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쌀을 오래 전부터 주식으로 삼아왔던 민족이

다. 쌀은 예로부터 탄수화물의 에너지원으로 밥으로 주로 

섭취하였으나, 최근 육류와 밀가루 등의 소비 증가, 서구화

된 식습관과 쌀 대체식품 및 즉석 가공식품 등 먹거리의 다

양화로 인하여, 1인당 연간 소비량은 61 kg으로 급감되었

다(MAFRA, 2019). 대가족 가구에서는 쌀의 구입 빈도가 

잦아 소비를 높이는 요인이지만 1인 가구의 증가는 쌀 소

비를 위축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Jeon & Ahn, 2016). 현재 우리나

라에서는 수입쌀, 묵은 쌀을 이용해서 가공용 제품을 만들

고 있으나 묵은 쌀은 표면의 단백질 산화로 이화학적 변형

을 일으킬 수 있고, 7% 정도 표면을 제거해야 일반미와 비

슷해지기 때문에 가공용 쌀가루로 적합하지 않다(Ohno & 

Ohisa, 2005; Ohno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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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ce consumption in Korea has been decreasing as the eating habits of the Korean people have diversified with 

rapid economic growth. Recently, floury endosperm rice cultivars were developed to boost rice consumption and replace wheat 

flour consumption with rice flour, which is vulnerable to viviparity under wet weather during the grain-filling stage because of its 

loosely packed starch granule structures. To overcome this limitation, it is necessary to find a suitable rice transplanting date to 

produce high-quality rice flour by altering the heading ecology type and changing the cultivation time by region. We examined 

four floury endosperm rice cultivars (FERC) in the Cheongju (central plain area) and Boeun (mid-mountainous area) regions of 

Korea from 2017 to 2019. Of the FERCs, the mid-late maturing types (MMT) Seolgaeng (SG), Hangaru (HGR), and Shingil 

(SGL) exhibited high yield and yield components after transplanting May 30 in both regions; the early maturing type (EMT) 

Garumi 2 (GRM2) also exhibited high yield after transplanting June 20 in Cheongju. In addition, MMTs showed the same 

tendency as the characteristics shown in Cheongju when grown in the Boeun region, and EMT displayed high yield and yield 

components after transplanting June 10. The FERCs could easily present pre-harvest sprouting in the rainy season during the 

grain-filling stage after 20 days post-heading because the mean temperature and frequency of more three-day rainfalls have 

increased over the last 5 years from the previous annual averages. Viviparity of HGR and GRM2 decreased as the transplanting 

date was delayed, with decreases of 2.3%–4.6% in HGR and 11.9%–23.1% in GRM2 according to the region. SGL was generally 

resistant to viviparity because of the Tongil type. To minimize pre-harvest sprouting and produce high yield of rice flour in the 

Chungbuk province, the most suitable transplanting time was the end of May in MMT and the middle and end of June in E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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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니가타 현에서는 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밀

가루 소비량의 10%를 쌀가루로 바꾸는 R10 프로젝트(Rice 

flour 10% project)를 진행하였고, 2020년에는 일본의 쌀가

루 소비량을 39,000톤으로 전망하였다(Yoshii et al., 2011; 

