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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ye (Secale cereal L.) is the most tolerant to abiotic stress including low temperature, drought, and unfavorable soil conditions 

among the winter cereals. Rye is the rapid growth of early spring results from increasing areas for the use of the forage and green 

manure in the middle part of Korea. “Jungmo2509”, a rye cultivar was develop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NICS), 

RDA in 2014. It was developed from a cross between “Olhomil”, a self-compatible cultivar, and “Synthetic Ⅱ”, a self-incompatible 

line. “Jungmo2509” is an erect plant type and of a middle size, with a green leaf color, a yellowish-white colored culm, and a 

yellowish brown-colored, small-size grain. The heading date of “Jungmo2509” was April 23, which was 5 days later than that of 

“Gogu”, respectively. But “Jungmo2509“ showed greater resistance to lodging compared to that of the check cultivar, with similar to 

winter hardiness, wet injury, and disease resistance. “Jungmo2509” was a higher to than “Gogu” in terms of protein content (9.4% and 

8.0%, respectively), total digestible nutrients (TDN) (55.7% and 55%, respectively). The seed productivity of “Jungmo2509” was 

approximately 2.08 ton 10a-1, which was 11% lower than that of the check. Almost all rye cultivars are out-crossing due to genes 

controlling incompatibility, but “Jungmo2509” is higher seed fertility (56%) than that of Gogu (0%). it has self-compatible genes. 

“Jungmo2509” is erect in plant type and resistance for lodging. Therefore, “Jungmo2509” can produce uniform seeds for processed 

grains of human consumption and utilize them as parents for breeding the rye hybrids with high forage y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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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호밀은 추위에 강하고, 봄철에 빨리 수확할 수 

있어 답리작에서 조사료용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

후변화에 따라 월동작물의 작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배 안정성이 높은 호밀의 재배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수량이 많고 수확시기도 빠른 우수한 

호밀 품종이 여러 개가 육성되었으나( Ha et al., 1989, 1990; 

Heo et al., 1998; 2003, 2004, 2009a, 2009b; Hwang et al., 

1985, 1987), 그들은 타가수정을 하면서 도복이 잘 되어 호밀이 

꽃피는 봄철에 비가 자주 내리는 국내 기후 특성상 채종량이 적

고 또 수확시기가 우기와 겹쳐 수확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종자를 

거의 전량 도입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타가수정으로 인한 종자

의 불균일성으로 국내산 호밀 종자를 식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

하기도 부적합하다.

호밀은 제꽃가루를 수분하여도 수정이 일어나지 않거나 종자

가 맺지 않는 자가불화합성으로, 제꽃가루로는 종자가 맺히지 않

는 타식성 작물이다(Lundqvist, 1956). 그러나 자가화합성의 형

태의 호밀 계통이 발견되었으며, 그것은 자가불화합성을 조절하

는 3개의 복대립 유전자좌인 S, Z, T 중 하나의 돌연변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Voylokov, 2007). 그러나 자식계 호밀 돌연변

이체는 잡종강세육종에 유용하지만, 그 자체를 농업현장에 활용

한 경우 자식열세로 인해 건물수량이나 종자 생산성이 낮아 실용

화하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국내의 재배환경에 어울리고 종자를 안

정적으로 채종할 수 있으면서 종자가 균일하여 식용으로 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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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82-31-695-4029, Email: jhku@korea.kr.



A Rye Cultivar ‘Jungmo2509’ of Self-Fertility

- 78 -

가능하고, 향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잡종강세 육종에 양친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자식계 호밀 품종의 육성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

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재료 및 방법 

1. 육성경위

‘중모2509’는 국내 환경에 잘 어울려서 조사료 생산성이 있으면서 

종자가 균일하여 식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호밀 품종을 육성하고자 

개발되었다. 잡종은 1999년도에 자가불화합성 타식계인 ‘올호밀’을 

모본으로 하고, 자가화합성 자식계인 ‘Synthetic Ⅱ’를 부본으로 인공

교배하여 만들었다. 이 때 만들어진 F1 세대는 계통육종법에 의해 

계통을 전개하였으며, 종자의 결실 특성이 자식성인 계통만을  선발하

여 자식률이 높은 ‘SR99003-193-8-3-2-2’를 최종적으로 선발하였

다. 이 계통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력검정시험을 하였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호밀56호’의 계통명으로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호밀56호’는 자식계 호밀이고, 농업적 특성도 

좋아 ‘중모2509’로 품종명을 명명하였다.

