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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지역에서 재배되는 한지형 마늘의 생육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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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ve local cultivars of northern type garlics (Allium sativum L.) and one of southern type were col-
lected, and their growth an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productivity were investigated to select a well adaptable
cultivar in Euiseong region. Local cultivars used in this experiment were ‘Euiseong’, ‘Yeochun’, ‘Danyang’, ‘Jungsun’,
and ‘Yongin’ as northern type and ‘Namdo’ as southern one. The growth characteristic of local garlic cultivars were
differed with their ecotypes and ‘Namdo’, a southern type cultivar, showed higher growth rate at the early growing 
stage than northern types. However, no clear differences were observed among northern types. Incidence of bolting was
low in ‘Jungsun’ and ‘Yongin’, while high in ‘Euiseong’ and ‘Yeochun’. In the case of incomplete bolting, however,
an opposite trend was showed, thus, high in ‘Jungsun’ and low in ‘Euiseong’ and ‘Yeochun’. Secondary growth was
remarkably low in ‘Euiseong’. Considering yield factors, ‘Yeochun’ seemed to be most promising northern type cultivar
in Euiseong region, which showed highest bulb weight and largest cloves with high growth rate at the maximum 
growing stage. ‘Danyang’, ‘Jungsun’, and ‘Yongin’ seemed to have relatively low productivity in Euiseong region.

Additional key words: Allium sativum, bolting, clove differentiation, growth analysis, productivity

서    언

국내에서 마늘은 우리 식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양념채소로 이용

되고 있다. 마늘의 국 재배면 은 40천ha 내외이며 연간 생산량

은 400천M/T 정도에 이르고, 국민 1인당 연간 10kg 정도를 소비

하는 요한 작물이다. 그러나 최근에 마늘의 국내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에 비해 높아 국으로부터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다. 특히 생

산비에서 높은 비 을 차지하는 종구문제와 생산성을 낮추는 마늘

의 품종퇴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WTO출범 이후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늘의 생산비를 감하고 

단 면 당 수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시 히 강구되어야 할 것

이다.
마늘은 일정기간 온을 거친 후 고온과 장일에서 정상 인 인경 

비 가 이루어지는 생리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황, 1994; 표와 

이, 1973), 휴면성이나 맹아습성에 따라 한지형 는 난지형 마늘

로 생태형이 분화되어 있다(황과 이, 1990; Ogawa 등, 1975). 그

러나 마늘은 화기발달의 이상으로 자웅불임성을 가지므로(한 등, 

1969) 교배에 의한 품종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가

임계 마늘의 발견으로 교배육종이 시도되고 있다(Etoh, 1985). 
한 지하에 착생하는 인경을 번식 수단으로 재배되어 왔으므로 종구

는 부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수량성이 떨어지고 있다(정과 장, 
1979; 황 등, 1986). 특히 한지형 마늘은 연간 증식율이 5～6배에 

지나지 않아 씨마늘용으로 많은 양이 소요되므로 종구비는 농가에 

경제 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마늘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구비 는 일장과 온도에 따라 결정되

므로 특정 품종에 따라 응하는 지역이 다르다(황, 1994; 김 등, 
1979; 이, 1973,1974). 즉, 지역마다 기후․풍토가 다르므로 재배

하고자 하는 마늘의 품종은 재배지역에서 특성검정이 이루어진 다

음에 선발되어야 한다. 생태형, 혹은 지방종에 따라서는 재배 지역

이 부 합할 경우 생산력의 정체 한 감수가 생기므로 품종의 지

역 응성이 밝 져야 할 것이다. 한 동일한 품종을 동일지역에

서 장기간 재배시 종구의 퇴화가 일어나 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는 의성지역에 합한 품종을 선발하고자 국내산 지

방마늘을 수집하여 생장 특성을 조사하는 데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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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Lime requirement

(kg/10a)         
OM
(%)

Exchangeable cation (me/100g)

