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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determine the optimum sowing time for spring sowing wheat in the 
southern region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 Jokyoung and Keumkangmil were sown 
four times at one-week intervals starting from Feb. 14, 2013. The thousand grain weights of 
the two wheat varieties were the highest on February 14 with the seed weights ranging from 
36.6 to 40 g and significantly decreasing as the seeding time was delayed. The unmatured 
grain percentage increased sharply when both cultivars were sown starting on March 7. The 
grain yields were the highest for Keumkangmil with 3.07 MT/ha when sowed on February 21 
and 3.37 MT/ha for Jokyoung when sowed on February 14. In both cultivars, the grain yield 
decreased drastically when they were sown on March 7. Ash content did increase when the 
sowing date was delayed. The flour gluten index was the highest at 96.2 in Keumkangmil with 
a February 28 sowing, and the sodium dodecyl sulphate (SDS) segmentation was the lowest 
ranging from 63.8 to 65.3 mL with the February 28 sowing. The falling number tended to 
increase with the delay of the sowing period. The flour milling rate was gradually decreased 
with the delay of sowing, and the bran gradually decreased. When both cultivars were sown 
after February 28, the grain and flour yields sharply decreased. In the southern region, the 
optimum time for the spring sowing of wheat is from February 14 to February 21.

Keywords: grain yield, protein, SDS, seeding time, spring wheat

Introduction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세계 곡물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른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밀 자급률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이 절실하며, 최소한 밀 자급률 10% 달성을 위
한 재배면적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에 97천 정보에서 밀을 재배하여 16%대의 
자급률을 유지하였으나 1984년의 수매중단으로 자급률이 급격히 떨어진 이후 33년 동안 1 - 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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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돌았다(MAFRA, 2017). 밀의 국내 재배면적은 2000년에 0.9천 ha였던 것이 2010년에 12천 ha, 2011년에 14.5천 ha까지 
증가하였으나, 2012년 가을 파종시기의 잦은 강우 등으로 인해 파종을 많이 하지 못해 재배면적이 9.5천 ha로 약 27.4%나 
감소하였다. 따라서 밀의 자급률도 2000년에 0.1%였던 것이 2010년에 1.7%, 2016년에 1.8%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로 
재고물량의 증가로 감소하였다.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쌀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밀의 생산이 중요하다. 실제로 1인
당 밀 연간 소비량은 2016년 기준 약 32.1 kg으로서 쌀의 61.9 kg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밀은 우리나라 국민의 ’제
2의 주곡’이라 할 만하지만 밀의 식량자급률은 여전히 2%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MAFRA, 2017). 그러나 최근, 소비자들
의 국산밀에 대한 급격한 요구도 증가에 따라 농업인 및 가공업자들이 이에 신속하게 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국산밀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다소 감소되는 추세에서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생산량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밀의 가을 파종기의 잦은 강우로 파종을 못하여 재배면적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밀의 월동 중에 겨울철 기온이 자주 심한 저온(- 10℃ 이하)으로 떨어지는 이상저온 현상이 빈번하게 찾아옴으로서 생육에
도 지장을 받고 있다. 월동 중의 저온 회피 측면에서도 밀의 춘파재배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맥류 재배법을 개선하
기 위해 보리 춘파재배 적응성 품종 선발(Lee et al., 2000; Lee et al., 2002)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밀 및 기타 작물의 
춘파재배에 관한 연구는 품종의 조·만성에 따른 수량성 차이, 춘파 파종시기 등에 관해서 이루어져 왔다(Park, 1996; Lee et 
al., 2000; Seo et al., 2010; Choi et al., 2011; Ju et al., 2011; Kim et al., 2012). 맥류의 시비방법 및 파종방법(Yoon et al., 1979; 
Lee et al., 1998; Kim et al., 2013; Kim et al., 2016; Kim et al., 2018)에 대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 밀의 춘파재배를 위해서
는 파종시기, 파종량, 시비량 및 시비방법 등 표준재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남부지방에서 밀의 춘파재배시 최적 
파종시기를 구명함으로써 안정적인 밀의 춘파재배 생산기술을 개발코자 수행되었다.