2. 시험방법

지역적응시험은 수원에서는 전작으로, 청원⋅익산⋅대구에서

는 답리작으로 각각 실시하였다. 파종기는 수원이 10월 상순, 청

원이 10월 중순, 익산과 대구가 10월 하순이었다. 파종방법 (휴폭 

× 파폭 × 휴장)은 전작이 25 cm × 5 cm × 6 m의 세조파를, 답리

작은 150 cm × 120 cm × 6 m의 휴립광산파를 하였으며, 파종량

은 전작이 120 kg/ha, 답리작이 150 kg/ha 이었다. 시비량은 진단

시비를 하여 보리 표준시비량인 ha당 질소 91, 인산 74, 칼리 39

kg의 30 %를 증비하였고, 시비방법은 질소를 수원이 기비 50 % 

: 추비 50 %, 청원⋅익산⋅대구가 기비 40 % : 추비 60 %로 분

시하였으며, 인산과 가리는 전량 기비로 시용하였다. 수확은 출수

기로부터 10일경에 하였고, 생초수량은 전체구를 예취하여 ha당 

수량으로 환산하였다. 건물수량은 각 품종별로 생초수량을 평량

하고 난 후 1 kg을 취하여 70 ℃에서 60시간 건조 후 건물률을 

산출한 다음 생초수량을 곱하여 ha당 수량으로 환산하였고, 4 ℃ 

저온 저장고에 보관하여 조사료 분석용 시료로 이용하였다. 기타 

생육관리는 농촌진흥청 표준재배법에 준하였고 생육, 수량특성, 

내한성 및 병충해 저항성 등의 관련 조사는 농촌진흥청 동계작물 

신품종개발 공동연구 계획서의 조사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RDA, 2013a, 2013b). 육성계통의 조사료 품질평가를 위하여 조

단백질은 AOAC법(1995), NDF (neutral detergent fiber)와 ADF

(acid detergent fiber)는 Goering과 Van Soest (1970)의 방법으

로 분석하였다. TDN 함량은 88.9 － (0.79 × %ADF)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Holland et al., 1990). 자식률은 출수하는 

이삭에 유산지 봉투를 씌워 타화수분을 방지한 후 결실기에 수확

하여 이삭 내 전체 영화수에서 종자가 맺힌 수를 세어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그림1)

Ⅲ. 결 과

1. 고유특성

호밀 품종 ‘중모2509’의 고유특성은 Table 1에서와 같다. ‘중

모2509’의 초형은  직립으로 표준품종인 ‘곡우’와 같다. 또한 ‘중

모2509’의 잎은 녹색이고 중간 크기로 표준품종과 같으나 길이는 

다소 긴 편이다. 줄기는 황백색으로 중간 정도의 굵기로 표준품종

과 같다. ‘중모2509’의 종실은 황갈색이며 작은 크기로, 종실의 

크기가 중간인 표준품종 ‘곡우’와 구별된다. 

Generation
'99 '00 '01 '02 '03 '04 '05~'09 '10 '11 '12 '13 '14

F1 F2 F3 F4 F5 F6 F7∼F11 F12 F13 F14 F15 F16

Olhomil
×

SyntheticⅡ
(PI323383)

SR99003- 193- 8- 3- 2- 2-

Selection & 

multiplication of 

quality line

-OYT -PYT -AYT -RYT

(Homil56)

Remark Cross Selection Multiplication Yield Trials

 OYT: observational yield trial, PYT: preliminary yield trial, AYT: advanced yield trial,   RYT: regional yield trial.

