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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가루병과 도복에 강한 맥주보리 ‘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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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malting barley variety, ‘Baegrok’, was developed in 2016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RD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by crossing the high-yield ‘Milyang130’ variety with ‘Myoginijo’, which has lodging tolerance and resistance to barley yellow
mosaic virus (BaYMV). ‘Baegrok’ is suitable for use in brewing, similar to ‘Hopum’, and has resistance to powdery mildew and tolerance
to lodging. From 2014 to 2016, regional yield trials were conducted in four different regions, with ‘Baegrok’ as a breeding line of ‘Iksan176’.
The heading dates of ‘Baegrok’ in paddy and upland fields were April 6 and April 11, respectively, 2 days earlier than those of ‘Hopum’.
Maturing dates of ‘Baegrok’ in paddy and upland fields were May 16 and May 21, respectively, similar to those of ‘Hopum’. The yield potential
of ‘Baegrok’ was approximately 14% and 6% higher than that of ‘Hopum’ in upland and paddy fields. ‘Baegrok’ had a shorter culm length
than ‘Hopum’ showing tolerance to lodging. Screening for powdery mildew resistance in the greenhouse showed that ‘Baegrok’ had resistance
to powdery mildew, unlike ‘Hopum’ which was susceptible. It also is suitable for use in brewing, similar to Hopum. ‘Baegrok’ showed good
grain quality in terms of β-glucan content (3.4%), starch (61.0%), and husk rate (12.7%). Regarding malt quality, ‘Baegrok’ exhibited 75.1%
acrospire length, 70.8% friability, 4.4% soluble protein, and 345.8 WK (Windisch-Kolbach) diastatic power, superior to the malt quality of
‘Hopum’. Thus, ‘Baegrok’ is resistant to powdery mildew, tolerant to lodging, and more suitable for brewing. (Registration No. 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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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8~10%로, 6조 11~13%보다 얇은 특성이 있어 껍질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쓴맛을 나타내는 성분이 적고, 추출률이 더 높아

국내에서 보리는 재배면적이 29천ha로 벼, 콩 다음으로 많이

우수한 품질의 맥아 및 맥주를 제조할 수 있다(Brewing Science.

재배되는 식량작물이다(KOSIS, 2021). 보리는 종실 피과성 및

2015). 또한 맥아의 품질은 성숙한 종실 배유의 전분과 단백질의

이삭 조성에 따라 겉보리와 쌀보리, 2조와 6조로 분류되어 재배되

결합 정도가 낮을수록 발아가 쉬워지기 때문에 품질이 좋아진다

고 있다. 혼반용으로 이용되는 쌀보리와 엿기름용으로 쓰이는

(Brennan et al. 1996). 이외에도 마이크로파를 4초간 조사한

겉보리 대부분은 6조이며, 맥주보리는 2조 겉보리가 국내에서

보리의 경우 껍질 경도가 감소하여 추출률이 개선되었고(López-

육성되어 양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2조와 6조 모두

Perea et al. 2008), 재배 시 황을 시비한 보리의 경우 맥아의 α-

맥주용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2조가 6조에 비해 종실이 크고

아밀라아제 활성이 증가하였고, 맥아즙의 베타글루칸 함량이

단백질 함량은 낮으면서 전분 함량은 높은 특성이 있으며, 맥즙의

감소하여 양질의 맥아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Zhao

점도와 관련이 있는 베타글루칸 함량이 낮아 맥주 제조에 유리하

et al. 2006).

다(Kim et al. 2013, Lee & Lee 1994). 종실 껍질의 경우 2조가

최근 수제맥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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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가루병과 도복에 강한 맥주보리 ‘백록’

지역 특화 맥주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수제맥주 제조에

Polymyxa graminis라는 진균에 의해 매개되는 병이며, 바이러스

사용되는 원곡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strain에 따라 나주(strain Ⅰ), 익산(strain Ⅲ), 진주(strain Ⅳ)의

에 개발된 맥주보리 ‘호품’의 경우 농협과 수매가 이루어져 국내

바이러스검정포에서 발병 여부를 확인하였다(Adams et al. 1988,

수제맥주 업체 일부에 원곡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도복 및 추위에

Park et al. 2009). 발병 정도는 무 발생(0), 10% 미만(1), 11~30%

약하고 흰가루병 감수성으로 종실 수율과 안정적인 공급에 불리

(3), 31~50%(5), 51~70%(7), 71% 이상(9) 등으로 나타냈으며

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맥주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3월 하순과 4월 상순 사이에 조사하였다. 흰가루병의 경우 온실에