Materials and Methods

공시재료 

본 시험은 남부지역의 밀 춘파재배 적정 파종기 구명을 위해서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전남 해남지역(해남읍 북평리 소
재)의 농가에서 수행하였다. 시험은 월동 후 토양의 결빙층이 녹아 춘파가 가능한 2월 14일부터 7일 간격으로 3월 7일까지 4
회에 걸쳐 밀 품종 조경과 금강밀을 파종하고 난괴법 3반복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파종량은 250 kg/ha, 비료는 파종 전에 
성분량으로 120-80-70 kg/ha (N-P2O5-K2O)를 전량기비로서 시용하였고, 파종방법은 휴립광산파로서 휴폭과 파폭은 각각 
150, 120 cm로 하였다. 기타 경종관리는 농촌진흥청 맥류 표준재배법에 따랐으며 생육과 수량조사는 농촌진흥청의 농업과
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RDA, 2012)에 준하여 출수기, 성숙기, 수량성 등 농업형질 및 종실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밀가루 품질분석

품질 분석은 파종시기별로 밀 종실의 이화학적 성분변이와 종실의 제분특성 등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는데, 품질 분석을 위
한 밀가루 제분은 원맥 시료 1 kg을 준비하여 수분을 측정하고 제분시료의 수분함량이 14%가 되도록 tempering한 다음 
Bühler 제분기(BUHLER MLU 202, Sweden)를 이용하여 제분을 하였다. 밀가루의 수분, 단백질과 회분 함량은 각각 AACC 
(2000) 방법 44-15A, 46-30 및 08-01에 준하여 측정하였는데, 단백질은 질소/단백질 분석기(Elementar Analysensysteme, 
Vario Macro, Langenselbold, Germany)이용하여 전 질소함량을 구한 다음 질소계수 5.7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글루텐은 
AACC (2000) 방법 38-10에 준하여 추출하였는데 함량은 Glutomatic System (Glumatic 2200, Perten, Swede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10 g의 밀가루에서 전체 글루텐의 무게를 비율로 나타내었다. 침전가(sodium dodecyl sulphate [SDS] 
segmentation)는 밀가루 3 g를 이용하여 Axford et al. (1979)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Falling Number (P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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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s 1900, Sweden)는 AACC (2000) 방법(6) 56-81B에 따라 측정하였다.

기상환경 조사

시험을 수행한 전남 해남지역의 평균기온 및 강수량은 생육 기간인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의 기상자료를 수집하여 평
년(20년간) 자료와 비교 분석하였다(Fig. 1).

통계분석

본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는 SAS program (ver. 9.1 program,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하여 5% 유의수준에서 처리구간의 통계적인 차이를 구명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생육기간의 기상환경 

Fig. 1에서 밀 춘파재배를 했던 해남지역의 기온 및 강수량을 살펴보면, 평균기온은 12.0℃로서 평년과 비슷했으나 강수
량은 439 mm로 평년보다 79 mm가 적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3년의 기온은 2월 중순에는 평년보다 약간 낮았으나 
이후 3월 중순까지는 약간 높았다. 3월 하순부터 5월 상순까지는 평년보다 약 1 - 2℃ 낮았으며 5월 중순 이후부터는 평년보
다 약간 높은 온도로 경과했다. 2013년의 강수량은 2월 초순, 3월 중순, 4월 초순, 5월 하순 및 6월 중순이 평년보다 많았으
며, 특히 3월 중순과 5월 하순은 평년보다 약 60 mm 이상씩 많았다. 반면 2월 하순의 강수량은 0.5 mm로서 매우 적었다.

Fig. 1. Air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during the growth period in 2013 in Hae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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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특성 

이상기상 등 파종기의 잦은 강우로 인한 파종기 일실에 따른 밀 원맥 생산·공급의 안정화를 위한 춘파재배 기술 확립을 위
해 전남 해남에서 금강밀과 조경밀을 공시하여 파종시기별로 농업형질을 비교하였다(Table 1).

파종일자에 따른 밀 품종의 생육 특성을 살펴보면, 파종시기에 따른 도복은 큰 변화가 없었다. 출수기 및 성숙기는 파종시
기가 늦어질수록 1주일에 1 - 2일씩 늦어졌으며, 출수기는 2월 14일 파종에 비해 3월 7일 파종에서 조경이 5일, 금강밀이 4일
정도 늦었다. 간장은 금강밀의 경우 차이가 크게 나타난 반면 조경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수장은 파종시기가 늦어질수
록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위면적당 수수는 금강밀의 경우 2월 21일 파종에서 감소 후 계속 유지되었고, 조경의 
경우 2월 14일에서 2월 28일까지 변화가 없다가 3월 7일 파종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일수립수는 파종시기에 따라 다
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임실률은 금강밀의 경우 2월 21일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였으며, 조경의 경우 파종시기가 늦
어짐에 따라 약간씩 증가하였다.

