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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풍찰수수의 콤바인 수확을 위한 적정 재식밀도 및 질소시비량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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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수수는 재식밀도에 따라 키의 차이가 크며, 토양의 비옥도가 낮거나 질소시비량이 부족하면 줄기가 약해지고 키가 커지는 특

성이 있다. 수수의 키가 자탈형 콤바인 수확 한계 높이인 1.8m를 초과하면 예취부 걸림, 탈곡부 막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콤바인 기계수확이 어려워진다. 남풍찰수수는 분얼이 발생하면 주경과 분얼경 사이의 성숙기가 달라 동시 수확 시 품질이 떨

어지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남풍찰수수의 기계수확에 적합한 재식밀도와 그 재식밀도에서 적정 질소시비량을 설정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품종은 남풍찰수수를 사용하였고, 적정 재식밀도를 구명하기 위하여 2015년과 2016년에 재식본수(주구)는 1주1본과 1

주2본, 재식거리(세구)는 60×20, 70×15, 70×20, 70×25, 70×30cm로하여 분할구배치법 3반복으로 처리하였다. 시비량은 10

당 N 10kg, P2O5 7kg, K2O 8kg를 전량 기비로 시용하였고, 6월12일에 파종하여 고휴 1열로 무피복 재배하였다. 질소시비량 

설정 시험은 2016년과 2017년에 재식밀도(주구)는 1주1본 70×15cm와 1주2본 70×25cm, 질소시비량(세구)은 0, 5, 7.5, 10, 

12.5, 15kg/10a로 분할구배치법 3반복으로 처리하고 P2O5와 K2O는 각각 7, 8kg/10a를 전량 기비로 시용하여 6월12일에 파종

하였고 고휴 1열로 무피복 재배하였다. 재식밀도 및 질소시비량이 수수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확

기에 간장, 수장, 경태, 수당립수, 립중, 수량, 분얼수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주1본에서는 재식거리가 넓어질수록 경장은 감소하였고, 경태는 증가하였으며, 수량은 70×15cm에서 614kg/10a로 최대였

다. 분얼은 70×15cm에서 주당 0.20개로 최소였다. 1주2본에서는 재식거리가 넓어질수록 경장은 감소하여 70×25cm에서 

175cm로 콤바인 수확 가능 높이 인 180cm보다 작아졌다. 경태는 굵어져 70×25cm에서 21.75mm로 최대가 되었다. 수량은 

재식거리가 넓어질수록 감소하였다. 분얼 발생은 70×25cm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70×30cm에서 0.44개로 급증하였다. 표

준 재식밀도(1주1본, 60×20cm)와 비교하면 1주1본 70×15cm에서 경장은 174cm로 수량은 23% 증가하였고, 분얼 발생은 

38% 억제되었다. 1주2본 70×25cm에서 경장은 175cm, 수량은 21% 증가하였고, 분얼 발생은 66% 억제되었다. 적정 질소시

비량 시험에서는 1주1본 70×15cm에서 1주2본 70×25cm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태는 가늘어졌으며 수당립수는 적어졌고, 수

량은 감소하였다. 재식밀도 1주1본 70×15cm에서 질소시비량의 증가에 따라 경장은 173〜181cm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으며, 수량은 7.5에서 12.5kg/10a까지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575〜596kg/10a 범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재식밀도 1

주2본 70×25cm에서 질소시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장은 12.5kg/10a에서 162cm로 최소가 되었고, 수량은 10, 12.5kg/10a에

서 538, 530kg/10a으로 최대가 되었다. 남풍찰수수의 기계수확에 중요한 생육특성인 경장과 분얼발생을 고려하면 남풍찰수

수의 콤바인 수확을 위한 적정 재식밀도 및 질소시비량은 1주2본 70×25cm, 12kg/10a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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