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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특성이 다른 청보리의 수확시기별 수량 및 사료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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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Harvest Time on Yield and Feed Value of Whole 
Crop Barleys with Different Aw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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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btain basic a information on growth characteristics, productivity, and feed 
values of whole crop barleys with different awn types. The field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land at 
Iksan, Jeollabuk-do province in Korea for one year. Six barleys with three different awn types, such as 
Youngyang (rough), Yuyeon (hood), Youho (hood), Iksan449 (hood), Iksan456 (hood), and Iksan448 (awnless), 
were used in this study. Barleys were harvested on five growth stages after (DAH); 20 days after heading
(20 DAH), 25 DAH, 30 DAH, 35 DAH, and 40 DAH. Heading was  earlier in Yuyeon (April 22), while 
was later in Iksan448 (April 29). The maximum dry matter and total digestible nutrients (TDN) yields, 11.8 
and 8.1 ton per ha, respectively, was recorded in Ikan456 harvested at 35~40 DAH, followed by 
Youngyang, Yuyeon, Iksan448, Youho and the lowest in Iksan449. They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advancing crop maturity. Crude protein content was the highest in Iksan448 (10.9%) and the lowest in 
Youho (9.7%) and that was decreased significantly with late harvest. Total digestible nutrients (TDN) and 
relative feed value (RFV) were the highest in Iksan448 (73.0%, 183.8, respectively) and the lowest in 
Iksan456 (68.0%, 135.4, respectively) and they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late harvest. The mean 
RFV evaluated by awn types was the highest in Iksan448 (183.8) of awnless, the lowest in Youho (149.5) 
and Iksan456 (135.4), indicated the insufficiency of hooded type barleys as good fodder use. Therefore, in 
this study suggest that hooded barley should improve forage productivity as well as quality.
(Key words : Barley, Forage, Awn type, Yield, Feed value)

Ⅰ. 서    론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배합
사료의 가격이 1999년 대비 79% 증가하여 축
산농가의 경영비 증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2010). 이에 정부에
서는 양질의 조사료 확보를 위한 정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는 건물수량이 뛰
어나고 사료가치가 우수한 사료작물을 개발하

여 보급하고 있다 (Park 등, 2008). 
청보리는 수입 조사료에 비해 사료가치가 높

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대외경쟁력이 높고 (김 
및 서, 2006; 김 등, 2007; 서 등, 2007), 종실뿐
만 아니라 잎과 줄기를 포함하고 있어 조사료
와 농후사료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배합사료의 대체효과가 크다 (최 및 김, 
2008).

국립식량과학원은 2002년부터 일반 곡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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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 of whole crop barleys tested.

보리에 비해 조사료 수량이 평균 30% 이상 많
은 다수성 품종인 영양, 선우 (’02), 상원 (’04), 
소만 (’06), 영한 (’08), 밀식에 강한 무엽이 품종
인 다미 (’07), 조미 (’10), 그리고 가축의 기호성 
증진을 위하여 망(까락)의 특성을 개선한 매끈
망 우호 (’05)와 삼차망 유연 (’06), 유호 (’08)  
등 10개 품종을 육성하였다 (Choi 등, 2007ab; 
Kim 등, 2007; Park 등, 2008; Park 등, 2009). 
그리고 현재는 청보리의 탈립성, 낮은 분얼력 
등 기존 삼차망 품종의 단점 (최 등, 2008)을 
보완할 수 있는 품종의 개발뿐만 아니라 까락
이 완전히 퇴화된 무망계통도 육성 중에 있다. 

이렇듯 청보리는 외형개선을 통한 가축 기호
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일반망, 삼차
망, 무망 등 각기 망 특성이 다른 품종들의 생
육, 수량성 및 사료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육종상 보완점 마련, 최
적 수확시기의 결정이나 품종의 추천과 선택 
및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축의 기호성 향상을 위
해 개발된 망 특성이 다른 청보리 품종 (계통)
의 수확시기별 생산성과 사료가치를 검토하여 
청보리 생산 및 이용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함과 더불어 청보리 육종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실시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시험재료

시험재료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청보리 품종 및 계통으로 일반망인 영
양보리, 삼차망인 유연보리, 유호보리, 익산449
호, 익산456호 그리고 무망인 익산448호 등 모
두 3품종, 3계통이었다 (Fig. 1).