적산온도 

Fig. 2는 밀의 춘파 파종시기별로 생육단계별 적산온도를 비교한 것인데, 적산온도는 0℃ 이상되는 평균기온을 누적한 값
으로 나타내었다. 파종시기 차이에 따른 파종기 - 출수기까지의 적산온도는 776 - 916℃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가장 많은 적
산온도가 소요된 것은 3월 7일 파종(900 - 916℃)이었다. 성숙기까지의 적산온도는 1,469 - 1,515℃로 파종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는데, 2월 14일 파종(1,492 - 1,515℃)에서 적산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리의 경우 사천6호를 2월 23일 
파종하면 6월 16일에 성숙하여 생육일수가 111일 소요되었고, 3월 24일 파종하면 6월 21일에 성숙하여 생육일수는 87일 소
요되었다. 파종이 늦어지면 생육일수가 단축되어 성숙기는 비슷하여지는데, 이는 주로 파종에서 출수까지 일수가 단축되기 
때문이었다. 품종에 따라 적산온도는 출현까지는 111 - 142°C, 출수까지는 683 - 756°C, 성숙까지는 1,274 - 1,326°C가 소요
됨으로써 밀보다는 적산온도의 요구치가 적은 것을 볼 수 있다(Lee et al., 2002).

종실특성 및 수량성

파종일자에 따른 밀 품종의 종실 특성을 살펴보면(Table 2), 2월 14일 파종에서 천립중이 가장 높았으며, 파종시기가 늦어
질수록 크게 감소했으며 리터중도 약간 감소하였다. 종자 수확 후 2 mm 체를 통과한 파쇄립 및 비립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설
립률은 파종이 빠를수록 낮았으나 금강밀, 조경 모두 3월 7일 파종시 설립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보리의 봄 파종재배에서 
천립중과 설립량과는 상관관계가 있어 천립중이 무거울수록 10 a당 설립이 적고 수량은 많아지는 경향이었다(Lee et al., 
2000). 춘파재배는 생육기간이 짧고 고온 하에 등숙이 이루어지므로 천립중이 가벼워지는데 대립종이 소립종에 비하여 설

Table 1. Effect of different sowing date on the growth characteristics of wheat varieties.
Sowing
date Variety Lodging

(0 - 9)
Heading 

date
Maturing 

date

Stem 
length
(cm)

Spike 
length
(cm)

No. of 
spikes/m2

No. of 
floret
/spike

No. of 
grain
/spike

Fertile
grain

rate (%)
Feb. 14 Jokyoung 1 May 13 June 17 68 9 553 48 35 72.9

Keumkangmil 1 May 15 June 18 68 8.7 612 46 35 76.1
Feb. 21 Jokyoung 1 May 14 June 17 68 8.6 547 45 35 77.8

Keumkangmil 1 May 16 June 18 67 8.3 533 46 36 78.3
Feb. 28 Jokyoung 1 May 16 June 18 68 8.5 547 46 36 78.3

Keumkangmil 2 May 17 June 18 67 8.3 533 50 39 78
Mar. 7 Jokyoung 1 May 18 June 19 68 7.3 413 47 37 78.7

Keumkangmil 1 May 19 June 20 64 8 520 51 39 76.5
Mean ± SD Jokyoung 1 May 15 June 18 68 ± 0.05 8.4 ± 1.2 515 ± 32.6 47 ± 2.1 36 ± 1.3 76.9 ± 1.9