 Fig. 1. Pedigree diagram of a rye cultivar, “Jungmo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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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수기

‘중모2509’의 출수기는 Table 2에서와 같이 지역적응시험지 

전체에서 평균 4월 23일로 표준품종인 ‘곡우’의 4월 18일에 비해 

5일 늦었다 (p<0.05). 지역별 ‘중모2509’의 출수기는 남부지방인 

대구에서 평균 4월 16일로 가장 빨랐고, 중부지방인 수원에서 평

균 4월 26일로 가장 늦었는데, 대구와 수원 간에는 10일의 출수

기 차이를 보였다. 표준품종인 ‘곡우’ 또한 대구에서 4월 12일로 

출수가 가장 빨랐으나 수원, 청원, 익산에서는 4월 20일∼21일로 

늦었지만 세 지역간 차이는 없는 편이었다. 출수기의 연차간 차이

는 ‘중모2509’이 11일로 ‘곡우’와 같은 경향이었다. 

3. 초장

출수기로부터 10일경에 평가한 ‘중모2509’의 초장은 Table 3

에서와 같다. ‘중모2509’는 시험지 평균 124 cm로 표준품종인 

‘곡우’의 138 cm와 비교할 때 14 cm가 작았다 (p<0.05). 지역별

로 볼 때 ‘중모2509’의 경우 대구가 평균 150 cm로 가장 컸으며, 

Table 1.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ultivar “Jungmo2509” 
(Suwon, 2014)

Cultivar Plant type
Leaf Culm Grain

Color Length Width Color Diameter Color Size

Jungmo2509 Erect Green Long Medium
Yellowish 

white
Medium

Yellowish 
brown

Small

Gogu Erect Dark green Medium Medium
Yellowish 

brown
Medium

Yellowish 
brown

Medium

Table 2. Heading date of cultivar “Jungmo2509” tested in 4 regions
(RYT

z
, 2013∼2014)

Regions
Jungmo2509 Gogu

2013 2014 Mean 2013 2014 Mean

Suwon Apr. 29 Apr. 24 Apr. 26 Apr. 27 Apr. 13 Apr. 20

Cheongwon May 1 Apr. 18 Apr. 24 Apr. 26 Apr. 16 Apr. 21

Iksan May 1 Apr. 19 Apr. 25 Apr. 27 Apr. 16 Apr. 21

Daegu Apr. 24 Apr. 8 Apr. 16 Apr. 18 Apr. 7 Apr. 12

Mean Apr. 28 Apr. 17 Apr. 23a Apr. 24 Apr. 13 Apr. 18b

  z
RYT : regional yield trial.

 
a,b

The days calculated from January 1 to heading date i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ultivar “Jungmo2509” and cultivar “Gogu” at 5% 

probability by t-test. 

Table 3. Plant height of cultivar “Jungmo2509” tested in 4 regions
(RYT

z
, 2013∼2014)

Regions
Jungmo2509 Gogu

2013 2014 Mean 2013 2014 Mean

Suwon 124 108 116 146 125 136 

Cheongwon 106 103 105 136 124 130 

Iksan 132 120 126 127 126 127 

Daegu 152 148 150 157 163 160 

Mean 129 120 124b 142 135 138a

  z
RYT : regional yield trial. 

y
This results were measured at 10 days from heading. 

 
a,b

Plant height i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ultivar “Jungmo2509” and cultivar “Gogu” at 5%  probability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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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 105 cm로 가장 작았고, 표준품종인 ‘곡우’는 대구에서 

160 cm로 가장 컸고, 익산에서 127 cm로 가장 작았다. 초장의 

연차간 차이는 ‘중모2509’이 9 cm로 ‘곡우’의 7 cm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내재해성

수원, 청원, 익산 및 대구 등 4개 지역의 지역적응시험에서 평

가한 ‘중모2509’의 내재해성은 Table 4에서와 같다. 포장 내한성

은 평균 1로 표준품종인 ‘곡우’의 1과 대등한 수준이었다. 도복은 

시험기간 전혀 발생하지 않아 2등급 정도의 도복이 발생한 표준

품종인 ‘곡우’보다 강하였으며, 국내 답리작의 조사료 생산 환경

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습해나 병해 또한 없었다. 

