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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comparison study on the productivity for certified varieties of import adaptability of silage corn 
in Pyeongchang area. Total eight varieties (Gangpyeongok, 31N27, 32P75, 32W86, P3156, P3394, DK 689 및 DK 729) were 
evaluated. The experimental design was 8 treatment of randomized block with three replications. Corn varieties were cultivated in 
experimental field of Pyeongchang campus, SNU from 1 May to 2 September, 2015 and plot size was 15㎡. Plant height of 32W86 
and ear height of Gwanpyeongok was the highest (p<0.05). Tasseling and silking date was 27 July-3 August and silking occurred after 
1-3 day of tasseling. Average day to silking was 92 days and that of 31N27 variety was short (p<0.05). The varieties of DeKalbo 
Company (DK 689 and DK 729) required more times to silking. Average GDD (growth degree day) of eight varieties was 1,023℃ 

and P3352 was the lowest GDD. In the trials of resistance evaluation, P3394 was strong in disease, P3156 was the highest in insect. 
All varieties did not show the lodging and variety of DK 729 showed the highest stay green score (p<0.05). Average dry matter 
content was 30.77%, it showed higher trend in DM. 32W86 was the highest DM content among the varietie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varieties (p>0.05). The weight per ear was the highest in 32W86 and the lowest in Gwanpyeongok. The 
ration of ear to whole plant was higher in 32W86 and P3394, but it was not found th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verage yield 
of fresh and DM was 59,017 and 13,476 kg/ha, respectively. DK 689 showed higher DM and TDN yield than others, but there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ccording to results, the difference of productivity was not found among certified variety of 
import adaptability of silage corn. The varieties Gwanpyeongok, 32W86 and 32P75 would be recommendable in Pyeongchang area for 
stable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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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의 반추 가축 사양에 필요한 조사료 수요량은 약 560만
톤내외로 그 중 80%이상이 자급되고 있다고 한다(MAFRA, 
2016). 그러나 볏짚을 제외하고는 약 40%내외의 조사료가 자

급이 되고 있으며 자급률은 가축 사육 두수 및 당해연도 기상상

황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양질 자급 조사료의 

생산 및 이용 비율을 높이려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나 2014년 이후로 예산집행에 한계가 있어 조사료 관련 

예산이 점차 줄어가고 있다(MAFRA, 2016).  
조사료 생산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단위면적당 생

산성이 높은 작물의 선택이 중요하며 선택된 작물이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의 투입이 필요하다. 사료작물중에서 가

장 생산성이 높은 작물은 옥수수로서 생산성과 사료가치가 

우수하며 특히 사일리지 조제시 당분함량이 높아 발효품질이 

좋고 가축의 기호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Kim,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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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il chemical properties of experimental field.
pH

(1:5)
OM
(%)

TN
(%)

Av. P2O5

(mg/kg)
Exchangeable cation(mg/kg) CEC

(cmol/kg)K Ca Mg Na
6.75 15.96 0.12 88.07 3.17 1.71 0.85 0.07 15.61

* OM : organic matter, TN : Total nitrogen, CEC : Cation exchange capacity   

그러나 한여름에 작업하는 옥수수 사일리지는 3D기피 현상

과 더불어 농촌에서의 일손 부족으로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응하여 원형곤포 사일리지 조제 기술을 활

용한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의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현장에서는 세절형 원형곤포기의 도입으로 인해 옥수수 수확

작업에 기계화가 가능해져 다시 옥수수의 재배를 늘리려는 

움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국내산 우량 신품종의 

개발로 인해 국내산 종자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옥수수 품종은 국내 개발 품종과 

도입종이 있다. 도입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협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운영중인 “수입적응성 인증품종 심의회”를 

통과한 품종으로 제한하여 보급하고 있다. 현재 수입 적응성 

인증 품종으로 등록된 옥수수는 파이오니어 3394(P3394) 등 

53 품종으로 매년 심의회를 개최하여 인증품종은 선정하게 

된다. 인증을 위해서는 3개지역 이상에서 2년이상 재배된 성

적을 검토하여 심의를 하게 되는데 강원지역에서 옥수수에 

대한 수입적응성 인증 시험이 수행된 것은 많지 않다. 강원 

평창지역은 산악 지형으로 해발고도가 높아 옥수수 재배기간

이 한정되어 있고 파종시기도 늦어져 중부 또는 남부지역과

는 차별되는 기상특징이 있어 (Kim et al., 2013) 수입적응성 

인증품종 중에서도 지역에 맞는 품종을 찾아 재배를 장려해

야 한다. 그 동안 옥수수 수량 평가에 대하여는 다양한 품종

을 대상으로 수행이 되었으나 (Lee et al., 2004; Ji et al., 2009; 
Hwang et al., 2015; Son et al., 2013) 강원지역을 대상을 수행