2. 시험방법

본 시험은 2009년 11월 3일부터 2010년 6월 
11일까지 전북 익산에 소재한 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에서 실시하였다. 파종량은 ha당 180
kg이었고, 파종방법은 휴폭 40 cm, 파폭 18 cm
로 협폭파하였다. 시비량은 청보리 표준시비량
인 ha당 N2 118 kg, P2O5 74 kg, K2O 39 kg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 중 질소는 기비로 40%, 
추비로 60%로 분시하였으며, 인산과 칼리는 전
량 기비로 시용하였다. 생육조사는 농촌진흥청
의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 (농촌진흥
청, 2003)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수확은 각 품
종별로 출수 후 20일부터 5일 간격으로 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시험구는 품종을 주구, 수
확시기를 세구로 한 분할구배치 3반복으로 배
치하였다.

3. 사료가치 분석

분석용 시료는 각 품종의 수확기별로 반복마
다 1 kg씩 시료를 취하여 70℃ 순환식 건조기
에 60시간 이상 건조한 후 건물 중량을 칭량하
여 건물함량을 산출한 다음 이를 분쇄기로 분
쇄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시료의 조단백질은 
AOAC (1995) 방법으로, neutral detergent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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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owth characteristics of whole crop barleys tested

Cultivar Awn 
type

Heading 
date

Plant 
height
(cm)

Culm 
length
(cm)

Spike 
length
(cm)

Flag leaf 
length
(cm)

Flag leaf 
width
(cm)

Youngyang Rough April 24 104d  98c 5.1c 15.4bc 2.0a

Yuyeon Hood April 22  98e  94d 4.3d 15.6bc 1.9a

Youho Hood April 25 108bc 102bc 5.9b 14.4c 1.5b

Iksan449 Hood April 28 112b 105ab 6.7a 13.0d 1.4b

Iksan456 Hood April 23 116a 109a 6.5a 16.0b 2.1a

Iksan448 Awnless April 29 105cd 101c 4.8c 19.2a 2.0a

Mean － April 25 107 102 5.6 15.6 1.8

a-d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DF)와 acid detergent fiber (ADF)는 Goering과 
Van Soest (1970)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가소
화양분총량 (total digestible nutrients, TDN)은  
ADF와 NDF의 건물소화율 및 섭취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에 근거하여 TDN (%) 
= 88.9－ (0.79 × %ADF)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Holland 등, 1990).

4. 통계분석

이 실험에서 얻어낸 데이터는 SAS Ver. 9.1 
program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하여 5% 유의
수준에서 처리구간의 통계적인 차이를 구명하
였다. 

Ⅲ. 결    과

1. 생육특성

망 특성이 다른 공시 청보리 품종 및 계통의 
생육특성은 Table 1과 같다. 출수기는 삼차망인 
유연보리가 4월 22일로 가장 빨랐고, 무망인 
익산448호가 4월 29일로 가장 늦었다. 초장은 

익산456호가 116 cm로 가장 컸으며, 유연보리
가 98 cm로 가장 작았는데, 두 품종은 같은 삼
차망이지만 18 cm의 초장 차이가 났다 (p<0.05). 
무망인 익산448호는 영양보리와 비슷한 초장을 
보였다. 간장과 수장도 초장이 가장 긴 익산
456호가 다른 품종보다 유의적으로 길었고, 유
연보리가 가장 짧았다 (p<0.05). 지엽장은 무망
계통인 익산448호가 19.2 cm로 가장 길었고, 익
산449호가 13 cm로 가장 짧았으며, 지엽폭은 
익산448호, 영양보리, 유연보리가 비슷한 넓이
를 갖고 있었고, 지엽장이 짧은 익산449호가 
가장 좁았다 (p<0.05).

