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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 봄 파종 재배 시 생육 및 수량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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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유채(Brassica napus L.)는 우리나라의 남부에서 주로 경관용으로 재배되고 있으나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급 식용유의 생산을 위해 유채를 재배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유채는 동계작물로 가을에 파종하여 이듬해 봄에 개화하

고 수확하지만,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과 대량재배를 위해 밭작물인 유채가 대부분 논에서 재배되고 있어 겨울철 동해 및 습해

의 발생이 심하며,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이변에도 취약하여 파종시기의 조절 등의 재배법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유채를 봄에 

파종하여 재배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나 봄파종 재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봄파종 재배에 적합한 품종의 선발과 재배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유채를 봄에 파종, 재배하여 생육특

성 및 수량 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유채의 봄파종 재배는 ‘중모7001’, ‘탐미유채’, ‘탐라유채’ 등 국내 육성 3품종을 대상으로 2월 26일(남부지방, 무안)과 3월23

일(중부지방, 여주)에 파종기계를 이용하여 줄뿌림으로 파종, 재배하면서 발아기, 추대기, 개화기 및 결실기 등의 생육특성과 

주당협수, 협당립수, 천립중, 수량 등의 수량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유채의 일반적인 재배법은 가을에 파종하여 재배하며 월동 후 개화가 시작되는 시기(개화시)는 4월 10일 전후이나, 봄에 파종

(2월 26일, 무안)하여 재배할 때의 개화시는 조생종인 ‘탐미유채’와 ‘중모7001’은 파종 70일 후인 5월 8일부터 개화가 시작되

었고, 만종생인 ‘탐라유채’는 파종 78일 후인 5월 16일 부터 개화가 시작되어 약 8일정도 늦었다. 중부지방인 여주(3월 23일 

파종)에서도 조생종인 ‘탐미유채’와 ‘중모7001’이 5월 28일부터 개화가 시작되어 파종 66일후에 개화가 시작되었고, 만생종

인 ‘탐라유채’는 파종 72일(6월 3일 개화)에 개화하여, 6일정도 늦게 개화하였다. 결실기는 무안에서 ‘탐미유채’와 ‘중모7001’

이 6월 4일, ‘탐라유채’가 6월 15일 이였으며, 여주에서는 ‘탐미유채’와 ‘중모7001’이 6월 15일, ‘탐라유채’가 6월 20일로 나타

났다. 유채의 생육은 가을 파종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약간 저조하였으며, 경장은 무안포장에서 ‘탐미유채’ 166 cm, ‘중

모7001’ 157 cm 그리고 ‘탐라유채’가 164 cm이였고, 여주의 경우 ‘탐미유채’가 132.1 cm, ‘중모7001’ 143.2 cm 그리고 ‘탐라

유채’가 124,7 cm로 무안에 비해 여주의 생육이 좋지 않았다. 종실수확은 손수확이 가능한 시기를 기준으로 가을파종 재배 유

채는 6월 10일에 (손)수확을 하였고, 무안에서의 봄파종 재배유채의 수확은 6월 28일과 여주는 7월 4일에 각각 수확하여, 각각 

파종 후 122일과 103일 후에 수확이 가능하였다. 종실 수량은 무안에서 조생종인 ‘탐미유채’와 ‘중모7001’이 각각 10a 당 168 

kg과 164 kg으로 비슷하였고 만생종인 ‘탐라유채’의 수량은 84 kg이였다. 여주는 ‘탐미유채’, ‘중모7001’, ‘탐라유채’의 수량

이 각각 154 kg, 193 kg, 107 kg이였으며, 이는 가을 파종재배 시 종실수량의 60~80% 수준이였다. 본 연구결과 유채 봄파종에 

적합한 품종은 조생종인 ‘탐미유채’와 ‘중모7001’이였으며, 봄파종 안장 재배법이 확립되어 종실수량을 증가시키면 가을파

종 재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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