JRFA, 2020). 일본 정부는 2017년에 쌀가루 제품의 보급을 

위해 용도별 가공적성에 관한 ‘쌀가루의 용도별 기준’을 마

련하였고(MAFF, 2017), 2015년에는 학교급식에 쌀가루로 

만든 빵을 도입하여 70%의 학교에 공급하여 10년 만에 51%

가 성장하였다(Ichikawa, 2017). 우리나라가 매년 소비하는 

밀가루는 230만 톤 정도로(MAFRA, 2019), 이 중 10% 이상

을 쌀가루로 대체하면 쌀 재고량 해소와 수입 밀가루를 대

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돌연변이를 유기시켜 심백과 밀가루 같은 유백

미 돌연변이는 배유의 전분 화합물을 느슨하게 채우는 것

에 의해 발생되어 경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양한 육종자

원으로 활용되고 있다(Satoh & Omura, 1981). 유백미 돌연

변이 계통은 낮은 전분손상과 입자크기로 가공적성에 알맞

고, 낮은 호화온도와 높은 최종점도, 광범위한 치반점도로 

쌀가루 가공에 적합하다(Ashida et al., 2009; Ashida et al., 

2010). 최근 이러한 돌연변이 후대 계통들은 남일벼, 동진벼, 

고시히카리, 니폰바레 등 품종에 MNU(N-methyl-N-nitrosourea), 

EMS(ethyl methane sulfonate), gamma-ray, SA(sodium azide) 

등의 돌연변이원을 이용하여 유전적 분석을 통해 flo-1, flo- 

2, flo6, flo16 등 쌀가루에 적합한 다양한 돌연변이체를 만

들고 있다(Kang et al., 2005; She et al., 2010; Jeung & Shin, 

2011; Mo & Jeung, 2020). 이러한 품종 및 계통의 경도는 

일반미보다 낮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습식제분보다 가공 단

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건식제분에 적합한 쌀가루용 

품종으로 육성하고 있어 수입 밀가루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Mo et al., 2013; Kwak et al., 2017; 

Won et al., 2019).

일본에서는 글루텔린 함량, 입자크기와 전분손상도에 따

라 활용도를 구분하여 1호 적합 유메후와리(ゆめふわり), 2

호 적합 코나다몬(こなだもん), 3호 적합 다수확 품종 기타

미즈호(きたみずほ), 후쿠노코(ふくのこ), 미즈호치카라(ミ

ズホチカラ) 등을 품종별로 3~4 지역의 재배적지를 정하여 

생산하고 있다(Ohta et al., 2015; Sato et al., 2017; MAFF, 

2017).

특히 우리나라는 8~9월 늦장마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쌀

가루 품종들은 배유 전분이 치밀하게 축적되지 못하기 때

문에 등숙기 강우가 지속되면 수발아가 많이 발생되어 가

공적성이 현저하게 낮아진다(Mo et al., 2013). 

본 시험은 쌀가루용 품종 재배 시 수발아를 회피하고, 충

북지역의 품종별 재배적기를 구명하여 우수한 품질의 쌀가

루 생산을 위한 농가 표준재배 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수

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 재료 및 시험 장소

본 시험은 중부내륙 평야지인 충북 청주의 충북농업기술

원 연구포장(36°43'N, 127°28'E, 해발 39 m)과 중부 중간지

인 보은의 농가포장(36°26'N, 127°44'E, 해발 150 m)에서 

시험하였다. 시험품종은 중만생종인 설갱, 한가루, 신길과 조

생종인 가루미 2를 이용하였으며, 중만생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조생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간 재배하였다.

재배방법

종자소독은 60°C에서 10분간 온탕침지 후 prochloraz 유

제로 32°C에서, 48시간 동안 소독하였다. 이앙하기 30일 

전 파종하여 못자리 육묘를 하였으며, 재배지대별 이앙시

기는 중부평야지인 청주에서 중만생종은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조생종은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부 중

간지인 보은에서는 조생종과 중만생종 모두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 간격으로 4회 손이앙하였다. 재식거리

는 30 × 15 cm로 주당 3본씩 식재하였다.

생육,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과 수발아 조사 

출수기는 시험구 40~50%의 포기가 출수에 이른 날로 하

였다. 출수 후 20일에 간장, 수장, 수수를 반복 당 20주, 수

당립수는 3주를 선정 후 채취하여 조사하였다. 등숙비율은 

비중이 1.06인 소금물에 수선하여 백분율로 구하였고, 정조

수량은 100주를 예취하여 정조중을 측정하고 10 a로 환산

하였다. 제현율은 1 kg의 시료를 시험용현미기(Mini rice 

huller, Otake FC2K,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10 a 당 

현미수량을 구하였다. 수발아율은 도정한 현미의 쌀눈에서 

1 mm 이상 자라난 것을 수발아로 산정하여 100립씩 조사

해 구하였다.

