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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수확용 다수성 조생 수수 ‘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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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mprove their income, farmers should cultivate sorghum varieties with high productivity, short breeding period, and easy double
cropping. To increase purchases by consumers, the sorghum variety must have health-related functions. To meet these demands, the 'Cheongpung'
variety has been raised through net separation from the traditional species of the Chungbuk region as a sorghum variety that can be harvested
by machine, have the highest yield in the country, and have the most abundant antioxidant content. The seed coat of ‘Cheongpung’ was
reddish-brown, and had the characteristic of early maturation; it required only 107 days from sowing to harvest. Its culm length was 89 cm,
the smallest among domestic cultivated varieties. It could also be harvested by machine without difficulty. Compared with the ‘Hwanggeumchal’
variety, the number of ear per plant in ‘Cheongpung’ was approximately 1.3, but each ear piece weighed 66.2 g, weighing 3.8 g, and the
thousand-grain weight was 1.4 grams higher than the rough-grain weight. A local adaptation test in five regions nationwide for two years led
to a ‘Cheongpung’ yield of 359 kg/10a, which was the highest among domestic cultivated varieties. In addition, the polyphenol content of
‘Cheongpung’ was 29% higher than that of ‘Hwanggeumchal’. (Registration No. 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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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et al. 2016, Ha & Lee 2001), 최근에는 의학용과 화장품용,
새싹용 채소로 활용성을 넓혀 가고 있는 추세이다(Kim & Park

수수(Sorghum, Sorghum bicolar L. Moench)는 분류학상 벼

2012, Lee 2017, Chun et al. 2017).

목 화본과의 외떡잎식물 한해살이 풀로, 아프리카 대륙이 원산지

수수의 기능성물질 중 페놀화합물은 항산화, 항염효과와 혈중

이고 아시아, 미국, 인도, 멕시코 등이 주요 생산국이다(Park

콜레스테롤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Bralley et al.

et al. 2011). 수수는 고량, 촉서, 고랑, 노속 이라고도 칭하며(Lee.

2008, Carr et al. 2005, Kim et al. 2016), 곡물 중 유일하게

2017), 척박한 토지에도 적응성이 높고, 비교적 재배도 쉬워

함유된 탄닌 성분은 소화율을 줄이고 혈당을 조절한다(Park et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분포, 재배되고 있다(Paterson et al. 2009).

al. 2011, Kim & park 2012). 수수 추출물은 자외선으로부터

사용목적에 따라 수수는 종실용, 알코올 제조용, 시럽용, 사일

피부의 멜라닌 생성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으며(Lee. 2017),

리지용, 청예용, 건초용, 방목용 및 빗자루용도로 분류가 되지만

건강과 관련되어 다양한 기능성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Harlan et al. 1972), 우리나라에서는 혼반용으로 주로 소비가

국내 수수 품종은 순계분리에 의해 육성된 남풍찰, 동안메,

되고, 이외 떡, 전통술, 엿, 과자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Kim

중모4002, ‘황금찰’과, 교배육종을 통해 육성된 소담찰 등이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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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되어 있으며, 육종방향은 배유가 찰성이면서, 단간 유전자를

부 잡곡육종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세부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갖는 다수성 품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Sleper & Poehlman

배유특성은 요오드 분석법을 이용해 찰성검정을 실시하였고

2006). 하지만 현재까지 소담찰을 제외한 대부분 품종들은 키가

(Pederson et al. 2004), 기능성은 폴리페놀과 항산화활성을 조사하

170 cm 이상으로 기계수확이 어려워서 인력수확에 따른 농가의

였다. 아밀로스 함량은 적색파장에서 흡광도를 비색계(Multiskan

노동력 요구도가 높다. 이와 더불어 선택성 제초제의 부재, 강우

Spectrum, Thermo Fisher Scientific, Vantaa, Finland)를 이용하

시 불임발생과 이삭곰팡이 병으로 인한 종자의 품질 감소, 수확기

여 620 nm에서 측정하였고 조단백 함량은 Kjeldahl 분석기(2300

조류 피해 문제가 수수 확대 재배의 제한 요인이 되고 있다.

Kjeltec Analyzer Unit, FOSS Tecator, Hoeganaes, Sweden)을

또한, 소비의 측면에서는 혼반용 뿐 아니라 떡으로 가공할 때도

이용하였다. 항산화 성분은 동결 건조된 시료를 80% 에탄올로

배유가 찰성인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항산화 활성이 우수함에도

진탕 추출하여 총 폴리페놀은 Gallic acid equivalent (GAE), DPPH,

불구하고(Sa et al. 2010) 메수수 소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ABTS 라디컬 소거활성은 Trolox equivalent (TE)로 표현하여

이에 따라 대부분 수수 재배농가에서도 기피하는 실정이다.

조사하였다(Choi et al. 2006). 이 외 일반성분은 ICP (Inductively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품종의 자격요건으로 재배자의

coupled plasma, Optima-3300DV, Perkin Elmer, Norwalk, CT,

입장에서는 출수의 조만에 따라 강우를 회피할 수 있고, 콤바인

USA)로 분석하였다.