한 성적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시험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수입

적응성 인증 품종 중에서 7개 품종과 국내육성 광평옥 품종

을 함께 재배하여 강원평창지역의 기후에 맞는 품종을 선발

하여 농가에 보급하고자 수행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품종의 선정

본 시험에 사용된 옥수수 품종은 국내개발 품종 및 수입적

응성 인증 품종으로 선정된 품종 중 현재 인증 중 또는 폐기

된 품종이 사용되었다. 광평옥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2000년

에 육성된 품종으로 내도복성과 후기 녹체성이 우수한 품종

으로 1996년 생산력 검정시험을 거쳐 1988-2000년 동안 4개

지역에서 지역적응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우수성이 인정되어 

2000년 농촌진흥청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에서 신규 

우량품종으로 결정되었다 (NICS, 2000).
Pioneer Hybrid Co.에서 육성된 5개 품종은 국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도입 품종으로 3156은 2011년 종자생산이 되

지 않아 인증품종에서 폐지된 품종이며(NH, 2011), P3394 품
종은 현재까지 종자 공급이 가능한 중만생 품종으로 오랜기간 

재배가 된 품종이다. 32P27은 만생품종으로 2006년 인증품종

으로 선정되었고(NH, 2006) 32P75품종은 2000년(NH, 2000), 
그리고 32W86은 2007년도에 선정된 품종이다(NH, 2007). 

2. 포장시험

본 시험은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내 조성된 시험포장(북위 

37°32′40″, 동경 128°26′33″, 해발 550m)에서 수행하였

다. 시험포장은 조성된 지 3년이 지났으며 전작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재배하였다. 시험포장의 화학적 특성은 표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약산성이고 유기물 함량은 낮았고 총질소 

및 유효인산의 함량도 낮았다. 
포장시험은 옥수수 재배를 위하여 경운 전 ha당 약 10톤의 

유기질비료(유박)를 시용하고 쟁기질을 하였다. 시험에 이용

된 품종은 수입적응성 인증 품종중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8개 품종(광평옥, 31N27, 32P75, 32W86, P3156, P3394, DK 
689 및 DK 729)을 대상으로 8처리 난괴법 3반복으로 실시하

였으며 파종은 2015년 5월 1일에 하였고 수확은 9월 2일에 

하였다. 시험구의 크기는 15㎡(3m×5m)로 하였으며 주간 및 

휴폭을 75cm×15cm로 하여 2알씩 점파하였고 4∼5엽기에 우

량한 한 개체만 남기고 솎음질을 하였다. 시비량은 질소 

200kg, 인산 150kg 및 칼리 150kg/ha 이었고, 인산과 칼리는 

전량 기비로 질소질 비료는 파종 당일과 7∼8엽기에 1/2씩 나

누어 분시 하였다. 발아 전 처리 제초제는 파종당일 진압한 

후 포장전면에 균일하게 살포하였다.
시험구중 옥수수의 수량조사를 위하여 총 4줄의 옥수수중 

가운데 2줄을 수확하여 생초수량을 측정하였고 줄기 및 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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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n air temperature and amount of precipitation during the growing season of experimental field. 

삭의 건물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각 처리구에서 2주씩을 선택

하여 65℃ 순환식 송풍 건조기 내에서 72시간 이상 건조한 후 

건물함량을 구하였고 ha당 수량으로 환산하였다. TDN 수량

은 Holland et al.(1990)이 제시한 방법으로 TDN yield = (경
엽 건물수량×0.582) + (암이삭 건물수량×0.85)에 의하여 계산

하였다. 

3.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AS Package program(Ver. 6. 12, 2002)을 이용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처리 평균간 비교는 최소 유의

차검정(LSD)을 이용하였다.

4. 기상상황

시험기간 동안의 기상(기온 및 강수량)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평창지역에 관측된 자료가 

없어 인근지역인 영월 자료를 제시하였다. 대관령의 경우는 

관측자료가 있었으나 본 지역과의 기상차이가 너무 커 영월 

자료를 인용하였다. 시험 포장은 본 기상보다는 기온이 약간 

더 낮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옥수수 파종 및 수확 전후의 기

상상황은 대체로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으나 7월 상순에 예년

에 비해서 기온이 약간 떨어졌다. 강수량은 전체적으로 예년

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며 4월하순과 옥수수 파종직후에는 가

뭄이 있었으며 생육초기에 강수량이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7
월 하순-8월상순에는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다. 