기상분석

기상청 날씨누리의 누리집을 이용하여 1981년부터 39년

간 청주와 보은의 평균기온과 3일 이상 강우 빈도를 8월 중

순부터 10월 상순까지 순기별로 10년 간격으로 조사하여 

평균값을 구하였고, 과거 데이터와 2015년부터 2019년까

지 최근 5년간 자료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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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

생육 및 수량 등은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에 의하

여 조사하였으며, 각 항목의 평균치간의 유의성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하

여 5% 유의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충북지역 벼 재배지대와 이앙시기별 생육,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

충북지역에서 쌀가루 가공용 벼 품종의 이앙시기가 생육 

및 수량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은 Tables 1 및 2와 같다. 

중부평야지 청주지역에서 조생종과 중만생종의 출수기는 

이앙시기가 늦어도 8월 하순 이전에 모두 출수되었고, 3년

간 출수 후 40일간 평균기온을 살펴보면 적산온도 880°C

를 기준으로 8월 20일경이므로, 과거 평년(`81~`10)보다 10

일 정도 출수한계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ee et al., 2014). 중만생종의 생육은 이앙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 통일형 품종 신길은 6월 10일 이앙 이후

는 지엽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등숙률을 낮추는 요인

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인디카형은 등숙온도

(출수 후 40일간 평균기온)가 21°C보다 낮으면 완전등숙이 

어려우므로 늦게 이앙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Ahn, 1973). 

중만생종 이앙시기가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수

당립수, 등숙률, 제현율과 같은 수량구성요소가 가장 높았

고, 출수 후 40일간 평균온도도 자포니카형 등숙적온인 21~ 

23°C의 범위였으나, 6월 20일 이앙은 감소되는 경향이었

다. 현미천립중은 설갱은 이앙시기가 늦을수록, 한가루는 5

월 30일 이앙, 신길은 5월 30일 이후 이앙에서 가장 무거웠

다. 이는 출수생태형별로 중생종과 중만생종은 적정 이앙

시기에 수당립수, 등숙률과 현미천립중이 가장 높다고하여 

비슷한 경향이었다(Choi et al., 2005). 

조생종은 6월 30일 이앙에서 등숙온도가 23°C였고, 다른 

Table 1. Effect of different transplanting date on the growth characteristics and yield components of floury endosperm rice 

cultivars in the Cheongju region, a central plain area.

Cultivar†
Trans-

planting 

date

Heading 

date

MTDAH‡

(°C)

Culm length

(cm)

No. of 

panicles

/hill

No. of 

spikelets/

panicle

Percent 

ripened 

grain

(%)

Brown rice 

recovery

(%)

1,000 grain 

weight

(g)