5. 조사료 생산성 

출수기 후 10일에 평가한 ‘중모2509’의 ha당 생초수량은 

Table 5에서와 같다. 생초수량은 시험지 전체에서 평균 35.2톤으

로 표준품종인 ‘곡우’의 37.9톤에 비해 93% 수준이었다(p<0.05). 

지역별 ‘중모2509’의 ha당 생초수량은 대구에서 각 40.8톤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과 익산에서 각각 32.6톤과 32.0톤으로 낮았다. 

표준품종의 경우 대구에서 39.9톤으로 가장 많았지만 익산과 청

원에서 각각 36.8톤, 36.2톤으로 적은 편이었다.

건물수량은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지 전체에서 ha

당 평균 7.60톤으로 표준품종인 ‘곡우’의 8.52톤에 비해 적었다

(p<0.05) 지역별로는 익산에서 8.01톤으로 건물수량이 가장 많았

고, 청원에서 7.01톤으로 적은 수준이었다. 표준품종인 ‘곡우’는 

수원에서 10.1톤으로 건물수량이 가장 많았고, 대구에서 7.66톤

으로 적었으며, 건물수량에 대한 지역간 편차는 ‘중모2509’에 비

해 표준품종이 조금 더 큰 경향이었다.

Table 4. Means of cold tolerance and lodging of “Jungmo2509” cultivated in 4 regions 

(RYT
z
, 2013∼2014)

Regions

Cold tolerance 
(0~9)y

Lodging
(0~9)x

Jungmo2509 Gogu Jungmo2509 Gogu

Suwon 1 1 0 4 

Cheongwon 1 0 0 0 

Iksan 1 1 1 2 

Daegu 1 0 0 1 

Mean 1 1 0 2 

  z
RYT : regional yield trial. 

xy
Rating score : 0 = excellent or strong, 9 = worst or weak.

  
w
Wet injury and damage by disease did not appear in the two cultivars.   

Table 5. Forage fresh yield of “Jungmo2509” cultivated in 4 regions

(RYT
z
, 2013∼2014)

Regions

Jungmo2509 (MT ha－1) Index
(A/B)
× 100

Gogu (MT ha－1)

2013 2014
Mean
(A)

2013 2014
Mean
(B)

Suwon 37.5 27.6 32.6 84 46.1 31.6 38.9 

Cheongwon 32.1 38.7 35.4 98 38.4 34.0 36.2 

Iksan 30.8 33.2 32.0 87 36.2 37.4 36.8 

Daegu 41.1 40.5 40.8 102 38.7 41.2 39.9 

Mean 35.4 35.0   35.2b  93 39.9  36.0   37.9a  

  z
RYT : regional yield trial. 

y
This results were measured at 10 days from heading. 

a,b
Fresh fresh yield is significantly not different 

between cultivar “Jungmo2509” and cultivar “Gogu” at 5% probability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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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료가치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국립식량과학원의 시험포장에서 출수기

로부터 10일 후에 수확한 총체시료로 평가한 ‘중모2509’의 사료

가치는 Table 7에서와 같다. ‘중모2509’의 조단백질 함량은 9.4 

%로서 표준품종 ‘곡우’의 8.0 % 보다 1.4 %가 높았다(p<0.05). 

‘중모2509’의 ADF와 NDF 함량 (%)은 각각 42.1 %와 68.2 %

로, ‘곡우’의 42.9 %와 70.3 % 보다 낮아 TDN 함량이 55.7 %로 

‘곡우’의 55.0 % 보다 약간 높았다(p<0.05). 그러나 건물수량과 

TDN 함량을 기반으로 산출한 ha당 TDN 수량은 3.69 톤으로 

4.08톤인 ‘곡우’ 보다 적었다(p<0.05).

7. 자식률과 종실 생산성

출수기에 이삭에 봉투를 씌워 타화수분을 억제시킨 후 이삭 내 

전체 영화수에서 종자가 맺힌 수로 평가한 ‘중모2509’의 자식률

은 Table 8과 같이 평균 56.2 %를 보였으며, 표준품종인 ‘곡우’

는 전혀 자식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0 %를 나타내었다. 