Ⅲ. 결과 및 고찰

1. 품종에 따른 생육 특성

옥수수 8개 품종의 생육특성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초장은 평균 278cm이었으며 32W86 품종이 302cm로 가장 컷

으며 31N27 품종이 261cm로 가장 작았다(p<0.05). 국내 육성

품종인 광평옥의 초장은 284cm로 재배 품종중에서 큰 편에 

속하였으며 DeKalb 품종은 평균보다 초장이 낮았다. 착수고

는 초장이 낮은 31N27 품종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광평옥

이 가장 높았다. 착수고는 식물체 전체의 무게 중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도복과도 큰 관련이 있다. 재배 당해연도에는 

평창지역에 태풍이나 바람의 피해가 없어 도복 피해가 발생

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태풍이 잦은 우리나라에서는 도

복 피해를 위해 착수고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출수기는 7월 27일-8월 3일 사이로 나타났으며 출수 후 1-3

일 이후에 출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DeKalb 품종

은 품종명으로 상대숙기(RM, relative maturity)를 나타내는데 

DK 689는 118일, DK 729는 122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시험

에서는 DK 729 품종이 4일 먼저 출수하였다. Ji et al.(2011) 
중부지방 논에서의 옥수수 재배시험에서 P32P75의 출사기가 

7월 13일, P3394는 7월 14일, 광평옥은 7월 15일 그리고 

P3156은 7월 16일이라고 하였는데 본시험에서도 출사기는 

약 15일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출사기 순서는 P3394가 가장 

빨랐고 P32P75, 광평옥 그리고 P3156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작물의 생육은 유효적산온도(Growth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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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lant and ear height, tasseling and silking date, day to silking and GDD(growing degree day) to silking of
silage corn variety certified import adaptability.

Variety Plant height(cm) Ear height(cm) Tasseling date Silking date Day to silking GDD to silking
GPO 284 115 7.28 7.31 92 1,063

31N27 261 87 7.27 7.28 89 990
32P75 283 109 7.27 7.30 91 977
32W86 302 106 7.27 7.29 90 973
P3156 280 108 7.29 8.3 95 1,046
P3394 269 106 7.27 7.27 88 967

DK 689 270 110 8.3 8.3 95 1,086
DK 729 272 96 7.30 8.3 95 1,086
Average 278 105 - - 92 1,023

LSD(p<0.05) 7.9 6.8 - - 4.8 50.0
* GPO : Gwangpyeongok

Degree, GDD)를 통하여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수확시까지 

필요한 GDD는 상대숙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상대숙

도가 약 120일 내외의 만생종 옥수수의 경우는 수확시까지 

약 1415-1444℃의 유효적산온도가 필요하다고 한다(Paul, 
2017). 옥수수에서의 상대숙도는 지역 및 작부체계에 따라 품

종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상대숙도의 결정

은 대체적으로 파종에서 출사 소요일까지로 기준을 두고 판

단을 하게 되나 유효적산온도(GDD)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

람직하다는 보고도 많다. Gilmore and Rogers(1958), Coelho 
and Dale(1980) 그리고 Seo and Lee(1996)도 옥수수 품종의 

상대숙도 판정은 출사소요일수 보다는 파종에서 출사기까지

의 GDD에 의한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하였다. 
Kim et al.(1999)은 평균 출사 소요일수가 84일정도 소요되

고 출사기까지의 GDD가 776℃라고 보고하여 본 시험보다는 

짧게 나타났다. Seo and Lee(1996)도 출사소요일수는 82일, 
GDD는 868℃라도 하여 본 시험보다 낮았다. 앞선 연구 결과

와의 차이는 평창 지역에서 옥수수를  다른 지역보다 늦게 파

종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평균 기온이 낮아 출사

소요일수 및 GDD가 더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Son et al.(2011)은 강원 평창지역(해발 800m)에서 광평옥, 

P3393 및 P32P75 품종 비교시험에서 출사기까지의 소요일수

가 각각 102, 97 및 97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관령지역은 고

원지대로서 상습적인 안개와 강우로 적산온도와 일조량이 부

족하여 생육이 지연되어 타 지역보다 출사소요일수가 길어졌

다고 보고 하였다. 본 시험보다는 출사 소요일수가 길었지만 

품종별로는 광평옥이 가장 길었고 P32P75 및 P3394 품종은 

88∼89나타나 경향치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Kim et al.(2013)은 대관령지역에서 옥수수의 3년 평균 출