2. 건물률

망 특성이 다른 청보리 품종 및 계통의 수확
시기에 따른 건물률 변화는 Fig. 2와 같다. 건
물률을 망 특성별로 보면 일반망인 영양보리가 
모든 수확시기에서 가장 높은 경향이었으며, 
그 다음이 삼차망인 익산449호이었고, 삼차망
인 익산456호는 가장 낮았으며, 무망계통인 익
산448호는 모든 공시품종 및 계통 중에서 중간 
정도의 건물률을 보였다. 삼차망 품종 내에서
는 유호보리와 익산449호의 건물률이 높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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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of dry matter yield according to harvest time of whole crop barleys with 
different awn types

Cultivar/line
Dry matter yield (ton/ha)

20 DAHz 25 DAH 30 DAH 35 DAH 40 DAH Mean

Youngyang  10.4a  11.1a 11.5a 12.2a 11.7ab  11.4AB

(100)

Yuyeon   9.1b  10.3ab 10.4ab 10.9ab 11.6ab  10.5BC

 (92)

Yuoho   8.3c   8.5b  9.4bc  9.8b  9.1bc  9.0D

 (79)

Iksan449   7.6d   7.7c  7.4c  8.6c  8.7c  8.0E

 (70)

Iksan456  10.5a  10.9a 11.5a 12.4a 13.5a  11.8A

(103)

Iksan448   9.3b   9.7ab 10.0b  9.8b  9.6bc   9.7D

 (85)

Mean   9.3B

(100)y
  9.6B

(104)
 10.0AB

(108)
10.6A

(114)
10.7A

(115) 10.1

z Days after heading.  y(  ) : Index. 
a-d, A-D Means in the same column and row with different lette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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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in dry matter rate of whole 
crop barleys under different harvest 
stages. *Days after heading.

유연보리과 익산456호는 낮았다. 그리고 건물
률은 모든 품종에서 수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3. 조사료 생산성

  1) 건물수량

  망 특성이 다른 청보리 품종 및 계통의 수확
시기에 따른 건물수량은 Table 2와 같다. 품종
별로 본 건물수량은 익산456호가 평균 11.8톤
/ha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449호가 평균 8.0톤
/ha으로 가장 적었다 (p<0.05). 망 특성별로는 
청보리 대표품종으로 일반망인 영양보리와 삼
차망인 익산456호가 각각 11.4톤/ha, 11.8톤/ha
으로 건물수량이 가장 많았고, 무망인 익산448
호는 9.7톤/ha으로 중간 수준이었으며, 삼차망
인 유호보리와 익산449호는 영양보리의 70~ 
79% 수준으로 낮았다. 건물수량은 출수 후 30
일까지 수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유의하게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p<0.05), 출수 후 30일 
이후에도 건물수량이 증가하나 유의성은 없었
다. 품종별로 유연보리, 익산449호, 익산456호
는 출수 후 40일까지 지속적으로 건물수량이 
증가하였지만 익산448호는 출수 후 30일, 영양
보리와 유호보리는 출수 후 35일을 정점으로 
건물수량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러나 품종과 수확시기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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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TDN (total digestible nutrients) yield according to harvest time of 
whole crop barleys with different awn types

Cultivar/line
TDN yield (ton/ha)

20 DAHz 25 DAH 30 DAH 35 DAH 40 DAH Mean

Youngyang 7.1a  7.9a 8.2a  8.6ab 8.5b 8.1A

(100)

Yuyeon 6.2b  7.3ab 7.3b 7.9b  8.8ab  7.5AB

(93)

Yuoho 5.5c  6.1bc 6.3c 6.7c  6.8cd 6.3C

(78)

Iksan449 5.2c 5.4c 5.5d 6.0d 6.2d 5.7C

(70)

Iksan456  6.8ab  7.3ab 8.0a 9.1a 9.3a 8.1A

(100)

Iksan448 6.4b 6.9b 7.5b 7.1c 7.4c 7.1B

(88)

Mean 6.3D

(100)y
 6.7CD

(107)
 7.1BC

(113)
 7.6AB

(120)
 7.8A

(124) 7.1

z Days after heading.  y(  ) : Index. 
a-d, A-DMeans in the same column and row with different lette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2) TDN 수량

