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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쌀가루 전용 품종의 이앙시기별 생육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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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쌀 재고량 증가와 소비하락으로 농촌진흥청에서는 Top 5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하고자 한다. 쌀

가루는 연질과 분질로 나뉘는데 연질은 습식 제분으로 가공되어 가공 단계와 단가가 상승하는 어려움이 있다. 분질은 건식 제

분으로 현행 밀가루 제분기로 가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분질미는 수발아에 약한 특성이 있어 등숙기 강우가 지속되는 시기를 

회피하고 품종별 충북지역에 적합한 이앙시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충북지역 쌀가루 전용 품종의 이앙시기별 생육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충북농업기술원내 포장과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농가 

포장에서 수행하였으며 공시품종은 조생종 수원542호, 중만생종 한가루, 통일형 중만생종 신길과 대조 품종으로 설갱을 사용

하였다. 두 지역에서 모두 5월 20일, 5월 30일, 6월 10일, 6월 20일에 각각 이앙하였고, 재식거리는 30×15cm로 손이앙 하였다. 

기상요소, 생육특성,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 현미로 도정하여 수발아율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생육특성은 조생종인 수원542호를 제외한 중만생종인 설갱, 한가루, 신길은 영양생장시기가 줄어들

기 때문에 5월 30일 이앙부터 간장이 작아지고, 주당수수도 적어지는 경향이었다. 출수기는 청주지역보다 보은지역에서 품종

에 따라 1일에서 5일 가량 빠른 경향이었다. 출수 후 40일간 평균기온은 품종별로 청주에서는 설갱 20.9~22.8℃, 한가루 

21.0~23.7℃, 수원542호 23.0~25.3℃, 신길 20.4~23.2℃의 범위였으며, 보은에서는 설갱 18.5~21.0℃, 한가루 18.9~22.8℃, 

수원542호 20.9~23.8℃, 신길 18.5~22.0℃로 등숙에 적합한 평균기온 21~23℃를 기준으로 살펴본 적합 이앙시기는 청주지역

에서 설갱 5월 20일~6월 20일, 한가루 5월 30일~6월 20일, 수원542호 6월 20일 이후, 신길 5월 30일~6월 10일, 보은지역에서 

설갱 5월 20일, 한가루 5월 20일~30일, 수원542호 5월 30일~6월 20일, 신길 5월 20일~30일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6월 20일 이앙 시 조생종인 수원542호를 제외한 모든 품종의 등숙비율이 낮았다. 10a 당 쌀수량은 두 지역 모두 통일형 쌀가루 

품종인 신길이 526~749kg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생종인 수원542호를 제외한 모든 품종이 5월 20일 이앙에서 수량이 가장 많

았고,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분질미 수원542호는 청주에서 이앙시기가 늦을수록 수량이 증가하였으

며 6월 20일 이앙 시 445kg으로 5월 20일 이앙보다 29%가 증가하였다. 보은에서는 6월 10일 이앙 시 567kg으로 가장 많았으

며 5월 20일 대비 36%가 증수하였다. 수발아는 연질미보다 분질미인 수원542호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앙시기별 뚜렷한 

경향은 없었으나 4.3~15.0%가 발생하였다. 특히 수확 15일전 상대습도와 수발아율은 r=0.93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연구사업(과제번호: PJ01296004)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저자: Tel. 043-220-5552, E-mail. metmega@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