미치는 종실의 균일한 품질 및 재배안정성이 높아 지속적인

서 자연 발생을 유도하여 성체 검정하였고, 이병 정도는 저항성

원곡 공급이 가능한 품종의 육성과 보급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0)~감수성(9)으로 나타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맥주용으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흰가루

내한성 검정을 수행하기 위해 해발 500 m의 전북 남원 운봉

병과 도복에 강해 농업형질이 개선되어 논재배에서 ‘호품’보다

시험지에서 10월 하순에 파종하였고, 이듬해 2월 하순과 3월

14% 증수한 다수성 품종인 ‘백록’을 육성하여 이 품종의 육성

상순에 월동 후 고엽 정도를 달관 조사하였다.

경위와 주요 특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파성 검정은 저온 처리(4℃, 3주)와 무처리 조건으로 파성별
대조품종과 함께 파종한 다음 주경의 엽수와 지엽 전개 일수를

재료 및 방법

조사하여 파성 정도를 Ⅰ~Ⅴ 범위로 판정하였다.

시험방법

원맥 및 맥아 품질 분석

맥주보리 신품종 육성을 위한 지역적응시험 방법은 표준품종

원맥 및 맥아의 품질은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년 동안

인 ‘호품’을 비교하여 보리 표준재배법에 준하여 수행하였다.

지역적응시험에서 생산된 시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시험지별 재배는 전남 나주, 전북 익산, 경남 진주가 논에서 제주도

원맥 특성은 정립률, 베타글루칸, 전분, 단백질, 곡피율, 발아세,

는 밭에서 수행하였다. 시험구 면적은 답리작이 1.5 x 1.2 x 6.0 m x 1열,

발아율, 수감수성을 조사하였다. 정립률은 2.5 mm체를 사용하여

전작은 0.4 x 0.18 x 5.0 m x 5열을 파종하였고, 모두 난괴법 3반

통과하지 않은 종자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원맥의 베타글루칸은

복으로 배치하였다. 파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익산, 나주,

Megazyme사의 beta-glucan assay kit (Mixed linkage)와 UV

진주, 제주의 4개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10 a 당 파종량은 익산

spectrophotometer (U-2800, Hitachi, Japa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15 kg, 나주 16 kg, 진주 14 kg, 제주 13 kg으로 재배하였다.

고, 전분은 소모기법, 단백질은 원소분석기를 사용하여 질소 함량

신품종 ‘백록’의 형질 특성은 3년 간의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을 분석한 후 질소 계수(6.25)를 환산하여 맥주보리 단백질 함량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을 계산하였다. 곡피율, 발아세, 발아율은 각각 ASBC (American
Society of Brewing Chemists)와 EBC (European Brewery Convention)

농업형질 및 수량성 조사

에서 권고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맥주보리 신품종 ‘백록’의 농업형질과 수량성을 조사하기 위

다음으로 맥아 특성은 맥아수율, 신장도, Friability, 추출률,

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전남 나주, 전북 익산,

가용성 단백질, 콜박지수, 효소역가 등을 조사하였다. 맥아는

경남 진주, 북제주 이상 4개의 지역에서 지역적응시험을 수행하

Automatic micro malting system (Phenix Bio, Austraila)를 이용

였다. 출수기 및 성숙기, 생육 및 수량구성요소 등의 조사내용은

하여 침맥(steeping), 발아(germination), 배조(kilning)의 과정을

맥주보리 표준품종인 ‘호품’과 비교하여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거쳐 제조하였다. 침맥은 16℃에서 습하고 건조한 조건을 3회

분석기준(RDA, 2012)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생육의 경우 간장,

반복하여 실시하였으며, 발아의 경우 침맥과 동일한 온도(16℃)

수장 등을, 수량구성요소는 천립중과 리터중 등을 조사하였다.

로 5일 동안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배조는 첫 2시간 동안

천립중과 리터중은 2.2 mm 체를 통과한 종실, 즉 설립을 제외한

55℃에서 유지한 후 점차 온도를 82℃까지 상승시킨 다음 다시

뒤 1,000립 및 1 L의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수량은 설립을 제외한

40℃로 낮춰 건조하였고, 건조된 맥아는 제근 후 분쇄하여 분석

10 a 당 조곡 수량을 수분 13%로 보정하여 환산하였다.