  망 특성이 다른 청보리 품종 및 계통의 수확
시기에 따른 TDN 수량은 Table 3과 같다. 
TDN 수량 역시 영양보리와 익산456호가 평균 
8.1톤/ha으로 유의하게 많았고, 다음이 유연보
리가 평균 7.5톤/ha이었으며, 익산449호가 5.7톤
/ha으로 가장 적었다 (p<0.05). 수확시기가 늦어
질수록 TDN 수량도 유의하게 높아졌는데, 출
수 후 40일에 7.8톤/ha로 출수 후 20일의 6.3톤
/ha에 비해 24%나 증가하였다 (p<0.05). 그러나 
품종과 수확시기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4. 사료가치

  청보리 품종 및 계통의 수확시기에 따른 조
단백질, NDF, ADF 및 TDN (%)은 Table 4와 

같다. 조단백질 함량은 무망인 익산448호과 삼
차망인 유연보리가 각각 10.9%, 10.7%로 가장 
높았고, 삼차망인 유호보리가 9.7%로 낮았다
(p<0.05). 조단백질 함량은 수확시기가 늦어짐
에 따라 감소하였는데, 출수 후 20일에 평균 
10.8%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출수 후 40일에는 9.6%로 낮았다
(p<0.05). 

NDF와 ADF (%)는 익산456호가 각각 47.2%, 
26.5%로 유의하게 높았고, 익산448호는 각각 
37.8%와 20.1%로 다른 품종에 비해 낮았다
(p<0.05). NDF와 ADF (%)는 수확시기가 늦어
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으로, 출수 후 20일에 
각각 46.7%, 26.6%에서 생육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출수 후 40일에는 각각 38.0%, 
19.6%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p<0.05). 

TDN 함량과 RFV는 익산448호가 TDN 함량
이 73.0%, RFV가 183.8로 가장 높은 값을 보
였고, 익산456호는 각각 68.0%와 135.4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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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harvest time on CP, NDF, ADF, TDN, and RFV of whole crop barleys 
with different awn types

Cultivar/line Harvest
time

CPy

(%)
NDFx

(%)　
ADFw

(%)　
TDNv

(%) RFVu

Youngyang

20z 10.2a 45.2a 25.9a 68.4c 141.3d 
25 10.3a 43.0b 22.8b 70.9b 153.8c 
30  9.6b 42.5b 22.9b 70.8b 155.4c 
35 10.0a 40.4c 22.1b 71.5b 165.3b 
40  9.7b 37.4d 20.6c 72.7a 181.2a 

mean 10.0C 41.7C 22.9C 70.9C 159.4C 

Yuyeon

20 11.2a 45.9a 25.9a 68.4d 139.4d 
25 10.5bc 42.6b 24.0b 69.9c 153.3c 
30 10.5bc 41.6b 23.0b 70.8c 158.9c 
35 10.3c 39.4c 20.2c 72.9b 172.8b 
40 10.8b 35.7d 17.3d 75.2a 196.7a 

mean 10.7AB 41.0D 22.1D 71.4B 164.2B 

Youho

20 10.9a 49.8a 28.6a 66.3d 124.3d 
25 10.9a 47.6b 27.5a 67.2d 131.8cd 
30  9.0b 45.9b 25.8b 68.5c 139.4c 
35  9.0b 41.3c 22.0c 71.5b 161.7b 
40  8.9b 36.5d 18.3d 74.5a 190.5a 

mean  9.7D 44.2B 24.4B 69.6D 149.5D 

Iksan449

20z 10.4b 46.6a 26.1a 68.3d 137.0c 
25 10.5b 44.0b 23.3b 70.5c 149.6b 
30 10.9a 41.1c 19.1d 73.8a 167.5a 
35  9.4c 44.2b 23.8b 70.1c 148.3b 
40  8.9d 42.9bc 21.8c 71.7b 156.1b 

mean 10.0C 43.8B 22.8C 70.9C 151.7D 

Iksan456

20z 10.7a 48.1b 28.2b 66.6b 129.5c 
25 10.5a 52.4a 30.0a 65.2c 116.3d 
30 10.0b 47.3b 24.4c 69.7a 137.5b 
35  9.8b 43.5c 24.7c 69.4a 149.1a 
40  9.1c 44.6c 25.1c 69.1a 144.7ab