사소요일수가 93.7일이라고 하여 본 시험의 92일과 비슷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특히 광평옥, P32P75 및 DK 729 품
종의 평균 출사소요일수는 본 시험과 거의 일치하였으나 

P3156품종은 본 시험과는 5일정도 빠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2. 품종에 따른 저항성 및 건물함량

8개 품종의 질병, 곤충 및 도복 저항성에 대한 자료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질병은 많이 발생하

지 않았지만 31N27, P3156 P3394 및 DK 689 품종의 저항성

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광평옥 및 32P75품종의 저항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발생된 질병은 대부분이 그을음 무늬병

이었다. 해충에 의한 피해는 3156 및 DK 729가 약간 높은 편

이었으며 광평옥 및 32P75품종이 높게 타나났다(p<0.05). 도
복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후기 녹체성은 32W86 품종이 DK 
729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Ji et al.(2011)은 광평옥과 

P3156 품종의 후기 녹체성이 높은 편이라고 보고하였는데 본 

시험에서도 두 품종은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다. Kim et 
al.(2013)도 질병 및 곤충 피해는 거의 없었으나 DK 729 품종

이 미미하게 병충해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재배된 8개 품종의 건물함량은 암이삭에서는 유의성이 있

었으나 경엽 및 전체 건물함량에서는 유의적이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p>0.05). 평균 건물함량은 30.77%로 국내 일반적인 

농가 수준의 건물함량보다는 높았다. 특히 32W86 품종이 

35.45%로 가장 높았고 P3156품종이 26.45%로 가장 낮은 수

치를 보였다. 암이삭의 건물함량은 32W86, 31N27, 32P75 및 

P3394 품종이 높게 나타났으며 DK 729, DK 689 및 P3156 
품종이 낮은 편이었다(p<0.05). Ji et al.(2011)의 중부지역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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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istance of disease, insect and lodging and stay green degree of silage corn variety certified import 
adaptability.

Variety Disease resistance Insect resistance Lodging resistance Stay green
GPO 2.0 2.0 1.0 2.3

31N27 3.0 2.3 1.0 3.7
32P75 2.0 2.0 1.0 2.7
32W86 2.7 2.7 1.0 3.0
P3156 3.3 3.3 1.0 2.3
P3394 4.0 2.7 1.0 2.3

DK 689 3.0 2.3 1.0 2.7
DK 729 2.7 3.0 1.0 2.0
Average 2.8 2.5 1.0 2.6

LSD(p<0.05) 1.09 0.96 NS 0.84
* 1(strong, dark), 9(poor, light), NS : no significant difference, GPO : Gwangpyeongok

Table 4. DM(dry matter) content and ear characteristics of silage corn variety certified import adaptability.

Variety
Dry matter(%) Ear

Stover Ear Total Weight (g DM/ear) % ear of total DM
GPO 22.25 44.22 30.03 84.2 52.1

31N27 23.32 48.84 31.80 87.9 51.1
32P75 22.60 47.94 31.07 107.7 51.4
32W86 24.34 52.35 35.45 119.0 58.8
P3156 20.68 43.05 26.45 88.2 40.6
P3394 22.61 48.48 31.93 97.1 53.8

DK 689 23.30 43.22 30.02 96.8 48.2
DK 729 23.44 40.65 29.43 107.9 48.4
Average 22.84 46.09 30.77 98.6 50.6

LSD(p<0.05) NS 5.51 NS NS NS
* GPO : Gwangpyeongok, NS : no significant difference

재배시험에서 건물함량이 25.58-30.28% 범위를 나타내었으

며 P3394 품종이 가장 높았고 P3156이 가장 낮은 건물함량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암이삭의 무게는 84.2∼119.0 g DM/ear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전체 건물에 대한 암이삭의 비율도 평균 

50.6%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육성품종인 광평옥의 암이삭 

무게는 낮은 편이었으나 비율은 52.1%로 높은 편에 속하였으

며 32W86 품종은 암이삭이 가장 무거웠으며 암이삭 비율도 

58.8%로 가장 높았다. NH(2000)의 수입적응성 인증품종 결

과 보고서에 의하면 P32P75 품종의 암이삭 비율이 47.3%, 
DK 689는 43.0%로 P32P75 품종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31N27 품종이 DK 729 품종보다 더 높았다고 하였는

데 본 시험과는 절대적인 수치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경향은 

비숫하게 나타났다. 또한 32W86 품종은 다른 품종에 비해 암

이삭 비율이 높은 품종이라고 하였다.

