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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ompare growth and yield performance for soil conditions at the 

Maize Genetics and Breeding Lab. 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waxy hybrid corn in the drained soil of paddy field showed higher fresh yield per 10a and 

100-kernel weight per plant than control. The average dry yield of drained and drainless soil were 

804kg/10a and 498kg/10a compared with a control (751kg/10a), respectively.

  The waxy hybrid corn in the drained soil also had better good stand and stay green 

characteristics than drainless soil condition, and showed moderately resistance to water stress and 

weed. Vegetational feature of weeds was characterized as the prevalence of Acalypha auatralis, 

Echinochloa crus-galli, Persicaria hydrpopiper in drained paddy soil and Persicaria hydrpopiper, 

Acalypha auatralis, Echinochloa crus-galli in drainless paddy soil, and Echinochloa crus-galli, 

Acalypha auatralis in upland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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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최근 식용옥수수의 소비가 증함에 따라 재배 

면  역시 1986년 약 8천 ha에서 1992년 7.8천 

ha, 2004년 17.1천 ha로 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농림부 2005). 한 농산물 시장 개

방으로  수입량이 증가와 국내  소비의 감소

로 국내 논농사의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이에 

한 체 작목 개발이 실한 실정에 있으며 건강

식품  고소득 작물로써 식용풋옥수수의 요성

이 부각되면서 식용풋옥수수 재배면 의 증가추

세이고 식용풋옥수수에 한 연구 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Lee et al., 2003, 2001, Lee et al., 

1997, Choe et al., 1993).

  재 재배되고 있는 부분의 옥수수는 단지 

밭토양에서 주로 재배되어 왔으나 재 일부 농

가에서는 밭토양에 고수익 작목 재배를 선호하고 

있어 옥수수의 재배면 을 늘리기 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실정에 있다. 이에 옥수수를 밭토양 뿐

만 아니라 논토양으로 재배면 을 확 하기 한 

시험연구는 무한 실정에 있으며 특히 답 윤환

시에 옥수수 생육  논에 발생하는 잡 에 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무한 실정이며 부분의 연

구는 단지 밭토양을 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Kang et el., 2005, Song et al., 1997), 잡 에 

의한 옥수수의 수량감소는 잡 의 도가 높을 

수록 그리고 발생이 빠를수록 크며 (Stoller et 

al., 1979, Knake and Slife 1969, Moolani et al., 

1964), 체로 옥수수의 시비량  재식 도가 

높을때 은 것으로 알려졌다 (Knake and Slife 

1969, Jorge and Staniforth 1961, Staniforth 1957). 

  옥수수는 생육 특성상 습해에는 약하지만 생

육기간 동안에 토양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

물이기 때문이고 밭토양에 재배하는 것보다는 비

교  수분공 이 양호한 논토양 조건에 따른 찰

옥수수를 재배 할 경우에 찰옥수수의 생육과 잡

발생에 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국내 보 인 찰옥수수

를 밭 토양 신 논 토양에 재배하여 논 재배에 

크게 우려되는 토양 조건에 따른 찰옥수수의 일

반 인 작물학 인 특성  수량 특성을 알아보

고 논 재배에서 배수 양호한 토양과 불량한 토양

에 발생하는 잡 에 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찰

옥수수의 재배확 를 한 기  자료로 이용하고

자 실시하 다.

Ⅱ. 재료  방법 

  본 시험은 학찰(연농1호) 교잡종 찰옥수수를  

휴간 70cm에 주간 30cm로 하여  5월 순에 밭

토양을 control로 하여 배수가 양호한 논과 불량

한 논토양으로 나 어 충남 학교 농업생명과학

학 부속농장에 종하 다.

  시비량은  질소, 인산, 가리를 10a당 성분비를 

20-10-10kg으로 체 질소의 반량은 기비로 하

고 나머지는 추비로 하 으며, 인산과 가리는 경

운시 량 기비로 사용하 다.

  병충해 방제는 생육 기에 조명나방 방제로 살

충제(이피엔 1,000배액) 1회와 생육 기에 후라

단 입제를 10a당 2kg을 살포하 으며, 한발기에

는 수에 의해 생육을 조장하 다.

  조사 항목은 작물학  특성인 간장, 착수고, 분

얼수, 엽폭, 엽장 등을 조사하 고 수량특성을 알

기 해 이삭길이, 이삭직경, 100립 , 생체수량 

등을 조사하 으며 한 이들 토양 조건에 따른 

잡 의 종과 건물수량을 조사하 다. 기타 비배

리는 농진청 옥수수 표  경종법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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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고찰

  학찰옥수수 교잡종의 간장은 밭토양에 재배

하 을 경우에 평균 220cm를 보 고 배수가 안

되는 논토양에서는 평균 184cm로 다소 작았고 

배수가 잘되는 논토양에서 재배한 찰옥수수는 밭

토양에서 재배한 찰옥수수 보다 작았지만 큰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와같은 상은 습해에 약

한 작물 의 하나인 찰옥수수가 밭토양 보다 논

토양에서 비교  배수가 불량하기 때문에 출아하

여 생장하는 생육기간 동안에 많은 스트 스로 

인하여 물질생산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단된다. 