SG

May 20 Aug. 17 23.3 70a¶ 13a 118a 94.5ab 78.4b 21.7b

May 30 Aug. 21 22.9 68a 14a 112ab 94.4ab 81.6a 21.5b

June 10 Aug. 24 22.3 66b 13a 106b 95.7a 81.6a 21.7b

June 20 Aug. 30 21.2 67a 14a 102b 93.4b 78.4b 22.4a

HGR

May 20 Aug.  8 24.9 65a 12a  79b 90.5b 78.9a 33.9b

May 30 Aug. 16 24.4 64a 11b  87a 94.4a 80.7a 35.2a

June 10 Aug. 21 22.9 67a 11b  79b 94.6a 81.1a 34.5ab

June 20 Aug. 26 21.8 68a 12a  78b 91.1b 79.4a 34.7ab

SGL

May 20 Aug. 11 24.5 69a 14a 160a 83.9a 75.3a 20.1b

May 30 Aug. 15 23.9 69a 13a 153ab 83.1a 77.1a 21.0a

June 10 Aug. 22 22.5 68a 13a 150ab 82.0ab 76.5a 21.4a

June 20 Aug. 30 20.9 66b 13a 140b 77.6b 76.2a 21.4a

GRM2*

May 30 Jul.  29 27.8 71b 11a 125a 91.0b 69.2b 19.7c

June 10 Aug.  7 26.2 72ab 12a 120a 88.7c 73.2ab 20.7b

June 20 Aug. 14 24.5 75a 13a 119a 92.9a 75.2ab 21.4ab

June 30 Aug. 21 23.0 76a 12a 124a 92.1ab 77.5a 22.0a

†SG : Seolgaeng, HGR : Hangaru, SGL : Shingil, GRM2 : Garumi 2
‡MTDAH : Mean temperature 40 days after heading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and Duncan’s test, p<0.05
*early maturing type, examined in 2018 an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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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시기보다 수량구성요소가 가장 높았는데, 등숙률, 제현

율과 현미천립중은 이앙시기가 늦을수록 증가되는 경향이

었다. 벼는 출수기와 초기 등숙기에 고온에 직면하면 쌀수

량과 단위면적당 바이오매스가 줄어드는데, 자포니카형은 

온도가 증가될수록 완전미는 줄어들고, 미숙립이 많아지므

로 이러한 재배환경 조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

다(Peng et al., 2004; Ali et al., 2019; Kim et al., 1996). 

중부중간지인 보은지역은 청주와 같은 이앙시기에도 등

숙온도가 낮았으며,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그 차이가 더

욱 커졌다. 이앙시기별 수량구성요소는 중만생종은 5월 20

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생종은 6월 10일과 6월 20일에 이

앙한 것이 가장 양호하였다. 경북지역에서 중만생종인 설

갱, 한가루 및 신길 재배 시 이앙시기가 6월 20일로 늦어질

수록 등숙률과 제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하였는데, 그 차이

는 벼 재배지대의 영향으로 생각되었으며(Han et al., 2018), 

충북지역 내에서도 벼 재배지대에 따라 같은 재배방법에도 

차이가 발생하여 청주와 보은에서 중만생종은 10일 정도 

차이를 두고 재배하는 것이 알맞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앙시기에 따른 지역별 쌀가루 품종의 10 a 당 현미 생산

량은 Fig. 1과 같다. 청주지역에서 설갱은 이앙시기별 468~ 

503 kg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중만생종 한가루와 신길

은 5월 30일 이앙에서 각각 496 kg과 602 kg으로 가장 많

았다. 통일형 품종인 새미면의 최적 등숙기 평균기온은 출

수 후 40일 평균기온이 24°C로 신길의 5월 30일 이앙한 신

길의 23.9°C와 비슷한 결과였다(Bae et al., 2018). 조생종 

가루미 2는 6월 20일 이앙에서 474 kg으로 가장 높았으나, 

6월 30일 이앙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조생종 가루

미 2는 이앙시기가 이를 경우 자포니카형의 적정 등숙온도

보다 높아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이 낮았다는 보고와 같았

다(Lee et al., 2015a). 보은지역에서도 청주와 10 a 당 현미

수량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중만생종은 5월 30일 이앙, 

조생종은 6월 10일 이앙에서 가장 높아 비슷한 경향을 보

였다. 등숙온도의 상승은 수량구성요소 중에서도 출수생태

형에 관계없이 등숙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Table 2. Effect of different transplanting dates on the growth characteristics and yield components of floury endosperm rice 

cultivars in the Boeun region, a mid-mountainous area.

