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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품종의 출수생태 특성과 포장 출수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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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벼의 출수는 품종이 갖는 기본영양생장성과 감광성 및 감온성에 의해 결정되며, 품종이 가진 출수생태 특성은 재배환경에 따

라 출수 반응이 달라진다. 본 연구는 벼 품종육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품종 고유의 출수생태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 

자연포장 조건에서 나타나는 출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품종은 조생종 6품종, 중생종과 중만생종 각 3품종, 북한육성 3품종으로 총 15품종을 이용하였다. 벼 품종별 출수생태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인공기상실에서 Growth chamber를 이용하여 포트에 직파재배 하였다. 일

장은 평균기온 28℃ 조건에서 12, 13, 14, 15시간으로 처리하였으며, 기온은 일장 12시간 조건에서 22, 24, 26, 27℃로 처리하

였다. 기온 처리는 일교차를 8℃로 매시간 자동조절 하였다. 출수기는 각 처리에서 품종별로 최초의 이삭이 엽초에서 1/2 추출

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였다. 일장 12시간과 평균기온 28℃ 처리에서 품종별 출수기에서 30일을 뺀 기간을 기본영양생장기, 

일장 12시간 대비 14.7시간(추산식 활용)에서 출수지연 일수를 감광성, 평균기온 28℃ 대비 22℃에서 출수지연 일수를 감온

성으로 계산하였다. 포장에서 출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원 중부작물부 벼 재배시험 포장에서 5월 11일-7월 10일에 15일 

간격으로 5회 담수산파하고 처리별로 출수기를 조사하였으며, 품종의 출수생태 특성과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대부분 품종의 출수 소요일수는 일장이 15시간에서 14시간으로 짧아질 때, 평균기온이 22℃에서 24℃로 높아질 때 단축 정도

가 컸다. 기본영양생장성과 감광성 및 감온성 1요인에서만, 2요인에서만, 그리고 3요인 모두에서 차이를 보이는 품종 비교 조

합을 만들고, 이들 조합에서 포장 출수의 조만을 비교하였다. 1요인만 관여하는 경우 기본영양생장성이 큰 품종, 감광성이 큰 

품종, 감온성이 작은 품종이 포장 출수가 늦었다. 2요인만 또는 3요인이 관여하는 경우 포장 출수의 조만은 감광성에 의해 결정

되었으며, 감광성이 작은 품종에서 출수의 조만은 기본영양생장성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두 품종의 비교에서 나타난 이와 같

은 결과는 전체 시험품종과 감광성이 비슷하게 작은 9개 품종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파종시기가 늦을수록 감광

성의 영향은 적어졌다. 5월 11일과 6월 25일 대비 7월 10일 파종에서 출수 소요일수 감소 정도는 감광성이 큰 품종에서 많았고, 

감광성이 작은 품종에서는 6월 25일 대비 7월 10일 파종에서 출수 소요일수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증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

라에서 일반적인 시기에 벼를 재배하는 경우, 품종 출수의 조만은 기본영양생장성이나 감온성이 아니고 감광성의 크기에 따

라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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