착수고는 토양조건에 따른 차이는 인정되었지만 

밭토양과 배수가 잘되는 논토양에서의 유의한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엽장과 엽폭에 해서 토양 

조건별로 비교해 보면 control에서는 엽폭이 

10.8cm를 보 고 엽장은 90.5cm를 보 다. 한편 

배수가 양호한 논토양에서는 엽장에 95.4cm로 

가장 길었으며 배수가 불량한 논 토양에서 자란 

찰옥수수는 엽장이나 엽폭이 가장 작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볼 때 찰옥수수의 논재배시에 

가장 문제시 되는 요인으로 배수가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분얼 특성에 해 알아보면 분얼수

는 처리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control 보다 

배수가 불량한 논토양에서 다소 작았다. 

  이삭특성의 경우에 밭토양에서 자란 찰옥수수

Table 1.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waxy corn hybrids used in this experiment.

Soil conditions 
Stem height

(cm)

Ear height

(cm)

Leaf wide

(cm) 

Leaf length

(cm)

No. of tillers 

per plant (no.)

 Control 220a 92.8a 10.8a 90.5b 1.1a

 Drained paddy soil 212b 92.3a 9.9a 95.4a 0.8a

 Drainless paddy soil 184c 67.3b 9.0a 85.2c 0.1a

 Mean 205 84.1 9.9 90.4 0.7

의 이삭 건물  보다 배수가 양호한 논토양에서 

자란 찰옥수수의 이삭 건물 이 주당 47.8g를 보

여 작물학  특성과는 다른 결과를 보 다.

  이삭 두께에서도 역시 control구인 밭토양에 

29.1mm 보다는 배수가 양호한 논토양에서 

30.3mm로 가장 컸으나 배수가 불량한 논토양에

서는 오히려 가장 작은 특성을 보 다.

  100 립 에 해서는 밭토양이나 배수가 양호

한 논토양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배수가 불량한 

논토양이 오히려 10.7g를 보여 다소 작은 특성을 

보 다.

  총 건물수량에 해서 알아보면 밭토양에서는 

751kg/10a, 배수가 양호한 논토양에서는 804kg/10a, 

배수가 불량한 논토양에서는 498kg/10a로 배수

가 양호한 논토양에서 재배한 찰옥수수가 기존의 

밭토양에서 재배한 찰옥수수의 수량보다도 높고 

같은 논토양 에서도 배수가 불량하면 오히려 

밭토양에서 재배할 때 보다 수량이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토양조건에 따른 잡 의 건물수량을 비교한 결

과는 Fig. 1과 같다. 일반 으로 재배하는 밭토양

에서는 주로 피, 바랭이, 깨풀 등이 주요 종을 

이루었고 일부는 명아주와 바랭이가 발생하 지

만 배수가 잘되는 논토양에서는 깨풀이 우 종

을 보 다. 한편 배수가 안되는 논토양에서는 배

수가 잘되는 논토양과는 달리 깨풀이 우 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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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ear characteristics of the waxy corn hybrids. 

Soil conditions

 

                    Ear              100k.

 wt. 

(g)

Total 

Dry wt./10a

 (kg)
Diameter 

(mm)

Length

(cm)

Dry wt. 

(g)

  Control 29.1ab 19.3a 42.2ab 15.2ab 751b

  Drained paddy soil 30.3a 20.4a 47.8a 15.9a 804a

  Drainless paddy soil 25.3b 15.6b 21.7b 10.7b 498c

  Mean 28.23 18.43 37.23 13.93 684.33

Fig. 1. Dry weight of weeds(g/m2) emerged by the drained, drainless paddy and upland 

soil

지 않았고 여 , 피 등이 주로 많이 발생하 고 

가장 게 발생한 종은 매듭풀이었다. 발생한 

잡 의 형태  특성별로 보면 논토양에서는 엽

잡 , 화본과 잡  순으로 나타났고 밭토양에서

는 화본과 잡 가 많이 발생하 다. 이와같은 결

과로 미루어 보아 배수가 양호한 토양에서가 불

량한 토양보다 잡 가 게 발생하 고 논토양에

서는 잡  종이 부분 논잡 로 토양의 배수 

여부에 따른 종의 변화가 있었으며, 한 찰옥

수수의 생육도 잡 발생 여부와 종에 따라 달

라지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요

  토양 조건에 따른 찰옥수수를 재배시험 한 결

과 배수가 불량한 논토양이나 밭토양 보다는 배

수가 양호한 논토양이 옥수수의 생육도 다소 좋

은 편이었으며 수량 인 측면에서 보면 배수가 

양호한 논토양에 재배한 찰옥수수의 생체수량이 

804kg/10a로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는 

498kg/10a이나 밭토양에서 재배하 을 경우인 

751kg/10a 보다 수량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고, 

옥수수의 논 재배시 가장 많이 발생한 주요잡

의 종은 여귀, 깨풀, 피 등이었고 특히 배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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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토양보다는 불량한 논토양에서 옥수수를  

재배할 때 잡 의 발생이 많아 토양의 물리성이 

잡 의 발생  옥수수의 생육에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발생한 잡 의 형태  특성별로 

보면 논토양에서는 엽 잡 , 화본과 잡  순으

로 나타났고 밭토양에서는 화본과 잡 가 주로 

많이 발생하 다. 옥수수의 논 재배시 잇 으로

는 잡 의 발생이 밭재배보다 작았고 논토양이 

옥수수 재배에 알맞은 토양수분을 지니고 있어서 

지속 으로 옥수수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충분

히 지속 인 공 으로 수량이 높았고 논토양 

에서도 특히 배수가 잘되는 논토양이 밭토양에서 

재배하는 것보다도 잡 방제  수량 인 측면에

서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 기타 품질 인 

면에서 이들 간에 어떤 향을 주는지는 많은 연

구와 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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