Cultivar†
Trans-

planting 

date

Heading 

date

MTDAH‡

(°C)

Culm length

(cm)

No. of 

panicles

/hill

No. of 

spikelets/

panicle

Percent 

ripened 

grain

(%)

Brown rice 

recovery

(%)

1,000 grain 

weight

(g)

SG

May 20 Aug. 13 22.4 76a¶ 16a  97b 93.8a 81.1a 21.6bc

May 30 Aug. 18 21.3 78a 15ab 106a 92.6a 81.4a 21.4c

June 10 Aug. 24 20.0 80a 14b 103ab 91.5ab 81.9a 22.3ab

June 20 Aug. 30 19.5 70b 15ab 109a 89.3b 81.3a 22.8a

HGR

May 20 Aug.  5 23.8 76a 12a  88a 91.5a 82.6a 35.3a

May 30 Aug. 12 22.7 75a 13a  84a 89.3a 82.3a 34.4ab

June 10 Aug. 19 20.9 75a 11b  78a 90.1a 82.4a 33.8b

June 20 Aug. 25 20.0 71a 12a  83a 90.0a 82.1a 34.2ab

SGL

May 20 Aug.  7 23.4 78a 15a 135a 90.9a 78.8a 22.8a

May 30 Aug. 13 22.4 79a 15a 134a 89.4a 79.2a 21.7bc

June 10 Aug. 22 20.5 75a 15a 122b 82.8b 78.9a 22.2b

June 20 Sep.  2 18.9 64b 14b 130ab 71.9c 78.6a 22.0c

GRM2*

May 20 Jul.  25 26.3 71c 11c 113b 90.8b 69.2c 19.2c

May 30 Jul.  29 25.9 73bc 13a 123ab 93.0a 70.6bc 20.3b

June 10 Aug.  8 24.0 80a 12b 130a 91.3a 73.6ab 21.7a

June 20 Aug. 16 22.0 75ab 11c 128a 92.6a 75.8a 22.0a

†SG : Seolgaeng, HGR : Hangaru, SGL : Shingil, GRM2 : Garumi 2
‡MTDAH : Mean temperature 40 days after heading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by analysis of variance and Duncan’s test, p<0.05
*early maturing type, examined in 2018 an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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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조건일수록 수량이 적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시험

과 비슷한 경향이었다(Lee et al., 2015b).

충북지역 기상변화에 따른 쌀가루 품종의 수발아 발생 특성 

및 최적 이앙시기

충북지역 청주와 보은의 8월 중순부터 10월 상순까지 최

근 5년과 지난 30년과의 10일간 평균온도와 3일 이상 강우 

빈도의 비교는 Fig. 2와 같다. 벼에 수발아가 발생하면 수

량과 품질이 급격하게 저하된다. 품종과 출수생태형에 따

라 차이가 있으나, 수발아는 수정 후 18~20일에 시작되고 

27일 후에는 급격하게 증가되는데, 이때의 환경조건은 평

균기온이 15~25°C, 강우가 3일 이상 지속될 경우라고 하였

다(Takahashi, 1980; Suh & Kim, 1994; Kim et al., 2008; 

Park & Kim, 2009; Kang et al., 2018). 청주와 보은지역은 

최근 5년간 8월 중순부터 10월 상순까지 평균기온이 평년

(`81-`10)보다 높아졌다. 청주와 보은 모두 8월 하순에는 증

가폭이 적었으나, 8월 중순과 9월 상순부터 10월 상순까지

는 최소 0.6°C, 최대 2.4°C가 높아졌다. 출수 20일 후인 8

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 3일 연속 강우 빈도도 평년보다 

8월 하순 청주와 보은 각각 1.6회와 1.8회 및 9월 상순 1.0

회가 증가되어 최근 들어 수발아가 발생이 많아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주와 보은지역의 이앙시기에 따른 수발아 발생률은 