시료로 사용하였다. 이후 분쇄된 맥아는 ASBC (1992)와 EBC

‘백록’의 병해 저항성은 보리호위축병과 흰가루병의 저항성

(1998) 방법을 이용하여 품질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맥즙은

여부로 확인하였다. 보리호위축병은 토양 전염성 바이러스로

분쇄된 맥아를 당화조(LB-12, VLB, Germany)에 넣어 제조하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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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생성된 맥즙은 1차와 2차 filter를 사용하여 추출률을 분석

95℃에서 5분 반응 후 95℃에서 15초, 66℃에서 30초, 72℃에서

하였다. 콜박지수와 가용성 단백질 함량은 UV spectrophotometer

45초를 35회 반복하였고, 마지막으로 72℃에서 8분 처리하였다.

(U-2800, Hitachi, Japan)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이후 PCR 산물을 AvaⅠ과 AvaⅡ의 제한효소를 사용하여 37℃
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PCR 밴드는 Agaro Power™ (Bioneer,

보리호위축병 저항성 유전자 확인

Korea) 전기영동장치로 2% agarose gel에서 gel-Imager (Davinch-

보리호위축병 저항성 유전자 rym5의 확인을 위해 감수성 품종

Gel™ Imaging System, Korea)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인 ‘진양’, rym5을 보유한 유전자원인 ‘Misato golden’과 이를
이용하여 육성한 저항성 품종 ‘호품’을 이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계 분석

보리호위축병 저항성인 신품종 ‘백록’의 rym5 보유 여부를 확인

본 연구의 결과는 SPSS version 27 software (IBM, Chicago,

하기 위해 모본 ‘밀양130호’와 보리호위축병 저항성으로 rym5를

IL, USA)를 이용하여 신품종 ‘백록’과 표준품종인 ‘호품’과의

보유한 부본 ‘Myoginijo’을 사용하였다. 저항성 유전자의 보유

차이를 95% 유의수준에서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통계

여부는 기존 개발된 CAPS마커를 사용하였으며, primer 서열은

분석을 위한 각 데이터는 3반복의 평균값으로 사용하였다.

™

Table 1과 같다(Sedláček et al. 2010). 각 자원의 DNA는 HiGene

결과 및 고찰

Genomic DNA Prep Kit (BIOFACT, Korea)를 사용하여 제조사
™

의 방법대로 추출하였으며, PCR 반응은 SimpliAmp Thermal
Cycler (Applied Biosystems, UK)로 증폭시켰다. PCR 조건은

육성 경위
2003년에 육성된 맥주보리 ‘호품’은 수량성 및 품질이 양호하

Table 1. Used primer for detection of barley yellow mosaic virus
resistance gene (rym5).
Primer Direction
rym5F
rym5R

Sequence

5‘-ATGTTGGAGC
CGACTTCCAT-3‘
5‘-GTTCACCAATC
Reverse
AATGCCAGCAA-3‘

Amplication
size

Reference

241

Sedláček
et al. 2010

Forward

여 남부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호품’은 흰가루병에 감수성으로 심한 경우 광합성 저해
로 인한 식물체 고사를 야기하고, 도복에 약한 특성이 있다
(Balkema-Boomstra & Mastebroek 1995, Hyun et al. 2006).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재배안정성이 강화된 품종
육성이 필요하였다.

Preliminary yield trial, Advanced yield trial, Regional yield trial

Fig. 1. Pedigree diagram of barley variety, ‘Baeg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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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가루병과 도복에 강한 맥주보리 ‘백록’

농업형질 및 재해 저항성

맥주보리 신품종 ‘백록’의 육성 경위는 Fig. 1과 같다. 수량성이
우수한 계통 ‘밀양130호’를 모본으로, 도복에 강한 ‘Myoginijo’를

‘백록’의 출수기는 전작과 답리작에서 각각 4월 6일과 4월

부본으로 하여 2004년도에 호남농업시험장(전북 익산 소재)에

11일로 ‘호품’보다 2일 빨랐으며, 성숙기는 전작과 답리작에서

서 인공 교배하였다. 이후 F2에서 F4 계통은 집단으로 세대를

각각 5월 16일과 5월 21일로 비슷하였다(Table 3). ‘백록’과

진전하면서 계통을 선발하였고, F5 세대부터는 키가 작으면서

‘호품’의 성숙기 식물체 사진은 다음과 같다(Fig. 2).

