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32, No.2, pp.99-107, 2020

Journal of Agricultural,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s

RESEARCH ARTICLE

pISSN 2233-8322, eISSN 2508-870X

https://doi.org/10.22698/jales.20200010

동아시아에서 수집한 기장(Panicum miliaceum L.)에 대한 형태적 변이

한상윤1, 사규진2, 이주경3*

1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자원과학부 석사
2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자원과학부 박사
3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자원과학부 교수

Morphological Variation of Common Millet 
(Panicum miliaceum L.) Collected from East Asia

Han, S. Y.1, K. J. Sa2 and J. K. Lee3*

1Master, Department of Applied Plant Science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Korea
2Ph.D.,Department of Applied Plant Science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Korea
3Professor,Department of Applied Plant Science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Korea

*Corresponding author: Lee, J. K. (E-mail: jukyonglee@kangwon.ac.kr)

A B S T R A C T

Received: 20 April 2020

Revised: 1 June 2020

Accepted: 7 July 2020

Morphological variation associated with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75 accessions of common 

millet collected in Korea, Japan, and China (54, 12 and 9 accessions, respectively) was evaluated.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accessions were investigated using two quantitative traits 

(plant height and days from seedling to flowering) and two qualitative traits (seed color and 

inflorescence shape). Most trait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ccessions from the 

three countries; however, in the case of plant height, the accessions from Korea and Japan were 

similar in size whereas the accessions from China were shorter. The first and second principal 

components of 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of the four traits accounted for 76.6% of the total 

variation (52.2% and 24.4%, respectively). Seed color, inflorescence shape, and days from 

seedling to flowering characterized the first axis in the positive direction. Seed color characterized 

the second axis in the positive direction whereas inflorescence shape, plant height, and days from 

seedling to flowering characterized this axis in the negative direction.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of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did not clearly distinguish between common millet 

accessions from Korea, Japan, and China. This study provides useful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the morphological variation associated with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common millet accessions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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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장(Panicum miliaceum L.)은 외떡잎식물 벼목 화본과의 한해살이풀로 온대성 식물로 잡곡류에 속한다. 신석기

시대부터 중앙아시아, 중동지역, 중국 등의 지역에서 재배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도 네팔, 러시아, 미국, 스리

랑카,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의 온대 기후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다. 주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식량작물로 이용하였

고, 유럽 및 미국에서는 사료용으로 이용하였다(Graybosh and Baltensperger, 2009; Kim et al., 2013; Oelke et al., 

1990; Salini et al., 2010). 한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기장은 영문 명이 Common millet (Panicum miliaceum L.)

로 주로 중국, 일본, 인도 등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타 작물과 비교하여 요수량이 낮아 가뭄 적응성이 높고, 재배기

간이 짧으면서 보통 식물이 자라기 힘든 개간지나 척박한 환경에도 잘 적응하며 출수 생태 및 재배 시기에 따라 농업

적 특성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전부터 구황작물로 재배되어 왔으며, 최근 봄, 여름 모두 재배가 가능하고 

재배기간이 짧아 다양한 작부체계 활용 증가로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다(Jeju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2014; Park et al., 1999). 종실의 배유 특성에 따라 찰기장과 메기장으로 나뉘고, 4월말에 파종하여 7월중에 

조기 수확이 가능한 기장과 5월에서 7월중 파종하여 10월경에 수확이 가능한 기장 등 재배 시기에 따라 여러 생태형

으로 나눌 수 있다(Park et al., 2015). 한국 및 중국, 일본, 인도에서 많이 재배되는 기장은 크기가 작은 다른 잡곡류와 

비교하여 단백질 및 무기성분 함량이 다소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Park et al., 1999). 또한 기장은 cholesterol과 

phytate를 낮추고, 특정 암을 억제하며, 심장과 간 질환을 예방하고, 간 기능 장애와 당뇨병을 관리하는 의학적 이점이 

있다고 보고되었다(Saha et al., 2016; Zhang et al., 2014). 쌀, 밀, 옥수수 등과 동일한 무게와 양을 기준으로 비교하였

을 때 알곡이 작아서 높은 영양 성분을 많이 함유하는 배아 및 호분층의 비율이 높으며, 다른 곡물류에 비하여 미네랄, 

식이섬유, 비타민A 및 지방 등의 함량이 높은 영양학적 특징이 있다고 한다(Amadou et al., 2013; Ha and Lee, 2001; 

Oelke et al., 1990).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기장 품종은 지역 재래종을 중심으로 재배되었고, 재래종

은 종자의 혼입도가 높고 수량성이 낮아 순도가 높고 생산량이 높은 기장을 생산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수집한 재래

종들에 대하여 순계 분리 및 교잡 육종을 통하여 수량성이 높고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장 품종

의 육성이 앞으로 필요하다(Ko et al., 2018).

