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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웰빙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기능성 칼라 식품이 개발되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가공성 우수 품종 요구에 따른 생

산자 및 수요자 충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수량성이 높고 재배 안정성이 높은 흑색 겉보리 ‘흑다향’이 개발되었기에 주요 농업

형질 특성 및 수량성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및 방법]

본 시험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강원 춘천, 경기 수원, 충북 청원, 전북 익산(전주), 경북 대구 등 5개 지역에서 전작

(밭) 및 답리작(논) 조건으로 올보리를 대비로 시험하였다. 시험재배는 각 지역별 표준재배법으로 시험하였으며, 농업형질 특

성 및 수량구성요소, 수량 등은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RDA 2012)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내한성은 경기도 연천, 

보리호위축병은 익산 등 상습발병포장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겉보리 ‘흑다향’의 농업형질 특성 및 수량성을 시험한 결과,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시험한 내한성 정도는 고휴 재배시 고사주

율이 53.6%, 저휴 33.3%로 올보리(35.0, 33.3)보다 고사주율이 높아 한해는 올보리보다 약하였으며, 토양전염 바이러스병인 

보리호위축병은 5정도로 올보리와 비슷하였다. 출수기는 전작 3개소(수원, 춘천, 청원)에서 4월 30일로 올보리(4월 27일) 대

비 3일 늦었으며, 강원도 춘천에서 5월 5일로 가장 늦어 큰 출수기 차이를 보였다. 답리작 재배 2개소(대구, 익산·전주)에서는 

4월 25일로 2일 늦은 출수기를 나타냈다. 성숙기는 전작 3개소에서 6월 3일로 올보리(6월 1일) 대비 2일, 답리작 재배 2개소에

서는 5월 31일로 1일 늦게 성숙하였다. 간장은 76cm로 올보리 대비 7cm 정도 짧아 올보리보다 도복에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수장은 5.1cm정도로 길고 1수 립수는 57개로 많은 다립형이며, 천립중은 35.9g으로 올보리(34.6g)보다 1.3g 무거운 특

성을 나타냈다. 또한 조곡 수량성은 전작 3개소 평균 6.75톤/ha으로 올보리 대비 6% 높은 수량을 나타냈고, 특히 경기도 수원

지역에서 7.46톤으로 가장 높은 수량성을 나타냈다. 답리작 2개소 평균 5.48톤/ha으로 5% 높은 수량성을 보여 재배 조건이 좋

은 전작이 답리작보다 높은 수량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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