도복에 강하고, 수량이 많아 농업형질이 우수한 계통 ‘YMB-3012-

‘백록’의 생육 및 수량구성요소는 Table 4와 같다. ‘백록’의

3B-15’를 최종 선발하였다. 유전적으로 고정이 된 F7세대부터는

간장은 전작과 답리작에서 각각 76 cm와 67 cm로 ‘호품’보다

생산력 검정 예비시험과 본 시험을 거쳤으며, 2014년부터는

작았으며 전작에서는 유의성은 없었으나 답리작에서는 유의한

‘익산176호’라는 계통명을 사용하여 3년 동안 4개 지역에서

차이가 있었다. ‘백록’의 수장은 전작 및 답리작에서 각각 5.4

출수기, 성숙기, 간장, 수량성 등 농업적 형질을 표준품종인 ‘호

cm와 5.5 cm로 ‘호품’에 비해 작았으며, 전작에서는 유의한

품’과 비교해 지역적응시험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익산176호’

차이가 있었으나 답리작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또한 m2당

는 ‘호품’에 비해 간장이 약 13 cm 정도 작아 도복에 강하며,

수수는 각각 811개와 819개로 ‘호품’보다 많았으며, 1수립수의

흰가루병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최종 선발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작에서는 ‘호품’보다 작았으나 답리작에서는 비슷하였다.

특성으로 인해 ‘익산176호’는 2016년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심의

‘백록’의 천립중은 전작에서 39.2 g로 ‘호품’에 비해 대립이었고,

회 심의를 거쳐 ‘백록’으로 명명되었다. 이후 국립종자원의 재배

답리작에서는 44.3 g로 비슷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심사를 거쳐 2021년 종자산업법 제 55조에 따라 품종보호 등록

‘백록’의 재해 저항성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전북

(제8399호)되었다.

남원 운봉시험지에서 조사한 한해 정도는 ‘백록’이 3으로 ‘호품’
보다 강하였고, 도복 정도는 1로 ‘호품’에 비해 저항성을 보였다.

고유특성

다음으로, 이병 시 저항성 정도에 따라 40~100%의 수량 감소를

맥주보리 신품종 ‘백록’의 고유특성은 Table 2와 같다. ‘백록’

초래한다고 알려진 보리호위축병 저항성을 나주, 진주, 익산의

의 엽색은 녹색이며, 줄기와 넓이는 중간 정도로 ‘호품’과 비슷하

발병상습포장에서 검정한 결과 ‘백록’이 2로 ‘호품’ 5보다 저항

였다. 줄기는 단간으로 ‘호품’보다 작으며, 굵기는 중간 정도로

성을 나타냈다(Frahm JH. 1989). 특히, 흰가루병은 절대활물기

비슷하였다. 이삭 형태는 2조로 까락이 길고 탈망이 양호하였으

생균으로 감염 시 식물체 잎에 하얀 포자를 형성하여 광합성에

며, 파성은 Ⅰ(춘파, spring type)로 ‘호품’과 같았다.

영향을 미치는 CO2 교환율을 감소시켜 최종적으로 수량 피해를

Table 2. Inherent characteristics of ‘Baegrok’.
Leaf

Stem

Spike

Awn

Color

Length

Width

Color

Thickness

Type

Density

Length

Brittless

Growth
habit

Baegrok

Green

Medium

Medium

Green

Medium

2-row

Medium

Long

Good

Ⅰz

Hopum

Green

Medium

Medium

Green

Medium

2-row

Medium

Long

Good

Ⅰ

Variety

* ‘Hopum’ is a check variety to compar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Baegrok’. These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in paddy field condition at Jeonju region
z
Vernalization type: Ⅰ(spring type)