한편 오늘날 지구상의 많은 식물 종들은 19세기 이후 산업이 발전하면서 급진적인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국토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해 식물 종의 유전적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 더욱이 육종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품종의 개

발과 보급에 의하여 농가에서 예전부터 재배되고 있었던 재래종들의 유전적 침식을 가속화 시켰다. 이러한 상황을 개

선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전자원의 지속적인 탐색과 수집을 통해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잡곡 중 하나인 기장은 

재배면적이 1970년대 약 1,000 ha 정도로 알려졌으나, 계속 감소되어 현재 산간지 및 해안지 등에서 특수 가공 목적으

로 재배되고 있다(Yoon et al., 2008). 이처럼 경제성이 낮은 작물로 알려진 잡곡은 재배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있었지

만, 최근 잡곡에 대한 기능성과 영양성이 다시 알려지면서, 잡곡의 소비와 선호도가 점차 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69,000톤으로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요량 중 약 50,000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MIFAFF, 

2010). 또한 잡곡은 천연색소 및 식·의약품 등의 소재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관상 및 환경보전 작물로도 

우수하여 새로운 부가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작물로 여러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Jung et al., 2016).

오늘날 작물의 육종연구는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평가함으로써 유전 및 육종 연구의 중요한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이들의 형태 및 유전적 특성을 활용한 우수한 유전자원 선발은 작물의 육

종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장의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신품종 개발을 위해 한국,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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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및 중국에서 수집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존하고 있는 75계통의 기장 자원들에 

대하여 형태적 특성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PCA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우수

한 기장 신품종 개발을 위한 유전 ‧ 육종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와 형태적 특성 분석

한국, 일본 및 중국에서 수집한 기장 유전자원들에 대한 형태적 특성 및 변이성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54계통), 일

본(12계통), 중국(9계통)에서 수집한 총 75계통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분양 받았고, 

이들 자원에 대한 기본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형태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계통 당 30립씩 종자를 파종하여 2019년 춘천시 천전리에 위치한 강원대학교 부속농

장에서 30립 중 발아한 20개체를 1주 2본씩 이식하였다. 기장 개체 간 거리를 25 cm, 기장 계통 간 거리를 75 cm 간격

으로 흑색 P. E. 필름으로 멀칭한 포장에서 일반 관행 재배법 준하여 재배하였다. 형태적 특성 조사는 각 계통 별로 10

개체씩 조사하였으며, 형태적 조사 형질은 종피색(QL1), 수형(QL2), 간장(QN1), 개화일수(QN2) 등 비교적 식별이 

편리한 양적 및 질적 형질들에 대하여 생육 중기부터 수확기까지 생육시기별로 조사하였다(Table 2).

통계분석

기장의 계통 별 형태적 변이와 다양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 및 일본과 중국에서 수집한 계통들에 대한 형질 별 

변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은 각 집단 간 그리고 집단 내의 계통들 사이에

서의 형태적 변이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서 수행한 주성분 분석은 Microsoft Excel 통계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한국, 일본 및 중국에서 수집한 기장 계통들의 형태적 변이

지구상에 재배되고 있는 작물 재래종들의 형태적 및 생태적 변이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의 작은 진화적 변화

(microevolutionary changes)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Gould and Johnston, 1972; Wyatt and Antonovics, 1981). 따

라서 자연적으로 폭 넓게 분포하고 있는 어떤 재래종 작물의 지리적 분포에 따른 형태적 및 생태적 변이는 그 작물의 

진화 및 분화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Schwanitz, 1966; Harlan, 1992).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중국에서 수집한 재래종 기장 75계통들에 대하여 지리적 분포에 따른 형태적 변이를 조사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과 중국에서 수집된 기장 75계통(한국 54계통, 일본 12계통, 중국 9계통)을 이용하여 2개

의 양적 형질과 2개의 질적 형질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1) 간장(QN1) – 한국 기장 계통들의 간장은 평균 143.4 ± 9.5 cm로, 최소 115.2 cm부터 최대 166.4 cm 값의 범위