기계수확에 무리가 없는 키가 작고, 수량성이 높은 품종을, 소비

결과 및 고찰

자의 입장에서는 판로확대를 위해 기능성분이 우수한 품종 육성
과 더불어 메수수의 새로운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충북농업기술원은 수확 시 생력화가 쉽고, 생산성이 높으면서,

육성경위

기능성 물질이 풍부하여, 앞으로 고량주의 원료로 메수수의 새로

수량성이 높고, 기능성물질이 풍부하며,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

운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충북지역의 재래종을 순계분리한 ‘청풍’

하고자 기계 수확에 적합한 충북지역 적응성 수수를 육성하고자

을 2017년 품종보호 출원하여, 2019년 최종 품종등록이 되었기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자원센터로부터 종자(K258972)를 분양 받

에, 그 육성경위와 주요 특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아, 순계분리 방법을 통해 ‘청풍’ 품종을 육성하였다. 2008~2011
년까지는 개체선발을 통한 순계분리를 실시하였고, 최종 분리된

재료 및 방법

계통을 ‘충북33호’로 명명하고, 2011~2012년 생산력검정 시험
후 지역적응시험에 공시하여 전국 5개지역에서 3년간 생육특성

수수 종자는 유전자원센터(K258972)에서 종자를 분양 받아

과 생산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수량성과 지역적응성이 우수하

사용하였으며, 순계분리 및 특성검정 4년, 생산력검정은 2012~

여 2016년 농촌진흥청 농작물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2013년도 까지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였고, 지역적응시험

보호 출원품종으로 선정 후 2017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

은 2014~2015년 까지 청주, 수원, 익산, 밀양, 나주 등 전국

하여 대비품종과의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신규성 등 2년간의

5개 지역에서 ‘황금찰’을 표준품종으로 하여 난괴법 3반복으로

재배심사에 걸쳐 결격사유가 없어 최종 2019년 품종보호 등록하

수행하였다. 파종은 6월 2일에 포트에 파종하여 14일 정도 육묘

였다. 품종 육성과정은 Fig. 1과 같다.

하여, 시험포장에 비닐 멀칭 후 이식하였다. 재식거리는 60 ×
20 cm로 주당 1본을 포장에 정식하였고, 시비량은 N-P2O2-K2O

고유 특성

를 9-7-8 kg/10a로 전량 밑거름 시용하였다. 고유 특성으로 이삭

‘청풍’의 이삭 측면 모양은 타원형이고, 형태는 밀수형으로

형태, 이삭 밀도와 종실색을, 생육특성으로 생육일수, 간장, 줄기

‘황금찰’과 같은 반면, 이삭의 밀도는 ‘황금찰’에 비해 조밀하였

두께, 이삭장 및 엽장을 조사하였다. 수량관련 특성으로는 주당

다. 받침껍질색은 짙은 갈색이며, 종실색은 적갈색으로 ‘황금찰’

수수, 이삭무게와 천립중을 조사하였으며, 내병충성으로는 깜부

과 동일하였으며 배유는 ‘황금찰’이 찰성인 반면 청풍은 메성을

기병, 이삭곰팡이병, 조명나방, 왕담배나방과 노린재의 포장발생

나타내었다(Table 1).

정도를 0~9로 조사하였고, 이는 농촌진흥청 연구조사분석기준
(Park 2012)을 따랐다.
‘청풍’의 영양성분과 기능성성분은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

생육특성 및 일반특성
‘청풍’의 출수일수는 ‘황금찰’과 동일한 60일로 조생의 특성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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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008

2009

2010

2011

1

1

⋅

②

2012

~

2015

①

⋅
K258972

Remark

→

Collection of seed

B

⋅

→

⑫

3

→

⋅

4

20

5

Bulk

→

2

→

Cheongpung
(Chungbuk33)

3

RYTz,LAT

Separations of pure line

z

RYT: Replicated yield trial, LAT: Local adaptability test

Fig. 1 Pedigree diagram of new sorghum variety ‘Cheongpung’.

Table 1. Inherent characteristics of a new sorghum variety ‘Cheongpung’ (CBARES in Cheongju, 13~'15)
Panicle

Variety

Shape

Glume Color

Density

Grain color

Endosperm

Cheongpung

Oval

Dense

Dark Brown

Red Brown

normal

Hwanggeumchal

Oval

medium

Dark Brown

Red Brown

Waxy

Table 2. Yield component analysis of new sorghum variety ‘Cheongpung’
Variety

Day to heading

Cheongpung

60ns

Hwanggeumchal

60

z

Culm length
(cm)

Panicle length
(cm)

Thickness of culm
(cm)

Length of leaf
(cm)

Width of leaf
(cm)

24.7ns

20.6ns

75.6**

8.2*z

22.5

20.7

57.7

6.8

89***
152
*

Not Significant (ns) in the t-test, While ,

**

,

***

Significant at p<0.05, p<0.001 and p<0.0001, respectively.