Ca Mg K

5.8 131.5 3.24 1.1 4.23 0.94

Table 1. Soil properties of experimental field of Euiseong 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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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방법

마늘 품종  종구

본 실험은 1998년 10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의성군 양면 분

토리에서 수행하 으며, 공시재료는 국내산 마늘의 산지별 6품종

(의성, 천, 정선, 단양, 용인, 남도)이었다. 종  산지별로 수집

한 마늘 에서 크기가 간 정도의 것을 골랐으며, 공시한 인편의 

평균무게는 각각 ‘의성’ 2.6g, ‘ 천’ 2.24g, ‘정선’ 1.77g, ‘단양’ 
3.30g, ‘용인’ 4.18g, ‘남도’ 3.48g 정도이었다. 

포장 리

실험포장 토양의 상태는 Table 1의 분석 결과와 같으며, 비교  

비옥하고 토성이 균일한 곳을 실험포로 선정하 다. 실험포장의 비

배 리는 완숙 퇴비 2,000kg․10a-1, 돈분 퇴비 1,000kg․10a-1, 
석회 130kg․10a-1

을 종 에 토양 면에 고루 살포하 다. 무
기질 비료 시용은 거름으로 N, P, K를 성분량으로 각각 11kg, 
10kg, 6kg을 시용하 고, 웃거름은 N, K 성분량으로 각각 9.2, 
8kg을 2회에 나 어 시용하 다. 포장 실험구 배치는 난괴법 3반

복으로 하 으며, 재식거리는 의성지방 행 재배법에 하여 15×
10cm로 하 다.

생육조사

조사시기는 생육기와 수확 후로 나 었으며, 조사내용은 생육기 

에는 식물체의 장, 엽수, 엽 경, 엽면 , 생체   건물  등

을 품종별 각각 5주를 채취하여 6회에 걸쳐 조사하 다. 그리고 수

확 후에는 인편과 구의 특성, 구   수량을 조사하 다. 그리고 

품종별 형태  특성을 조사하 다.

결과  고찰

생장특성

산지별로 수집한 마늘의 장과 엽수의 변화를 6회 조사한 결과

(Fig. 1, 2), 장은 생장 기에는 ‘남도’가, 생장최성기에는 ‘ 천’
이 가장 크나 한지형 품종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장과 엽수로 

본 생장최성기는 5월 21일로 나타났으며, 이 때의 엽수는 ‘용인’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난지형 마늘인 ‘남도’의 엽수는 4월 20일 이후

부터 히 감소하 으며, 기타 한지형 품종간에는 엽수의 차이가 

다소 있었지만 엽수의 변화양상은 비슷하 다.
지방종별 지상부 생장을 비교하여 보면(Table 2), 장은 ‘정선’

이, 엽수는 ‘단양’이, 엽 경은 ‘ 천’이 각각 타 품종에 비하여 높

았다. 엽면 과 엽 은 ‘정선’이 높으며 잎의 건물률은 품종간 비슷

하지만 엽 경의 건물률은 ‘의성’과 ‘용인’에서 0.20～0.18로 타 품

종에 비하여 높았다. 

발육 특성  수량구성 요인

화경의 무게는 ‘용인’과 ‘ 천’이 6g 이상이며, 총포부에서 화경 선

Fig. 1. Seasonal changes of plant height of local garlic cultivars in Euiseong region (ES: Euiseong; YC: Yecheon; DY: Danyang;
JS: Jungsun; YI: Yongin; ND: 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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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r
Plant height

(cm)
No. of 
leaves

Leaf sheath 
diameter  

(mm)

Leaf area
(cm

2
)

Fresh leaf
weight 

(g) 

Fresh leaf 
sheath weight

(g)

Dry ratio 
of leaf
sheath

Euiseong 73.5 6.0 10.9 268 18.6 14.0 0.20
Yeochun 70.9 7.0 11.8 283 21.0 13.6 0.15
Danyang 74.4 8.0 11.5 302 21.2 18.2 0.13
Yongin 76.3 7.0 11.4 309 22.2 17.6 0.18
Jungsun 79.8 7.0 11.6 338 24.6 18.4 0.16
Namdo 68.9 5.0 10.5 198 12.6 14.0 0.12
LSD0.05 3.12 0.69 0.66  42.58 2.99 2.05 -

Table 2. Growth characteristics of local garlic cultivars in Euiseong region. Data were collected on May 14, 1999.