였으며, 일본 기장 계통들은 평균 140.1 ± 19.6 cm로, 86.3 cm부터 158.4 cm 값의 범위를 보였다. 반면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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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75 common millet accessions of RDA-Genebank used in this study

No. IT No. Country Accessions name No. IT No. Country Accessions name

1 IT 103301 Korea Gangwon1 41 IT 100287 Korea Jeonnam1

2 IT 185521 Korea Gangwon2 42 IT 100294 Korea Jeonnam2

3 IT 185524 Korea Gangwon3 43 IT 100304 Korea Jeonnam3

4 IT 105308 Korea Gangwon4 44 IT 100279 Korea Jeonbuk1

5 IT 108894 Korea Gangwon5 45 IT 100317 Korea Jeonbuk2

6 IT 185523 Korea Gangwon6 46 IT 108938 Korea Jeonbuk3

7 IT 185526 Korea Gangwon7 47 IT 108939 Korea Jeonbuk4

8 IT 185545 Korea Gangwon8 48 IT 113300 Korea Jeonbuk5

9 IT 100290 Korea Gyeonggi1 49 IT 113321 Korea Jeonbuk6

10 IT 100298 Korea Gyeonggi2 50 IT 100263 Korea Chungnam1

11 IT 103428 Korea Gyeonggi3 51 IT 100267 Korea Chungnam2

12 IT 100268 Korea Gyeongnam1 52 IT 100311 Korea Chungnam3

13 IT 100269 Korea Gyeongnam2 53 IT 100264 Korea Chungbuk1

14 IT 100310 Korea Gyeongnam3 54 IT 100289 Korea Chungbuk2

15 IT 162900 Korea Gyeongnam4 55 IT 297380 Japan Japan1

16 IT 162902 Korea Gyeongnam5 56 IT 297381 Japan Japan2

17 IT 185531 Korea Gyeongnam6 57 IT 297382 Japan Japan3

18 IT 100275 Korea Gyeongnam7 58 IT 297383 Japan Japan4

19 IT 100288 Korea Gyeongnam8 59 IT 297384 Japan Japan5

20 IT 103621 Korea Gyeongnam9 60 IT 297391 Japan Japan6

21 IT 181969 Korea Gyeongnam10 61 IT 297392 Japan Japan7

22 IT 185551 Korea Gyeongnam11 62 IT 297393 Japan Japan8

23 IT 194498 Korea Gyeongnam12 63 IT 297394 Japan Japan9

24 IT 100262 Korea Gyeongbuk1 64 IT 297395 Japan Japan10

25 IT 100274 Korea Gyeongbuk2 65 IT 297396 Japan Japan11

26 IT 100297 Korea Gyeongbuk3 66 IT 297398 Japan Japan12

27 IT 100892 Korea Gyeongbuk4 67 IT 235823 China China1

28 IT 109200 Korea Gyeongbuk5 68 IT 236994 China China2

29 IT 115190 Korea Gyeongbuk6 69 IT 236995 China China3

30 IT 185528 Korea Gyeongbuk7 70 IT 237297 China China4

31 IT 100301 Korea Gyeongbuk8 71 IT 237298 China China5

32 IT 100313 Korea Gyeongbuk9 72 IT 237299 China China6

33 IT 103775 Korea Gyeongbuk10 73 IT 250268 China China7

34 IT 105470 Korea Gyeongbuk11 74 IT 250273 China China8

35 IT 108704 Korea Gyeongbuk12 75 IT 250277 China China9

36 IT 112797 Korea Gyeongbuk13

37 IT 112801 Korea Gyeongbuk14

38 IT 113600 Korea Gyeongbuk15

39 IT 163725 Korea Gyeongbuk16

40 IT 185540 Korea Gyeongbuk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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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계통들은 평균 95.3 ± 15.8 cm로 75.8 cm부터 121.7 cm의 값을 나타내었다.