Table 3. Heading and maturity dates of ‘Baegrok’ from 2014 to 2016.
Heading date

Maturity date

Field condition

Location

Baegrok

Hopum

Baegrok

Hopum

Upland

Jeju

Apr. 6ns

Apr. 8

May 16ns

May 16

Jinju

Apr. 15

Apr. 15

May 18

May 17

Naju

Apr. 5

Apr. 9

May 22

May 23

Iksan

Apr. 14

Apr. 15

May 22

May 22

Mean

Apr. 11ns

Apr. 13

May 21ns

May 21

Paddy

ns

means no significant at p<0.05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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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한다고 연구되었다(Scholes et al. 1994). 흰가루병 저항성

에서도 ‘백록’ 342 kg/10 a로 ‘호품’ 324 kg/10 a으로 6% 정도

검정을 위해 온실에서 자연감염을 유도하여 성체 검정을 수행한

증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 ‘백록’이 1로 ‘호품’ 9에 비해 큰 저항성을 가지는 것을

품질 특성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5, Fig. 3).

‘백록’의 원맥 품질을 분석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량성

3개년 간 생산된 종자의 평균 데이터 값은 Table 7과 같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실시한 ‘백록’의 지역적응

일반적으로 맥주용으로 선호되는 보리는 단백질 함량이 낮으면

성시험 수량성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백록’은 전작에서 466 kg/

서 전분 함량은 높은 종실이 주로 이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맥주

10 a로 ‘호품’ 408 kg/10 a보다 많아 14% 증수하였으며, 답리작

제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리의 단백질 함량은 9~12.5%정도

(a)

(b)

Fig. 2. Plant comparison of ‘Baegrok’(a) and ‘Hopum’(b) in paddy field.
Table 4. Agronomic characteristics of ‘Baegrok’ from 2014 to 2016.
Field condition

Cultivar

Culm length
(cm)

Spike length
(cm)

No. of spikes
per m2

No. of grains
per spike

1000-grain
weight(g)

Liter weight
(g)

Upland

Baegrok

76ns

5.4*

811ns

24ns

39.2ns

642ns

Hopum

89

6.1

746

26

38.3

663

Baegrok

*

67

5.5

819

22

44.3

667ns

Hopum

79

5.8

719

22

44.3

681

Paddy
ns

means no significant and

*

ns

ns

ns

ns

means significant at p<0.05 by t-test.

Table 5. Resistance to barley yellow mosaic virus, powdery mildew and cold tolerance.
Cultivar
Naju (Ⅰ)

z

BaYMVz
(0~9)
Jinju (Ⅳ)

Powdery mildewy
Iksan (Ⅲ)

Infection type

Cold tolerancex
(0~9)

Lodging tolerancew
(0~9)

Baegrok

0

0

2

1

3

1

Hopum

0

0

5

9

5

5

Investigation at viral infested field for three years (0: Resistance, 9: Susceptible). BaYMV means viral disease by Barley Yellow Mosaic Virus. yDisease
incidence induced natural infection at plastic house at Iksan for three years(0: Resistance, 9: Susceptible). xCold tolerance was tested at Unbong, about
500meter above sea level region from 2014 to 2016. wLodging tolerance was investigated in Jeju upland field from 2014 t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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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백록’은 11.6%로 기준치에 적합하였고(Son et al. 2002),

맥아는 보리를 물에 불려 뿌리가 나온 것을 말하며, 발아 과정을

전분의 경우에는 61.0%로 ‘호품’ 59.9%보다 높았으나 모두 통계

통해 효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맥아의 당화가 수월하여 맥주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맥즙의 여과를 방해하여 여과율을

제조에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저하시키고, 맥주 제조 시 침전물 형성을 야기하는 베타글루칸

에서 2016년까지 생산된 원맥을 활용하여 맥아를 제조한 후

함량은 ‘백록’이 3.4%로 ‘호품’ 4.1%에 비해 낮아 맥주 양조용으

품질을 분석하였고(Table 8), 신품종 ‘백록’을 ‘호품’과 비교하였

로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Lee 2008). 또한 원맥의 껍질 비율을

다(Fig. 4). 맥아의 신장도와 부서짐 정도를 나타내는 Friability는

나타내는 곡피율도 ‘호품’에 비해 낮아 더 좋은 특성을 보였다.

‘백록’이 각각 75.1%, 70.8%로 ‘호품’보다 높았지만 모두 통계적

이외에 ‘백록’의 발아세, 발아율, 수감수성은 각각 95.6%, 95.8%,

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추출률은 ‘백록’ 73.6%, ‘호품’ 73.3%로

31.0%로 나타났다.

