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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수수 육성 및 작물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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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충북지역의 수수재배면적은 641ha로 전국 1,547ha 대비 41%를 차지하고 있는(통계청, 2009) 전국 최대의 수수 재배지역이

다. 도내 주 재배지역은 단양, 제천 등으로 품종은 소담찰, 남풍찰, 황금찰 위주의 찰수수가 대부분이며, 수량성 증대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생력화 품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수수의 판로에 있어서 기존 혼반용에서 가공용까지 다양한 용도의 개발

이 이루어져야 수수의 안정적인 가격 형성 및 생산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에 청풍수수는 기계수확에 적합하고 기능성물질이 

풍부하여, 충북지역의 수수를 특화하여 다양한 가공분야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하고자 육성하였다.

[재료 및 방법]

청풍수수는 ’08년에 단양지역에서 재래종자를 수집하여 ’10∼’11년 순계분리, ’12∼’13년 생산력검정을 거쳐, ’13∼’15년 지

역적응시험을 청주, 수원, 익산, 밀양, 나주에서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항목으로 생육특성, 내재해성, 내충성, 품종특성, 기

능성물질 및 수량특성을 검토하였다.

[결과 및 고찰]

청풍수수는 이삭이 타원모양의 밀수형으로 밀도는 조밀하며, 종실색은 적갈색을 띈 메성의 배유특성을 갖고 있다. 출수일수

는 ’13∼’15년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황금찰과 동일한 60일 정도로 조생의 특성을 보였다. 원활한 기계수확을 위해서는 콤바

인의 예취부 높이(140cm) 보다 작아야 하는데 청풍수수의 간장은 89cm로 황금찰수수 대비 63cm 작아, 기계수확에 유리하였

다. 황금찰 대비 이삭의 길이는 2.5cm, 잎의 길이는 19.9cm 길었다. 수량관련 특성으로 이삭무게는 66.2g, 이삭종실무게는 

41.2g, 조곡 천립중은 2.8g으로 황금찰에 비해 우수하였다. 내재해 및 내병충성 특성 중 포장에서 도복은 없었으며, 불임내성

은 중, 병해 발생은 깜부기병 4, 이삭곰팡이병 8로 병해에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13년 생산력검정에서 수량은 

297kg/10a를 보여 황금찰대비 7% 증수가 되었으며, ’14∼’15년 동안 전국 5개 지역에서 지역적응시험 결과 청주, 수원 익산

에서는 황금찰 대비 4∼13% 중수 되었고, 전국 수량은 황금찰 대비 3% 증수된 359kg/10a로 나타나 품종보호 등록된 수수 중 

가장 많았다. 성분특성으로 아밀로스 함량은 24.9g/100g으로 황금찰의 7.9g/100g에 비해 강한 메성을 나타냈고, 마그네슘과 

나트륨은 황금찰에 비해 각각 8%, 10% 많았다. 항산화물질인 총폴리페놀함량은 223.6μg GAE/g으로 황금찰 대비 29%가 

많았다. 보통 수수는 혼반용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감이 찰성을 선호하지만, 주류(가공용) 가공시에는 찰수

수의 아밀로펙틴이 분자간 결합력이 커서 결정이 되기 쉽기 때문에 발효시에 누룩과의 접촉면적이 적어 발효의 효율이 낮은 

반면, 아밀로스의 함량이 높은 메수수는 찰기가 적어 누룩이나 효모와의 접촉 면적이 고르기 때문에 발효의 효율이 높아 주류 

제조로써 활용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청풍수수는 단간으로써의 생력화 특성과 메수수의 특성을 살려 앞으로 주정용 원료

의 대량 재배로써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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