3. 품종에 따른 생산성

공시된 품종의 평균 생초수량은 59,017 kg/ha 이었으며 DK 
689 품종이 64,533 kg/ha로 가장 높았으며 31N27품종이 

51,200 kg/ha로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

았다(p>0.05). 건물수량은 경엽이 8,978, 암이삭이 4,498로 각

각 나타났으며 전체 수량은 DK 689품종이 가장 높았고 

31N27 품종이 가장 낮았다. 한편 건물수량에 대한 통계적 유

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p>0.05). TDN 수량은 평균 9,040 
kg/ha로 평지의 수량에 비하면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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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resh matter, DM(dry matter) and TDN(total digestible nutrient) yield of silage corn variety certified import
adaptability.

Variety
Yield (kg/ha)

Fresh matter Dry matter
TDN

Stover Ear Total Stover Ear Total
GPO 41,511 19,156 60,667 9,207 4,253 13,460 8,973

31N27 33,778 17,422 51,200 7,928 4,073 12,001 8,076
32P75 40,356 20,622 60,978 9,161 4,635 13,796 9,272
32W86 39,733 18,533 58,267 9,671 4,510 14,181 9,462
P3156 42,667 18,756 61,422 8,788 3,687 12,655 8,401
P3394 35,467 20,489 55,956 8,106 4,675 12,780 8,691

DK 689 42,756 21,778 64,533 9,945 5,079 15,024 10,105
DK 729 38,311 20,800 59,111 9,015 4,892 13,907 9,405
Average 39,322 19,694 59,017 8,978 4,498 13,476 9,048

LSD(p<0.05) NS NS NS NS NS NS NS
* GPO : Gwangpyeongok, NS : no significant difference

Son et al.(2011)은 대관령지역 생산성 평가시험에서 품종

별 건물 수량이 광평옥은 14.14 ton/ha 이었으며 P3394 및 

P32P75는 12.21 및 17.00 ton/ha라고 보고하였는데 본 시험보

다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평창지역은 서리내리는 시기

를 고려하여 수확적기보다 일찍 수확이 이루어지며 늦은 서

리로 인해 파종 후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Lee et al.(2004)은 

고령지의 기상 변화는 이른 파종으로 인해 초기 생육 부진으

로 수량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시험에서는 이

른 수확으로 인한 수량 감소가 더 큰 것으로 사료된다. Kim 
et al.(2013)은 대관령지역에서의 생산성 시험에서 연차간 수

량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P32P75품종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광평옥, P3394, P3156 및 DK 729 품종간에는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Ⅳ. 요  약

본 시험은 강원 평창지역에서 수입적응성 인증 품종간의 

생산성 비교를 통하여 우수한 품종을 선발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총 8개의 품종 중에서 생선성이 우수한 사일리지용 

옥수수 품종을 선발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총 8개의 품종 

(광평옥, 31N27, 32P75, 32W86, P3156, P3394, DK689 및 

DK729) 을 대상으로 시험구는 8처리 난괴법 3반복으로 배치

하였다. 옥수수 재배는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 조성된 시

험포장에서 2015년 5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수행하였으며 

시험구 크기는 15㎡으로 하였다.  초장은 32W86 품종이 가장 

컷으며 광평옥의 착수고가 가장 높았다 (p<0.05). 출수 및 출

사기는 7월 27-8월 3일 사이로 늦은 편이었으며 출수 1-3일후

에 출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사소요일수는 평균 92일이

었고 31N27이 가장 적었으며 (p<0.05), DeKalb 품종들이 많

았다. GDD는 평균 1,023℃이었으며 P3394 품종의 GDD가 가

장 낮았다. 저항성 평가에서 질병은 P3394가 가장 낮았고 곤

충은 P3156 품종에서 낮았다. 모든 품종에서 도복은 발생하

지 않았으며 DK 729 품종의 후기 녹체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p<0.05). 전체 건물함량은 평균 30.77%로 높은 

편이었으며 32W86품종의 건물함량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p>0.05). 암이삭 무게는 32W86품종이 가장 

무거웠으며 광평옥이 가장 적었다. 암이삭 비율은 32W86 및 

P3394 품종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인

정되지 않았다 (p>0.05). 품종에 따른 평균 생초수량은 

59,017kg/ha이었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p>0.05). DK 
689품종의 건물수량이 높아으나 유의성은 없었고 TDN 수량 

역시 DK 689 품종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수입적응성 인중 품종간의 생산성은 차이가 없었으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서는 광평옥, 32W86 및 32P75품종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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