Cultivar
Flower stalk 
length (cm)

Flower stalk 
weight (g)

No. of 
bulbil

Bract weight
(g)

%
bolting 

% incomplete 
bolting 

% secondary 
growth 

Euiseong   22.2bz  5.8bc 20.9b 3.7b 82 2.0 25.7
Yeochun  18.6c 6.4b 24.6a 3.8b 84 1.1 46.5
Yongin  22.3b 8.5a 18.2b 5.4a 66 3.3 47.1
Jungsun  28.5a 4.8c 24.8a 2.9b 50 9.6 43.5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Table 3. Reproductiv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local garlic cultivars in Euiseong region. Data were collected on July 15,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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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asonal changes in number of leaves of local garlic 
cultivars in Euiseong region (ES: Euiseong; YC: Yecheon; 
DY: Danyang; JS: Jungsun; YI: Yongin; ND: Namdo).

단부까지의 길이는 ‘정선’, ‘용인’, ‘의성’이 20cm 이상이었다 (Table 
3). 총포당 주아수는 평균 20개 내외로 착생되었으며 무게는 ‘용인’, 
‘ 천’, ‘의성’, ‘정선’의 순으로 무거웠다. 주아를 씨마늘로 이용할 경

우, 추 율이 높고 화경의 길이가 길며 총포가 크고, 주아수가 당

한 ‘ 천’과 ‘의성’이 합한 품종으로 단되었다. 한 품종간 추

양상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추 율은 ‘ 천’과 ‘의성’이 80%이상이

며, ‘정선’은 불완  추 율이 높았고 2차 생장률도 높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의성’이나 ‘ 천’은 불완  추 율이 낮았고, 2차생장률

은 ‘의성’에서 낮은 수치를 보 다. ‘정선’에서 불완  추 율이 높았

던 이유는 종 시 인편 무게가 가장 었던 품종이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의성에서 재배한 지방종들의 수량구성 요인을 볼 때, ‘ 천’이 

‘의성’이나 타 품종에 비하여 마늘구의 량, 쪽수, 쪽의 무게  크

기 등에서 높은 경향을 보 다(Table 4). 수확시 구당 인편수는 ‘의
성’ 8.8, ‘단양’ 8.9, ‘용인’ 9.1, ‘ 천’ 9.7, ‘남도’가 11개로 조사되

었다. 마늘의 구 은 인편수와 부의 상 이 있으며, 장, 엽수  

엽 경 등과는 정의 상 을 가진다고 하 다(황, 1993).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한지형 마늘의 인편수는 2차생장의 발생으로 인해 

증가된 것으로 추측되었다. 2차생장의 발생은 재배  요인 외에도 

온 감응이나 단일 조건 등 환경  요인에 의해 증가된다고 알려

져 있다(권 등, 1993; 문과 이, 1985). ‘ 천’과 ‘의성’에서 인편당 

무게가 무겁고 인편길이와 폭이 큰 편으로 우량 씨마늘과 식용으로 

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배환경이 비슷한 산지별로 종구

를 이동하여 재배하는 것이 동일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하는 것보

다(‘의성’은 천에서, ‘ 천’은 의성지방에서) 증수할 수 있는 소질

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생장해석

씨마늘 품종별 건물률은 인편분화 이후 생장이 왕성한 시기인 4
월 30일과 5월 21일에 잎과 기를 채취하여 분석하 다. 잎과 

기의 건물률이 가장 높은 ‘의성’은 잎이 13.6%, 기가 18.7%이었

고, 잎 건물률이 가장 낮은 품종은 ‘용인’이었으며 기 건물률이 

가장 낮은 품종은 ‘남도’ 다(Fig. 3). 작물의 생장률은 생육 최성기

인 4월 20일에서 5월 21일 사이에는 ‘ 천’이 가장 높았으며, 6월 

1일에는 숙기가 늦은 ‘단양’과 ‘정선’의 생장률이 높았다(Table 5).