2) 출수일수(QN2) – 한국 기장 계통들의 출수일수는 평균 87.6 ± 4.7일로 최소 69일부터 최대 95일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일본 기장 계통들의 평균 85.0 ± 7.9일로 69일부터 95일까지의 범위를 나타냈고, 중국에서 수집한 

계통들은 평균 53.0 ± 3.0일로 49일부터 55일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3) 종피색(QL1) – 한국 기장 계통들의 경우 갈색(8계통), 백색(21계통), 암갈색(10계통), 줄무늬암갈색(3계통), 황

백색(11계통), 회갈색(1계통) 등으로 나타났고, 일본 기장 계통들은 갈색(6계통), 백색(3계통), 암갈색(1계통), 황

백색(2계통)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장 계통들은 갈색(3계통), 백색(2계통), 암갈색(4계통) 등으로 나타났다.

4) 수형(QL2) – 한국 기장 계통들의 경우 산수형(4계통), 편밀수형(3계통), 편산수형(12계통), 편수형(35계통) 등

으로 나타났고, 일본 기장 계통들은 편밀수형(8계통), 편수형(4계통)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장 계통들은 밀수형

(3계통), 산수형(3계통), 편밀수형(1계통), 편수형(2계통)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각 나라별로 수집한 기장 자원들에 대한 형태적 특성조사에서 일부 형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형질들

은 국가 간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간장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수집한 계통들은 비슷한 간장을 나타내고 있으

나, 중국에서 수집한 계통들은 한국과 일본의 계통들보다 비교적 짧은 간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것은 수집한 지역

의 기후 및 계통 별 생육기간인 출수일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국과 일본에서 수집한 계통

들은 비슷한 출수일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중국에서 수집한 계통들은 한국과 일본의 계통들보다 빨리 개화하는 조숙

성 계통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중국지역에서 수집한 계통들의 경우 북쪽지방에서 수집한 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전의 Lee and Ohnishi (2001); Ma and Lee (2017) 등의 보고에 의하면 들깨 작물의 경우 중국 

남부에는 대부분이 만생형 계통들이 재배되고 있으나, 북부지역에는 조 ‧ 중생형 계통들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보

Table 2. Characteristics used in the morphological analysis for 75 common millet accessions

Abbreviation Characteristics When measured Unit

QN1 Plant height at maturing stage cm

QN2 Days from seedling to flowering at flowering stage day

QL1 Seed color after harvest
Brown-1, White-2, DarkBrown-3, 

StripeDarkBrown-4, YellowWhite-5, GreenBrown-6

QL2 Inflorescence shape at flowering stage
Compactum–1, Effusum-2, compact-contractum-3, 

effusum-contractum-4, Contractum-5 

Table 3. Mean, standard deviation, range and accession number for 2 quantitative and 2 qualitative characters among 

75 common millet accessions

Morphological 

character

Korea

(N=54)

China

(N=9)

Japan

(N=12)

QN1 

(Plant height)

143.4 ± 9.5 

(115.2 - 166.4)

  95.3 ± 15.8 

(75.8 - 121.7)

140.1 ± 19.6 

(86.3 - 158.4)

QN2

(Flowering time)

  87.6 ± 4.7

 (69 - 95)

53.0 ± 3.0 

(49 - 55)

85.0 ± 7.9 

(69 - 95)

QL1 

(Seed color)

Brown (8), White (21), DarkBrown (10), 

StripeDarkBrown (3), YellowWhite (11),

GreenBrown (1)

Brown (3), White (2), 

DarkBrown (4)

Brown (6), White (3), 

DarkBrown (1), YellowWhite (2)

QL2 

(Inflorescence 

shape)

Effusum (4), compact-contractum (3), 

effusum-contractum (12), 

Contractum (35)

Compactum (3), Effusum (3), 

compact-contractum (1), 

Contractum (2)

compact-contractum (8), 

Contractu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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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 한편 Yoon et al. (2008)은 한국의 기장 계통들에 대한 특성조사에서 평균 간장이 181.4 cm, 평균 출수일수

가 73.7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일본과 중

국의 재래종 기장 계통들의 지리적 분포에 따른 형태적 변이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일본 및 중국에서 수집된 기장 계통들에 대한 주성분 분석

한국, 일본과 중국에서 수집한 기장 계통들에 대한 지리적 분포에 따른 형태적 변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장 75계

통에 대하여 2개의 양적 형질과 2개의 질적 형질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PC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차 및 2

차 component는 전체 변이의 52.2%와 24.4%를 나타내어 전체 76.6%의 변이를 나타냈다(Table 4). 조사된 형질들 

중에서 종피색(QL1), 수형(QL2), 간장(QN1), 출수일수(QN2)는 제 1주성분에서 모두 양의 방향으로 기여하였고, 제 

2주성분에서 종피색(QL1)은 양의 방향으로 기여하였고, 수형(QL2), 간장(QN1), 출수일수(QN2)은 음의 방향에 기

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Eigen vectors and cumulative variance of the first and second principal components