Keumkangmil 1 May 17 June 19 67 ± 0.12 8.3 ± 1.1 550 ± 24.3 48 ± 2.6 37 ± 1.8 77.2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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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 적었고, 수량은 맥종간에는 쌀보리가 겉보리나 맥주보리에 비하여 적었고, 또한 연차나 품종간 변이도 컸다. 쌀보리 품
종들은 겉보리에 비하여 간장이 짧고, 설립이 많아 수량이 적었다(Lee et al., 2002). 종실수량은 금강밀의 경우 2월 21일에 
3.07 MT/ha, 조경의 경우 2월 14일에 3.37 MT/ha으로 가장 높았으며, 두 품종 모두 3월 7일 파종에서 수량이 급격히 감소하
였다. 따라서 남부지역에서 밀 춘파재배시 파종에 적합한 시기는 얼어있는 땅이 풀린 직후인 2월 14일이었으며 2월이 경과
하여 파종시에는 급격한 수량감소를 초래하였다. 보리의 경우에도 파종이 늦을수록 천립중이 감소하고 설립이 증가하여 수
량이 감소하였는데, 사천6호의 2월 23일 파종은 ha당 수량이 2.99 MT인데 비하여 3월 24일 파종은 1.25 MT으로 수량이 크
게 감소하였다고 하였다(Lee et al., 2002).

밀가루의 물리적 특성 및 반죽물성

춘파 파종기에 따른 밀가루 조단백질과 회분함량을 살펴보면 단백질 함량은 파종에 따른 뚜렷한 변화가 없었으며, 회분함
량은 금강밀의 경우 파종기가 늦어질수록 증가경향을 보였으나, 조경은 뚜렷한 경향이 없었다(Table 3). 밀 품질은 단백질의 
양적인 면과 질적인 측면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알려져 있다(Lim et al., 2007). 춘파 파종기에 따른 밀가루 글루텐 지수는 

 

Fig. 2. Accumulated temperature from sowing to harvest date in different seeding dates.

Table 2. Effect of different sowing date on the grain characteristics and yield of wheat varieties.
Sowing
date

1,000-grain Weight (g) Liter grain weight (g/L) Unmatured grain rate (%) Grain yield (index)(MT/ha)
Jokyoung Keumkangmil Jokyoung Keumkangmil Jokyoung Keumkangmil Jokyoung Keumkangmil

Feb. 14 40.0a 36.6a 752b 781a 0.16d 0.07d 3.37(100)a 2.99(100)a
Feb. 21 35.8b 33.3b 768a 781a 0.28c 0.15c 3.23(96)a 3.07(103)a
Feb. 28 33.6c 30.8c 767a 777a 0.41b 0.22b 3.23(96)a 2.96(99)a
Mar. 7 30.6d 26.8d 745b 737b 1.05a 3.06a 2.49(74)b 1.79(60)b
a - d: The same letters in each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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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밀의 경우 2월 28일 파종기에서 96.2를 보여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조경은 뚜렷한 경향이 없었다. 침전가는 단백질 
중 밀가루의 품질을 나타내는 글루텐 함량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인데 단백질 함량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Kang et al., 2015). 침전가는 2월 28파종에서 63.8 - 65.3 mL을 나타내어 가장 낮았다. 춘파 파종기에 따른 밀가루 입자크
기를 살펴보면 밀가루 입자 크기는 조경의 경우 2월 21일 파종구에서 67.9 μm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반면 금강밀은 2
월 28일 파종에서 80.2 μm을 나타냈다. 침강도(Falling number)는 파종기가 늦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밀가루의 제분 특성

춘파 파종기에 따른 뷸러제분기에서의 Break, Short분 및 제분율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4). Reduction분을 살
펴보면 R1분은 금강밀의 경우 2월 1일에 최고점을 보인 반면에 조경은 2월 14일에 최고치를 보였다. R2와 R3분의 경우 금
강밀에서는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미미한 감소가 있는 반면에 조경에서는 R2분의 급격한 감소와 R3분의 미미한 증가 경향
이 있었다. 제분율은 금강밀과 조경 모두에서 파종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점진적인 감소경향을 보였고, Bran은 점진적인 증
가를 보인 반면에 Short분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기복 있는 변화를 나타냈다.

Conclusion

남부지방에서 밀의 춘파재배시 최적 파종시기를 구명함으로써 안정적인 밀의 춘파재배 생산기술을 개발코자 수행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출수기 및 성숙기는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1주일에 1 - 2일씩 늦어졌으며, 출수기는 2월 14일 파종에 비

Table 3. Physico-chmeical properties of wheat grain according to different sowing time.