Date (1999 season)

ES YC

DY JS

YI ND

20-Mar.  30-Mar.  20-Apr.  30-Apr.  21-May.  1-Jun.

8.5

7.5

6.5

5.5

4.5

3.5

2.5



KOR. J. HORT. SCI. & TECHNOL. 18(4), AUGUST 2000502

0.0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ES YC DY JS YI ND

Variety

D
ry

 m
a
th

e
r(

%
)

L eaf Stem

Fig. 3. Comparisons of dry matters of top parts among local 
garlic cultivars in Euiseong in 1999 (ES: Euiseong; YC: 
Yecheon; DY: Danyang; JS: Jungsun; YI: Yongin; ND: 
Namdo).

Cultivar
Bulb weight

(g)
No. of cloves Clove weight

(g)
Clove length

(mm)
Clove width

(mm)

Euiseong  26.0 cz  8.8 b 3.0 b 26.5 b 16.3 b
Yeochun 37.0 a  9.7 b 3.8 a 30.0 a 18.1 a
Danyang 20.0 e  8.9 b 2.3 d 23.8 b 14.8 c
Yongin 22.5 d  9.1 b  2.6 cd 24.8 b 16.0 b
Jungsun 23.0 d  6.8 c  3.4 ab 26.0 b 16.4 b
Namdo 30.0 b 11.0 a 2.7 c 25.5 b 15.7 b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Table 4. Bulb and clove characteristics of some local garlic cultivars in Euiseong region in 1999.

Cultivar Apr. 20 Apr. 20～May 21 Jun. 1

Euiseong 2.4583z  6.9512 11.5833
Yeochun 2.2708 10.0759  7.9167
Danyang 6.2292  4.2532 12.9333
Yongin 6.0625  6.1084  8.9833
Jungsun 3.4375  6.9042 12.8500
Namdo 6.0417  1.4684  7.7833

zCrop growth rate (CGR) = Unit leaf area (ULA) × Leaf area 
index (LAI). E (ULA) = 1/Leaf × dW/dT, L (LAI) = Leaf area 
/ unit area of land. 

Table 5. Growth rate analysis of some local garlic cultivars in 
Euiseong region in 1999. 

    록

의성 지역에서 재배하기 합한 국내 한지형 마늘을 선발하고자 

‘의성’, ‘ 천’, ‘단양’, ‘정선’  ‘용인’ 등 한지형 마늘 5종을 공시하

여 생육특성과 수량성을 조사하 고, 난지형 마늘의 재배 합성을 

검증하기 해 ‘남도’ 마늘을 동시에 공시하 다. 국내 지방 재배종 

마늘의 생장특성은 생태형에 따라 차이를 보여 난지형인 ‘남도’가 

기생장과 숙기가 빨랐던 반면, 한지형 지방종간에는 뚜렷한 차이

가 없었다. 추  상에 있어서는 ‘정선’과 ‘용인’이 추 율이 낮았

고 불완  추 가 많았던 반면, ‘ 천’과 ‘의성’은 추 율이 높고 

‘의성’은 2차생장률이 낮았다. 의성지방에서 재배된 한지형 마늘 

에 ‘ 천’의 수량이 높았으며 생장 최성기에 타 품종에 비하여 작물

생장률도 높았다. 의성 지역에서 재배된 ‘정선’, ‘용인’  ‘단양’은 

‘의성’에 비하여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추가 주요어：Allium sativum , 추 , 인편분화, 생장해석,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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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ety

Leaf Stem

ES      VC      DV      JS      VI      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