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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싹용 밀 품종 선별 및 영양성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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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밀싹은 채소와 같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기능적으로 뛰어난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국외에서는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연구 및 활용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품종별 밀싹의 주요 성분 특

성을 파악하고, 밀싹의 기능성 및 영양성분 증대를 위한 최적 재배조건을 설정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고소, 백중, 금강, 조경, 유색밀의 밀싹 최대 수율 및 성분을 설정하기 위해 상온자연조건(12시간씩 명조건과 암조건)에서 10

일, 20일에 각각 1회씩 총 2회 커팅하여 품종별 밀싹 수율과 무기질 함량을 조사했다. 그 후 밀싹 수율이 우수한 금강, 백중, 유

색밀에 대하여 온도, 광조건을 달리한 20℃ 24시간 광조건에서 10일, 16일에 각각 1차 커팅을 한 후 10일차 1차 커팅한 싹을 

16일차에 다시 2차 커팅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품종별 밀싹의 길이는 상온 자연조건 10일 1차 커팅에서 금강 8.3cm, 유색밀 7.9cm, 조경 7.5cm, 백중 7.4cm, 고소 6.7cm였고, 

20일 2차 커팅에서는 고소 4.0cm, 유색밀 3.5cm, 금강 3.4cm, 백중 2.8cm로 수율 면에서는 유색밀과 금강밀의 수율이 가장 

높았으며 생육 속도 또한 빨랐다. 무기질 함량에서는 Ca 함량이 유색밀에서 2913.50mg/L로 가장 높았으며, 유색밀>조경>고

소>금강>백중 순이었다. Mg 함량도 유색밀에서 2784.79mg/L로 가장 높았고, 유색밀>고소>백중>조경>금강 순이었다. P와 

K 함량은 백중밀에서 각각 13754.49mg/L와 55221.07mg/L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P 함량은 백중>유색밀>조경>고

소>금강 순이었고, K 함량은 백중>금강>조경>고소>유색밀 순이었다. 20℃ 24시간 광조건에서의 결과는, 10일 후 1차 커팅

에서 유색밀 25cm, 금강 21cm, 백중 17.5cm였고, 16일 후 1차 커팅에서 유색밀 25cm, 금강 25cm, 백중 22cm였으며, 16일 후 

2차 커팅에서는 유색 19cm, 백중 16cm, 금강 13cm였다. 그러므로 수율이 가장 높은 금강밀, P와 K함량이 가장 높은 백중밀, 

수율이 높고 Ca과 Mg 함량이 가장 높은 유색밀을 밀싹으로 활용하기에 유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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