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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지역에서 단수수의 생육반응 및 착즙액 성분 특성

강용구1*, 문윤호1, 김광수1, 차 록1, 이지은1, 권다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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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단수수는 당도가 높은 수수의 일종으로서 1960년대부터 국내에 도입하여 설탕 원료인 사탕수수를 대체할 수 있는지 품종 및 

재배 측면에서 검토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단수수 재배 적지를 파악하고자 지역별 작물의 생육 및 품질 등을 조사 ․ 분
석하 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 시험재료는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 육성한 단수수 ‘초롱’ 종자를 사용하 다. 2018년 5월 초

에 노지에 직파하 고 제주에서 철원까지 전국 6개 지역 논과 밭에서 수행하 다. 비배관리는 동일하게 통일하 고 1조 멀칭

재배하 으며 9월에 수확하여 줄기 부위를 압착식 착즙기로 착즙하 다. 착즙액의 당도와 무기질, 유리당 조성 등을 분석하 다.

[결과 및 고찰]
직파한 단수수는 7월부터 8월초까지 출수하 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7월 하순에 출수하 다. 수확기 줄기의 길이는 

163~326cm 범위 으며, 제주가 가장 짧고 무안이 가장 길었다. 제주 지역은 강풍과 토양조건 등이 생육에 불량하여 줄기 신장

이 느렸던 것으로 보인다. 논과 밭에서 줄기 신장 차이는 지역별로 뚜렷하지 않았다. 줄기 마디는 10~15개 가량이었고, 전국 

평균은 14개 다. 줄기 직경은 2.1~2.7 cm 범위 으며, 논과 밭에서 차이는 없었다. 수확기 지상부 생체중은 2,170~7,200 
kg/10a 다. 강풍과 호우로 인해 일부 도복이 되었지만 사전에 줄기를 유인하여 예방이 가능하 다. 수원과 철원지역이 

2,100~2,862 kg/10a이고, 전주 밭과 무안 밭에서는 7 톤/10a이 넘었다. 착즙량은 주 당 106~189 mL이었으며, 당도는 

10.0~16.8 Brix% 다, 제주가 10.0으로 가장 낮았고 수원이 16.8로 가장 높았다. 무안 지역 외 철원, 수원, 전주 지역에서는 

밭 시험구가 논보다 1 Brix% 이상 높았다. 무안 지역 논 시험구는 상하 배수가 원활하여 다른 지역과 차이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착즙 부위인 줄기 생체중의 23.6~36.3% 가량이 착즙되었다. 착즙액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수분 함량은 

81.8~91.4% 다. 논 시험구가 밭보다 수분 함량이 1~10% 가량 높았다. 칼슘 함량은 9.9~32.5 mg/100g, 칼륨은 28.0~86.1 
mg/100g, 나트륨은 5.9~22.5 mg/100g 이었다. 유리당을 분석한 결과 Fructose는 0.7~1.3g/100g, Glucose는 1.0~2.1 g/100g, 
Sucrose는 10.0~15.3 g/100g 이었으며 Maltose와 Lactose는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주 지역 외 전국 5개 지역에서 단수수

가 수확기까지 생육하 고 착즙액 당도도 14 Brix% 전후로 나옴에 따라 국내에서 사탕수수를 대체할 수 있는 감미료 소재로

서 가능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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