Sowing date Variety Crude
protein (%)

Particle
size (μm) Gluten (GI) Ash (%)

SDS sedime 
ntation
(mL)

Falling
number 
(sec)

Feb. 14 Jokyoung 13.3 71.1 95.2 0.37 75.8 187
Keumkangmil 14.6 77.1 87.8 0.33 71.7 267

Feb. 21 Jokyoung 14.0 67.9 91.8 0.37 72.0 221
Keumkangmil 15.2 76.0 93.8 0.35 70.8 281

Feb. 28 Jokyoung 13.3 71.4 94.6 0.41 65.3 254
Keumkangmil 14.6 80.2 96.2 0.39 63.8 335

Mar. 7 Jokyoung 13.7 73.3 95.0 0.39 73.3 326
Keumkangmil 14.9 75.5 94.3 0.42 68.5 433

Mean ± SD Jokyoung 13.6 ± 0.25 70.9 ± 2.43 94.2 ± 2.11 0.39 ± 0.01 71.6 ± 3.61 247 ± 12.9
Keumkangmil 14.8 ± 0.21 77.2± 3 .41 93.0 ± 3.28 0.37 ± 0.06 68.7 ± 3.24 329 ± 26.7

GI, Gluten index; SDS, sodium dodecyl sulphate.

Table 4. Compositions of wheat flour of wheat grain according to different sowing time. 
Sowing
date Variety

Break flour (%) Reduction flour (%)
Short (%) Bran (%) Flour 

milling (%)
Extraction time

(min)B1 B2 B3 R1 R2 R3
Feb. 14 Jokyoung 6.3 4.4 2.2 33.1 16.2 3.5 5.2 26.5 68.7 7.7

Keumkangmil 7.4 4.8 2.4 31.5 8.2 7.2 10.4 26.3 69.2 8
Feb. 21 Jokyoung 6.7 4.7 2 32.5 15.2 4.1 5.3 27.3 68.3 7.2

Keumkangmil 7.6 4.8 2.1 31.9 8.7 6.9 6.4 27 69.1 7.5
Feb. 28 Jokyoung 6.3 4.8 2.1 31.3 14.3 5.4 4.9 29 66.8 7.2

Keumkangmil 6.9 5 2.2 30 7.5 7 12 27.4 67.2 7.4
Mar. 7 Jokyoung 5.3 5.2 2.2 29.5 8.5 6.1 10.6 31.7 63.8 8.7

Keumkangmil 5.8 5.3 2.1 30 7.9 5.9 11.3 29.5 65 7.3
B1, B2, B3, flour break released the first, second, and third; R1, R2, R3, flour reduction released the first, 
second, and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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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3월 7일 파종에서 조경이 5일, 금강밀이 4일정도 늦었다. 파종기부터 출수기까지의 적산온도는 3월 7일 파종에서 900 - 
916℃로 가장 많았으며, 성숙기까지의 적산온도는 2월 14일 파종에서 1,492 - 1,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밀 품종의 종
실 특성을 살펴보면, 2월 14일 파종에서 천립중이 가장 높았으며,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크게 감소했으며 리터중도 약간 
감소하였다. 종자의 설립률은 파종이 빠를수록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3월 7일 파종시 설립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종실수
량은 금강밀의 경우 2월 21일 파종시 3.07 MT/ha, 조경의 경우 2월 14일 파종시 3.37 MT/ha으로 가장 높았으며, 두 품종 모
두 3월 7일 파종에서 수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밀가루 단백질 함량은 파종기에 따른 큰 변화가 없었으나, 회분함량은 금강
밀의 경우 파종기가 늦어질수록 증가경향을 보였다. 밀가루 글루텐 지수는 금강밀의 경우 2월 28일 파종에서 96.2를 보여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침전가는 2월 28일 파종에서 63.8 - 65.3 mL를 나타내어 가장 낮았다. 침강도(Falling number)는 파종
기가 늦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분율은 금강밀과 조경 모두에서 파종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점진적인 감소경향
을 보였고, Bran은 점진적인 증가를 나타냈다. 남부지역에서 밀 춘파재배시 파종에 적합한 시기는 출수기, 천립중, 설립률, 
수량성, 밀가루 품질특성 등 제반특성을 고려할 때 얼어있는 땅이 풀린 직후인 2월 14일 - 21일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2월이 경과하여 파종시에는 급격한 수량감소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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