Morphological character
Eigen vectors

PC1 PC2

QL1 (Seed color)   0.257   0.950

QL2 (Inflorescence shape)   0.652  -0.267

QN1 (Plant height)   0.863  -0.017

QN2 (Flowering time)   0.923  -0.060

Cumulative variance (%) 52.196 24.416 

기장 75계통들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scatter diagram 분석을 실시하였다(Fig. 1). 그 결과 제 1주

성분(PC1)과 제 2주성분(PC2)을 기준으로 4개의 사분면으로 구분되었다. 한국 기장 계통들은 대부분이 제 1사분면

과 제 4사분면에 분포하고 있으나, 일부 계통(IT 109200, IT 185528, IT 103775, IT 185540)들은 제 2사분면과 제 3

사분면에 각각 분포하였다. 중국 기장 계통들은 모두 제 2사분면과 제 3사분면에 분포하였으며, 일본 계통들은 주로 

제 3사분면과 제 4사분면에 분포하였지만 Japan 9 (IT 297394) 계통은 2사분면에, Japan 1 (IT 297380) 계통과 Japan 

10 (IT 297395) 계통은 제 1사분면에 각각 분포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한국, 일본과 중국의 국가별로 기장 계통들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종피색, 수형, 출수일수 

등으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출수일수의 경우 사분면에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수형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밀수형 계통들이 3사분면에 위치하였고, 종피색을 기준으로 분석에서는 황백색과 줄무늬암갈색 계통들

이 1사분면에 위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 일본 및 중국의 75계통들은 갈색(Brown), 백색(White), 암갈색(Dark 

brown)의 종피색을 가진 계통이 모두 존재하므로 국가별 계통 특성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이삭의 수형에서

는 한국 기장 계통들은 대부분 편수형(Contractum) 계통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본은 편밀수형 계통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밀수형(Compactum) 계통들은 모두 중국 계통들에서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행

한 주성분 분석 결과에서 종피색과 수형을 기준으로 동아시아에서 수집한 기장 계통들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Cho et al. (2010)의 보고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의 비슷한 기후 환경 내에서 자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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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또는 인간에 의한 종자 이동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주성분 분석에 의해 동아시아에서 수집한 75계통의 기장을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식별할 수

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이용한 중국 기장 계통들은 생육기간이 짧고 출수가 빠르며, 간장이 한국과 일본 계통

들에 비해 크지 않아 구분이 가능했으나, 한국과 일본에서 수집한 기장 계통들은 서로 명확히 구분되지가 않았는데 이

것은 이들 지역에서 수집한 기장 계통들이 지리적 분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주성

분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수집한 재래종 기장 계통들의 형태적 변이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Fig. 1. Projection of 75 common millet accessions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first and second principal 

component.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중국에서 수집한 재래종 기장 75계통들에 대하여 지리적 분포에 따른 형태적 변

이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과 중국에서 수집된 기장 75계통(한국 54계통, 일본 12계통, 중국 9계통)

들에 대하여 2개의 양적 형질과 2개의 질적 형질을 이용하여 형태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각 나라별로 수집한 

기장 자원들은 일부 형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형질들은 국가 간 비슷한 특징을 나타내었다. 간장의 경우 한국과 일본

에서 수집한 계통들은 비슷한 크기의 간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중국에서 수집한 계통들은 짧은 간장을 나타내고 있었

다. 주성분 분석(PCA 분석)에서 1차 및 2차 component는 전체 변이의 52.2%와 24.4%를 나타내어 전체 76.6%의 변

이를 나타냈다. 조사된 형질들 중에서 종피색(QL1), 수형(QL2), 간장(QN1), 출수일수(QN2)는 제 1주성분에서 양의 

방향으로 기여하였고, 제 2주성분에서 종피색(QL1)은 양의 방향으로 기여하였고, 수형(QL2), 간장(QN1), 출수일수

(QN2)은 음의 방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분 분석 결과에서 한국, 일본과 중국의 기장 계통들 사이를 명확

히 구분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일본과 중국의 재래종 기장 계통들의 지리적 분포에 따른 형태적 

변이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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