을 보였으며, 이는 기존의 농가에서 메수수로 주로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동안메’ 보다 11일이 단축된 것이다(Kim et al. 2018). 간장의
길이는 89 cm로 ‘황금찰’에 비해 63 cm가 짧았으며, 콤바인

기능성물질과 항산화 활성

예취부 높이 보다 키가 작아 기계 수확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청풍’의 조단백은 10.7 g/100 g 으로 ‘황금찰’과 비슷하였으

이삭의 길이와 줄기의 두께는 ‘황금찰’과 비슷하였으며, 잎의

며, 항산화성분인 폴리페놀함량은 ‘황금찰’ 대비 29% 높은 223

길이는 75.6 cm, 잎의 너비는 8.2 cm로 ‘황금찰’ 보다 길었다

㎍GAE/g 이었다. 항산화활성 비교를 위한 ABTS 라디컬 소거능

(Table 2).

은 ‘황금찰’과 비슷하였으며, 아밀로스 함량은 24.9%로 배유가
강한 메성을 나타냈다(Table 4).

내재해성
‘청풍’의 도복 지수는 1로 도복에 강한 특성을 보였으며, 생육

수량구성요소와 수량성

후반기 비가 자주 오는 다습한 날씨가 지속될 때 발병률이 높은

‘청풍’의 주당이삭 수는 1.3개, 이삭무게는 66.2 g, 이삭당 종실

깜부기병과 이삭곰팡이병은 ‘황금찰’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

무게는 41.2 g으로 ‘황금찰’과 비슷하였으며, 천립중은 23.8 g으

나, 출수 이후 예방 방제가 필요하다. 수수의 주요해충인 조명나

로 ‘황금찰’ 대비 1.4 g 무거웠다(Table 5). 2012년~2013년까지

방, 왕담배나방, 진딧물, 노린재의 발생은 ‘황금찰’과 비슷한

생산력검정 결과 ‘청풍’은 2.97 MT/ha로 ‘황금찰’ 2.77 MT/ha에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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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action to lodging tolerance, major disease and insect of ‘Cheongpung’ (LAT, '13~'15)
Variety

Field lodgingz
(0-9)

Cheongpung
Hwanggeumchal

Damage indexy by disease

Damage indexx by insect

Smut

Mold

Corn borer

Heliothinae

Aphid

Hemiptera

1

4

8

2

2

0

1

1

2

7

2

2

0

1

z

Loging degree: 1~15%, 1; 16~30%, 3; 31~45%, 5; 46~75%, 7; over 76%, 9.
Disease degree: symptomless 0; below 1% of diseased panicle, 1; 1~5%, 3; 6~10%, 5; 11~20%, 7; over 21%, 9.
x
Insect degree: symptomless, 0; below 1% of damaged panicle, 1; 1~5%, 3; 6~10%, 5; 11~20%, 7; over 21%, 9.
y

Table 4. Functional component and antioxidant activity of ‘Cheongpung’ (LAT, '13~'15)
ABTS

Amylose contents
(%)

223*

301ns

514ns

24.9**z

173

300

577

7.9

Crude protein
(g/100 g)

Polyphenol contents
(㎍GAE/g)

Cheongpung

10.7ns

Hwanggeumgchal

10.9

z

Not Significant (ns) in the t-test, While *,

**

Radical scavenging activity (mgTE/g)
DPPH

Variety

Significant at p<0.05 and p<0.001, respectively.

Table 5. Yield component analysis of new sorghum variety ‘Cheongpung’
Variety

No. of panicle/plant

Weight of Panicle (g)

Weight of grain/panicle (g)

Cheongpung

1.3ns

66.2ns

41.2ns

23.8*z

Hwanggeumchal

1.4

62.4

42.5

22.4

z

Not Significant (ns) in the t-test, While

*

1,000-grain Weight (g)

Significant at p<0.05.

Table 6. Grain yield potential of ‘Cheongpung’ at replicated yield trial (RYT)
Grain yield (MT/ha)

Variety

2011

2012

Cheongpung

3.40

2.54

Mean
2.97*z

index
107

Hwanggeumchal

3.38

2.16

2.77

100

z

Significant at p<0.05 in the t-test.

Table 7. Grain yield potential of ‘Cheongpung’ at regional yield trial (RYT) for 2 years (LAT, '14~'15)
Resion
Cheongju

Cheongpung
2014

2015

Mean (MT/ha)

2.38

3.94

3.16

Indexy
113

Hwanggeumchal
2014

2015

Mean (MT/ha)

2.19

3.38

2.79

Suwon

4.11

3.38

3.75

106

3.89

3.21

3.54

Iksan

3.33

3.81

3.57

104

3.15

3.72

3.44

Miryang

2.61

3.45

3.03

99

2.59

3.52

3.06

Naju

4.31

4.58

4.45

99

4.62

4.39

4.51

Average

3.35

3.83

3.59

103

3.28

3.64

3.47

T0.05=0.391475z
z

It means non-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ultivars at 0.05% level
Index is defined as yield of ‘Cheongpung’ divided by ‘Hwanggeumchal’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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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수량성이 7% 증가하였다(Table 6). 2014년~2015년까지 전국

드립니다.

5개 지역에서 지역적응시험 결과 평균수량은 ‘황금찰’의 3.47 M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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