비슷하였고, 맥주 제조에 이용가능한 가용성 단백질 함량과 효소

(a)

(b)

Fig. 3. Plant comparison about resistance to powdery mildew of ‘Baegrok’(a) and ‘Hopum’(b) in plastic house.
Table 6. Yield of ‘Baegrok’ in the regional yield trials from 2014 to 2016.
Baegrok (kg/10 a)

Hopum (kg/10 a)

Field
condition

Location

2014

2015

2016

Mean

2014

2015

2016

Mean

Upland

Jeju

602

411

384

466ns

493

439

293

408

Jinju

547

359

453

453

426

394

447

422

Naju

419

393

299

370

361

313

337

337

Iksan

263

146

200

203

261

176

199

212

Mean

410

299

317

342ns

349

294

328

324

Paddy

ns

means no significant at p<0.05 by t-test.

Table 7. Comparison of grain quality between ‘Baegrok’ and ‘Hopum’.
Cultivar

Assortment
rate (%)

Starch
(%)

Protein
(%)

β-glucan
(%)

Husk rate
(%)

Germination
energy (%)

Germination
capacity (%)

Water
sensitivity

Baegrok

86ns

61.0ns

11.6ns

3.4ns

12.7ns

95.6ns

95.8ns

31.0ns

Hopum

90

59.9

11.3

4.1

13.4

93.8

96.7

24.8

ns

means no significant at p<0.05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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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of malt quality between ‘Baegrok’ and ‘Hopum’.
Cultivar

Extract
(%)

Acrospire length
(%)

Soluble protein
(%)

Kolbach index
(%)

Diastatic power
(WK)

Filtering time
(min/100 mL)

Friability (%)

Baegrok

73.6ns

75.1ns

4.4ns

35.5ns

345.8ns

29.0ns

70.8ns

Hopum

73.3

69.1

3.8

34.0

294.1

24.7

65.4

ns

means no significant at p<0.05 by t-test.

(a)

(b)

Fig. 4. Comparison of ‘Baegrok’ malt (a) and ‘Hopum’ malt (b).

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효소역가는 ‘백록’이 각각 4.4%와 345.8
WK로 ‘호품’보다 높아 맥아 품질이 더 우수하였으나 모두 유의
성은 없었다. ‘백록’은 다수성 계통인 ‘밀양130호’와 도복과 바이
러스병 등 내재해성이 강화된 ‘Myoginijo’의 교배를 통해 육성된
품종으로 원맥 및 맥아 품질이 ‘호품’과 같이 맥주 제조에 좋은
특성이 있었으며, 재배안정성이 좋아 안정적인 원료 공급에 기여
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리호위축병 저항성 유전자 분자마커 검정
보리호위축병은 보리 재배 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이러
스 병으로,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다양한 저항성
품종들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리호위축병 저항성
유전자의 집적을 위해 모본 ‘밀양130호’와 rym5 유전자를 보유
한 ‘Myoginijo’를 부본으로 하여 신품종 ‘백록’을 육성하였다.
rym5 마커를 이용하여 ‘백록’의 저항성 유전자 보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5). 보리호위축병에 감수성으로
알려진 ‘진양’과 모본으로 사용된 ‘밀양130호’는 제한효소에
의해 DNA가 2개의 단편으로 나뉘었으며, 이는 241 bp에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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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dentification of BaYMV resistance gene(rym5) (M; ladder,
1; ‘Jinyang’, 2; ‘Hopum’, 3; ‘Baegrok’, 4, ‘Milyang130’, 5, ‘Misato
golden’, 6, ‘Myoginijo’).

된 밴드가 잘려 rym5 유전자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반면, ‘호품’, ‘Misato golden’, ‘Myoginijo’와 신품종 ‘백록’
은 제한효소에 의해 241 bp에서 밴드가 잘리지 않아 rym5 유전자
에 특이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신품종 ‘백록’이 rym5 유전자를
보유한 부본 ‘Myoginijo’에서 저항성 유전자가 집적된 것으로
사료된다.

흰가루병과 도복에 강한 맥주보리 ‘백록’

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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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맥 및 맥아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맥주 제조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농협과 수매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호품’은 도복과 흰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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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bility and beer viscosity. Korean J Food Sci Technol
40: 360-363.
12. Lee YT & Lee CK. 1994. Effects of varietal vari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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