mean 10.0C 47.2A 26.5A 68.0E 135.4E 

Iksan448

20z 11.5a 44.4a 24.9a 69.2e 145.7e 
25 11.1ab 41.2b 22.6b 71.0d 161.0d 
30 10.9bc 38.4c 20.8c 72.5c 176.3c 
35 10.3d 34.0d 17.7d 75.0b 205.3b 
40 10.6cd 31.2e 14.7e 77.3a 230.7a 

mean 10.9A 37.8E 20.1E 73.0A 183.8A 
z Days after heading,  y CP : crude protein, xNDF : neutral detergent fiber, wADF : acid detergent fiber, vTDN : 
total digestible nutrients, uRFV : relative feed value.
a-e, A-DMeans in the same column and row with different lette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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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값을 보였다 (p<0.05). TDN 함량과 RFV
는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는데, 출수 후 40일이 각각 73.4%, 183.3으로 
가장 높았고, 출수 후 20일이 각각 67.9%, 
136.2로 가장 낮았다 (p<0.05). 청보리의 적정 
수확시기인 출수 후 30일~35일 이후 (황숙기 
초기)의 망 특성별 TDN 함량과 RFV를 보면 
무망인 익산448호가 가장 높았고, 유호보리, 익
산456호 등 삼차망 품종들의 사료가치가 대체
적으로 낮은 경향이었다.

Ⅳ. 고    찰

보리의 이삭에 달려있는 망은 가축의 기호성
과 관계가 있어 망이 퇴화된 삼차망을 가진 품
종으로 담근 사일리지가 일반망이나 매끈망 사
일리지에 비해 1일 평균 섭취량이 많다고 보고
되어 있다 (Park 등, 2008). 또한 성숙한 보리의 
망은 건조 후 딱딱해져서 소의 눈, 입 및 식도
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데, 특히 거친망의 보
리 사일리지를 급여할 경우 소의 혀 염증 발병
률이 매끈망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고 알려져 
있다 (Karren 등, 1994). 따라서 북미에서는 유
망보리보다 삼차망이나 무망보리가 건초 제조
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하, 2000), 우리나라에서
도 사료용 청보리의 가축 기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삼차망, 무망 등 망을 제거시키는 방향으
로 육종을 하고 있다 (Park 등, 2008). 그러나 
삼차망 보리 품종은 기존에 육성된 일반망 품
종에 비해 분얼수가 적어 수량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최 등, 2008).
  본 연구에서도 삼차망이나 무망계통 (품종)의 
조사료 생산성은 일반망을 가진 것에 비해 평
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Table 3). 망은 유조직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유조직 세포 안에 전체의 1/3을 차지하는 두 
개의 동화유조직을 갖고 있는데, 이곳에는 광
합성 세포들이 기공과 연결되어 동화작용을 한
다고 알려져 있다 (하, 2000). Kjack 및 Witters 

