형이며 엽형이 난형, 화색이 백색, 모용색이

kg/10a로 풍산나물콩 대비 26% 증수된 결과를 얻었다(Table

회색, 협색은 황색이며 종실은 소립 구형으로 백립중이 10.4

6). 2010년~2012년 전국 4개 지역에서 실시한 지역적응시험

g으로 풍산나물콩보다 1.6 g작고 종피색은 황색, 배꼽색은 담갈

결과 전국 평균 294 kg/10a로 풍산나물콩 대비 9% 증수되었고,

색 특성의 콩 품종이다. 개화기는 7월 29일, 성숙기는 10월 6일로

적응지역인 수원을 제외한 남부지역에서 301 kg/10a로 풍산나물

풍산나물콩 대비 5일 빠르며, 경장은 61 cm, 협고 15 cm 마디수는

콩 대비 10% 증수된 결과를 얻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

14개, 분지수는 3.1개로 풍산나물콩보다 분지가 적으며 경장이

다(Table 7).

크고 협고가 높은 도원추형 초형이다.
내병성 검정결과 검은뿌리썩음병은 다소 약하지만 불마름병

재배상의 유의점

과 콩모자이크바이러스 모두 강하였으며 종실 이병립율은 풍산

해품은 과습 조건에서 검은뿌리썩음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나물콩과 같은 수준이었다. 발아특성은 발아세와 발아율 모두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의 재배는 피해야 한다. 도복에 강하나
다비재배 혹은 비옥도가 좋은 토양에서는 과번무로 인한 도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밀식재배를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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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나물콩보다 우수하였으며 콩나물 특성은 콩나물 수율이 높
고 풍산나물콩보다 근장이 길고 배축장이 짧으며 배축직경이
가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수량성은 지역적응시험 결과 적응지역

기계수확 적응 소립 나물용 콩 ‘해품’

평균 301 kg/10a로 풍산나물콩 대비 10% 증수된 다수성 품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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