‘중모2509’의 수량구성요소와 단위면적당 종자 생산량은 Table 9

에서와 같다. ‘중모2509’은 ‘곡우’에 비해 수장이 짧고, m2당수수

가 52개, 1수립수가 18개가 적었으며 천립중이 3.8 g 가벼워서 

결국 단위면적당 종실수량이 ha당 2.08톤으로 4.90톤인 ‘곡우’ 

보다 58 %가 적었다. 

Table 6. Dry matter yield of “Jungmo2509” cultivated in 4 regions

(RYT
z
, 2013∼2014)

Regions

Jungmo2509 (MT ha－1) Index
(A/B)
× 100

Gogu (MT ha－1)

2013 2014
Mean
(A)

2013 2014
Mean
(B)

Suwon 8.49 6.63 7.56 75 12.49 7.71 10.10 

Cheongwon 6.72 7.30 7.01 89 7.75 8.05 7.90 

Iksan 6.32 9.69 8.01 95 7.52 9.31 8.42 

Daegu 7.76 7.87 7.82 102 7.22 8.10 7.66 

Mean 7.32 7.87 7.60b  89 8.75 8.29  8.52a  

   z
RYT : regional yield trial. 

y
This results were measured at one week from heading. 

  
a,b

Dry matter yield i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ultivar “Jungmo2509” and “Gogu” at 5% probability by t-test.

Table 7. Percent of crude protein, acid detergent fiber (ADF), neutral detergent fiber (NDF) and total digestible nutrients

(TDN) of “Jungmo2509” cultivated in Suwon

(RYT
z
, 2013∼2014)

Cultivar
Crude protein 

(%)
ADF 
(%)

NDF 
(%)

TDNy

(%)
TDN yieldx

(MT ha－1)

Jungmo2509 9.4a  42.1  68.2b  55.7  3.69b

Gogu 8.0b 42.9  70.3a   55.0  4.08a 

 z
This results were measured by whole crop plant harvested at 10 days from heading.  

 y
TDN (%) = 88.9 － (0.79 × %ADF). 

 x
TDN yield = dry matter yield × %TDN. 

 A,b
TDN yield i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ultivar ‘Jungmo2509’ and cultivar ‘Gogu’ at 5%  probability by t-test.

Table 8. Percent self-fertilization rate of cultivar “Jungmo2509” spikes in Suwon

(Suwon, 2012∼2014)

Cultivar 2012 2013 2014 Mean

Jungmo2509 54.0 55.2 59.4 56.2

Gogu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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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호밀은 다른 식물체로부터 꽃가루를 받아야만 종자를 맺을 수 

있는 대표적인 타식성 작물로서, 통상 호밀이라고 하면 제꽃가루

로는 종자가 맺히지 않는 타식성 호밀을 일컫는다(Barnett et al., 

2002; Lundqvist, 1956). 방임수분에 의해 종자를 결실하는 호밀 

품종은 ① 집단을 유지하기 쉽고, ② 특정 지역의 토양이나 환경

에 적응력이 좋으며, ③ 다양한 유전적 다양성을 가진 집단일 뿐 

아니라, ④ 잡종성으로 인해 재해에도 저항성이 있는 장점이 있다

(Voylokov, 2007). 그러나 방임수분 호밀은 키가 크고, 도복이 

잘 되기 때문에 자가불화합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계통은 빈약

한 종자 채종성을 보인다(Barnett et al., 2002; Lundqvist, 1956). 

이번에 개발된 ‘중모2509’ 품종도 타식성 호밀에 비해 초장이 

작고, 조사료 생산성이 낮으며, 종실 수량이 적었다(Table 3, 5, 

6, 9). 하지만 ‘중모2509’는 앞서 개발된 타식성 ‘곡우호밀’에 비

해 좋은 환경에서의 조사료와 종실 수량 등은 다소 떨어지나 초

형이 직립이고 잘 쓰러지지 않아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이상기상 

환경에서 품질 좋은 조사료 생산에 유리하다. 또한 ‘중모2509’는 

자가화합성으로 제꽃가루받이(자식)에 의해 종자가 맺힌다(Table 

8). 즉 자식성 호밀로 개화기에 쓰러지거나 비, 바람 등 열악한 

기상환경이 발생할 경우 수분 장해를 줄일 수 있어 일정의 채종

량을 확보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특히, ‘중모2509’는 순도 높은 종자 생산 이외에도 타식성 작