Fig. 3과 같다. 청주지역의 수발아 발생률은 설갱은 이앙시

기가 늦어질수록 증가되었는데, 이는 출수 후 적산온도가 

증가될수록 수발아성이 높다는 결과와 같았다(Kang et al., 

2018). 한가루는 이와 대조적으로 7.3%에서 2.7%로 낮아

지는 경향이었다. 신길은 통일형 품종으로 다른 품종보다 

수발아에 강하였고, 이앙시기에 따른 영향은 없었다. 가루

미 2는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13.2%에서 1.3%로 감소되

었다. 한가루와 가루미 2는 이앙시기가 늦을수록 수발아 발

생률이 감소되었고, 통계적으로도 고도로 유의하였다. 보은

Fig. 1. Comparison of brown rice yield of floury endosperm rice cultivars as affected by different transplanting dates in the 

Cheongju (A) and Boeun (B) regions.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by analysis of variance and Duncan’s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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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도 수발아 발생률의 차이가 있었으며, 청주와 같

은 경향이었다. 쌀가루 전용 품종은 수발아에 취약한 특성

이 있고, 수발아는 등숙기 기상 조건에 따라 발생 양상이 

다르므로, 유전적 특성과 환경 조건의 상호작용에 많은 영

향을 받는다(Mo et al., 2013; Ishii, 2017; Sato et al., 2017; 

Kang et al., 2018). 수발아 발생이 가능한 출수 20일 후 등

숙환경에서 15~25°C의 평균온도와 재배시기가 늦어질수록 

3일 이상 강우 빈도가 줄어드는 조건을 고려했을 때, 한가

루와 가루미 2 품종은 이앙시기를 늦추면 수발아 발생률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품종과 이앙시기에 따른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과 수발아 

발생과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설갱은 청주에서는 

수발아 발생, 보은에서는 주당수수와 등숙률에 유의하였고, 

한가루는 청주에서 수발아 발생, 보은에서 주당수수와 수

발아 발생, 신길은 청주에서는 등숙률과 현미수량, 보은에

서는 주당수수와 등숙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가루

Fig. 2. Changes in mean temperature over 10 days and frequency of more three-day rainfalls over the last three decades and 

the last five years in the Cheongju (A) and Boeun (B) regions.
1)M AUG : Middle 10 days of August, 2)L AUG : Last 10 days of August, 3)F SEP : First 10 days of September, 4)M SEP : 

Middle 10 days of September, 5)L SEP : Last 10 days of September, 6)F OCT : First 10 days of October
*Mean temperature
†Parentheses indicate the frequency of more than three days of rain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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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는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과 수발아 발생과 통계적으로 

고도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부평야

지에서 조생종과 중생종은 6월 중ㆍ하순에 이앙할 때 완전

미 수량과 수량구성요소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본 시험과 

비슷한 경향이었다(Yang et al., 2018; Yang et al., 2019). 

현미수량과 수발아 발생을 회귀추정하여 산정한 품종과 

지역별 적정 이앙시기는 Fig. 4와 같다. 청주지역에서는 설

갱은 6월 4일, 한가루는 6월 8일, 신길은 5월 31일, 가루미 

2는 6월 19일이었으며, 보은지역에서는 설갱은 5월 29일, 

한가루는 5월 28일, 신길은 5월 30일, 가루미 2는 6월 7일

로 분석되었다. 일본에서는 쌀가루와 면용 쌀가루의 가공 

용도에 따라 훗카이도지역은 기타미즈호(きたみずほ), 호

Fig. 3. Regression analysis between viviparity ratio and different transplanting dates of floury endosperm rice cultivars in the 

Cheongju (A) and Boeun (B) regions.
†SG : Seolgaeng, HGR : Hangaru, SGL : Shingil, GRM2 : Garumi 2
‡ns : not significant, *, **, and ***, significant at P = 0.05, P = 0.01, and P = 0.001, respectively.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by analysis of variance and Duncan’s test, p<0.05 

Table 3. Significance of correlations between transplanting date and the yield, yield components, and viviparity of floury 

endosperm rice cultivars in the Cheongju and Boeun regions of the Chungbuk province. 