(1974)는 망이 길수록 엽록소 함량이 많고, 기
공수, 가스교환, 광합성 등이 높아진다고 하였
고, Johnson 등 (1975)과 이 (1981)는 망이 길수
록 호흡량보다 광합성 량이 많아져 건물생산에 
유리하다고 하였다. 결국 일반망 품종이 삼차
망이나 무망계통 (품종)에 비해 조사료 수량이 
높은 것은 망의 높은 광합성 기여율 차이에 기
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이들 삼차망 계통 (품종)들은 TDN이나 
RFV에서 일반망을 가진 영양보리에 비해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Table 4). Atkins 및 Norris 
(1952), Kjack 및 Witters (1974)에 의하면 보리
의 수량은 유망종이 무망종보다 4~14% 증가하
였다고 하였으며, 주 및 조 (1989)는 생육 중인 
보리의 망을 절제할 경우 수량이 출수 후 5일
에 14.7%, 출수 후 15일과 25일에 각각 8.9%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유 및 이 (1994)
는 보리의 망은 저장기관이라기 보다는 동화기
관으로 작용하며, 등숙률에 대한 기여도가 잎
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정도가 엽신이 
5.5%, 망이 13.1%로써 엽신보다 망의 역할이 
크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본 연구에
서 삼차망 계통 (품종)들이 일반망 품종에 비해 
TDN이 낮은 것은 생육 중, 특히 등숙기에 이
삭으로의 동화산물 전류가 일반망에 비해 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건물수량과 TDN 수량은 일반망, 삼차망 및 
무망계통 (품종)에 관계없이 출수 후 20일부터 
수확이 늦어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2, Table 3). 김 등 (1995)은 수확이 지연
됨에 따라 사료용 보리의 TDN 수량이 증가한
다고 보고하였으며, 최 및 김 (2008)도 총체보
리 (청보리)는 출수기 전후에 초기 생산량이 적
은 반면, 황숙기로 갈수록 종자성숙과정에서 
가소화양분 축적이 많아져 TDN 수량 및 에너
지 함량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조 등 (2004)은 
보리의 경우 수정 후 일주일 경부터 이삭에 동
화물질이 저장되기 시작하며, 그 후 2~4주간은 
종실중이 직선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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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때 본 시험에서의 수확 지연에 따른 건
물 및 TDN 수량의 증가는 일반적인 보리의 건
물축적 양상으로써, 망 특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사료가치 면에서도 시험품종들의 단백질과 
NDF, ADF는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4). 이 결과는 보리에서 
식물체가 성숙함에 따라 영양부위가 점진적으
로 목질화되면서 영양가 저하가 일어나지만, 
종실 발달에 따라 총체 영양가는 오히려 증가
한다는 하 (2000)의 보고, 청보리는 출수 후 생
육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백질과 NDF, ADF가 
모두 낮아진다는 송 등 (2009)의 보고와 일치하
는 것으로써, 삼차망이나 무망보리라고 해서 
생육단계에 따른 사료가치의 변화가 일반망 보
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이들 특성을 가진 사료용 보리의 수확도 
출수 후 30일~35일 경인 황숙초기가 적기이다.

본 연구에서 삼차망이나 무망 계통 (품종)은 
일반망에 비해 조사료 생산성과 사료가치가 상
대적으로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사료작물은 
무엇보다 높은 수량성이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가축 기호성이 높지만 낮은 수량성과 사료가치
를 보이는 삼차망이나 무망보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다만, 무망계통인 익산
448호는 다른 계통보다 월등히 높은 RFV를 보
였는데, 이 계통의 넓고 긴 지엽이 높은 RFV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이런 장
점을 육종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찰되었다. 

Ⅴ. 요    약

본 연구는 가축의 기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개발된 삼차망, 무망 등 망이 퇴화된 청보
리 품종 (계통)의 수확시기별 생산성과 사료가
치를 검토하여 청보리 생산, 이용 및 육종에 
유용한 정보를 얻고자 일반망인 영양보리, 삼
차망인 유연보리, 유호보리, 익산449호, 익산

456호, 무망인 익산448호 등 6품종 (계통)을 공
시하고, 각 품종별로 출수 후 20일부터 5일 간
격으로 5회에 걸쳐 수확하여 생산성 및 사료가
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수기는 삼
차망인 유연보리가 4월 22일로 가장 빨랐고, 
무망인 익산448호가 4월 29일로 가장 늦었다. 
초장은 익산456호가 116 cm로 가장 컸고, 유연
보리가 98 cm로 가장 짧았다. 건물수량은 일반
망인 영양보리와 삼차망인 익산456호가 각각 
11.4톤/ha 및 11.8톤/ha, TDN 수량도 두 품종이 
8.1톤/ha으로 가장 많았으나 무망인 익산448호
는 건물수량이 9.7톤/ha, TDN 수량이 7.1톤/ha
으로 중간 수준이었고, 삼차망인 유호보리와 
익산449호는 낮았으며, 이들 수량은 수확시기
가 늦어짐에 따라 증가하였다. 조단백질 함량
은 무망인 익산448호 및 유연보리가 각각 
10.9%, 10.7로 가장 높았고, 영양보리, 익산449
호, 익산456호는 10.0%로 약간 낮았으며, 유호
보리가 9.7%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수확시기
가 늦어짐에 따라 감소하였다. TDN (%)과 RFV
는 익산448호가 각각 73.0%, 183.8로 가장 높
았고, 익산456호가 각각 68.0%와 135.4로 가장 
낮았으며, 이는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증가하
였다. 또한 망 특성별로 본 평균 TDN 함량과 
RFV는 무망인 익산448호가 가장 높았고, 삼차
망인 익산456호가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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