물에서 1대잡종 호밀을 만드는데 폭넓게 활용되는 잡종강세육종

의 양친으로서 가치가 있다. 외국에서는 높은 종실 수량을 얻기 

위해서 1대잡종 호밀이 육성되었으며(Havey, 2004; Tomerius et 

al., 2008), Fehr(1987)에 의하면 호밀의 1대잡종은 양친에 비해 

종실 수량을 월등히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독일에서 육성한 1대

잡종 품종은 기존에 방임수분품종보다 10∼20 % 정도 많은 종실

을 생산한다고 한다고 하였다(Geiger and Miedaner, 2009).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 자식성 호밀은 본래 타식성인 호밀에 

비해 자식열세현상으로 인한 생육의 강건성과 조사료 및 종실 생

산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옥수수, 채소류 등 타식

성 작물에서 근교계의 육성 및 선발을 통해 잡종강세를 이용한 

제1대잡종 품종 육성과 활용이 보편화돼 있고, 그의 생산성 증대

도 입증되었다(Budar and Pelletier, 2001).

‘중모2509’는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자식성 호밀 품종이다. 

‘중모2509’가 가지고 있는 종자의 자가수정 능력, 식물체의 직립

성, 높은 조단백질 함량 등 유용한 특성에 대한 활용은 앞으로 우

리가 발전시켜야 할 과제이다.

Ⅴ. 요 약

‘중모2509’는 국내의 재배환경에 어울리고, 조사료용이지만 

종자가 균일하여 식용으로의 활용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자식계 

호밀 품종이다. 품종은 1999년도에 자가불화합성으로 타식성 품

종인 ‘올호밀’을 모본으로 하고, 자가화합성으로 자식계인 

‘Synthetic Ⅱ’을 부본으로 인공교배하여 만들었다. ‘중모2509’는 

중간 크기의 녹색이고 다소 긴 잎, 황백색 줄기와 작고 황갈색인 

종실을 가졌다. ‘중모2509’는 출수기가 4월 23일로 기존의 타가

수정 품종인 ‘곡우’의 4월 18일보다 5일 늦지만, 내한성⋅습해⋅

병해는 대등하였으며, 도복은 강하였다. 건물수량은 ha당 7.60톤

(생초수량 35.2톤)이고, 종실수량이 2.08톤으로 ‘곡우’보다 적었

다. 그러나 자식에 의해 종자가 생산된 자식률은 56 %로, 자식에 

의해 임실이 되지 않은 ‘곡우’와 대조되었다. ‘중모2509’는 조단

백질 함량(9.4 %), 가소화영양소총량(55.7 %)이 표준품종인 ‘곡

우’(8.0 %, 55.0 %) 보다 높았다. ‘중모2509’는 초형이 직립이고 

내도복성이기 때문에 밀식 기계화 재배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향

후 이 품종은 순도 높고 종실수량이 많은 식용 및 조사료용 호밀 

품종육성을 위한 중간모본으로 활용과 더불어 고품질 원료의 요

구도가 높은 식가공 분야에 균일⋅안정성이 확보된 국내산 호밀

종자로 제공이 기대된다.

Table 9. Grain productivity and components related to seed yield “Jungmo2509” in Suwon

(RYT
z
, 2012∼2014)

Cultivar
Spike 
length

(㎝)

No. of spikes per 
m2

(ea)

No. of grains 
per spike

(ea)

1,000-grain 
weight

(g)

1ℓ
weight

(g)

Grain yield
(MT ha－1)

Jungmo2509 9.0  675  28  23.9 695  2.08b  

Gogu 9.2  727  46  27.7 696  4.90a  

 a,b
Grain yield i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ultivar “Jungmo2509” and cultivar “Gogu” at 5% probability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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