Division
Seolgaeng Hangaru Shingil Garumi 2

NPH‡ PRG BRR BRY V NPH PRG BRR BRY V NPH PRG BRR BRY V NPH PRG BRR BRY V

TD†
CJ ns¶ ns ns ns * ns ns ns ns ** ns * ns * ns ns * * *** ***

BE * ** ns ns ns * ns ns ns ** ** *** ns ns ns ns ns *** *** **

†TD : Transplanting date; CJ : Cheongju; BE : Boeun
‡NPH, number of panicles per hill; PRG, percent ripened grain; BRR, brown rice recovery; BRY, brown rice yield; V, viviparity 
¶ns : not significant, *, **, and ***, significant at P = 0.05, P = 0.01, and P = 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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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코(ほしのこ), 혼슈지역은 유메후와리(ゆめふわり), 아

미찬마이(あみちゃんまい), 코시노카오리(越のかおり), 규

슈지역은 후쿠노코(ふくのこ), 코나다몬(こなだもん) 등을 

재배 적지로 선정하였으며(MAFF, 2017), 경북지역에서는 

아밀로스와 단백질 함량을 고려한 설갱, 한가루와 신길의 5

월 하순 이앙을 추천하였는데, 이는 본 시험과 비슷한 경향

이었다(Han et al., 2018).

Fig. 4. Regression estimate of optimum transplanting dates to produce high yield and minimize viviparity of floury endosperm 

rice cultivars in the Cheongju (A) and Boeun (B) regions.
†SG : Seolgaeng, HGR : Hangaru, SGL : Shingil, GRM2 : Garumi 2, BRY : brown rice yield, V : viviparity
‡ns : not significant, * and ***, significant at P = 0.05 and P = 0.001, respectively.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s by analysis of variance and Duncan’s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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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

최근 쌀 소비 감소에 따라 밀가루 소비를 쌀가루로 바꾸

기 위해 쌀가루 전용 품종을 개발하였으나, 지역과 품종별 

재배방법 구명 및 취약한 수발아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재

배방법을 구명하기 위해서 중만생종인 설갱, 한가루, 신길

과 조생종인 가루미 2를 충북지역 청주와 보은의 시험연구

포장에서 3년간 시험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주지역에서는 중만생종인 설갱, 한가루와 신길은 5월 

30일 이앙에서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이 가장 높았으며, 

조생종 가루미 2는 6월 20일 이앙에서 가장 높았다. 출

수 후 40일간 평균온도는 22~24°C로, 자포니카 및 통일

형 품종 등숙조건에 적정하였다. 보은지역에서도 청주와 

비슷한 경향이었고, 가루미 2는 6월 10일 이앙에서 가장 

높았다.

2. 출수 20일 후에 직면하는 8월 중순부터 10월 상순까지 

최근 5년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증가되었고, 지역별로 

조생종 등숙시기인 8월 중순에는 1.2~1.9°C, 중만생종 

등숙시기인 9월 상 ․중순에 0.6~2.0°C가 증가되었다. 3

일 이상 강우 빈도도 8월 하순은 1.6~1.8회, 9월 상순은 

1.0회가 각각 많아져, 기존 이앙시기에서 쌀가루용 품종

의 수발아 발생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한가루와 가루미 2의 수발아 발생률은 청주와 보은지역

에서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감소되었으며, 통일형 신길

은 이앙시기에 따른 영향이 없었다. 

4. 품종별 현미수량과 수발아 발생을 고려한 충북지역 적정 

이앙시기는 청주에서는 설갱은 6월 4일, 한가루 6월 8

일, 신길 5월 31일, 가루미 2는 6월 19일이며, 보은에서 

설갱은 5월 29일, 한가루 5월 28일, 신길 5월 30일, 가루

미 2는 6월 7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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