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중국 대두 생산 개요

1) 생산량과 수요

중국 대두는 1930~40년대에 절정이었으며 재배

면적, 총생산량, 대외수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

였다. 그러나 1999년 중국 대두 재배 면적은

820.2만 hm2에 지나지 않았으며 총생산량

1370.5만톤으로 세계 대두 재배 면적의 11.38 %,

총생산량의 8.7 %를 점유하였다. 중국의 단위 면적

당 생산량은 세계 평균 단위 면적 당 생산량 1671

kg/ hm2과 비교하여 낮은 518.3kg// hm2이다.

1996년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수요량의 증폭으로 2000년 중국 대두 총 소비량은

2354만톤이며 이 중에 수입은 1041만톤이었다. 이

리하여 대두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에 이

르렀다.

2) 대두 재배 분포와 재배 방식

규모의 크기면에서 중국 대두 재배 단지는 크게

3개의 지역으로 구분된다.

(1) 북방춘 지역 : 약 470만 hm2 으로 중국 전국

대두 재배 면적의 55%을 차지하고 있으며 토

양이 비옥하고, 강우와 일조량의 연중 같으며

일모작으로 대규모 면적의 기계화가 주요 원인

이다. 간작과 이모작(그루갈이), 넓은 재배 면적,

높은 생산량으로 제 1 대두 생산 지역이다.

(2) 황회하 지역 : 약 260 만 hm2이며 전국 대두

재배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평지의 지

형, 강우량와 일조량이 풍부하여 이모작을 하

므로 보리 추수 후 그루갈이 또는 기타 간작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재배 면적은 비교적 크며

생산량도 많으므로 제 2 대두 재배 지역이다.

중국의대두재배현황

이 부 용

특용작물이용팀

중국은 대두의 원산지로서 기록에 의한 3000여년의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적인 재배 역사는 4000~5000년에 이른다. 기원전 5세기 전에 한국으로 전해지고 세계 각
국에 전해졌다.

대두는 고지방, 고영양 작물로서 인류가 섭취하는 주요 단백질원이다. 세계 각 국은
사회 발전과 인류의 영양에 대한 요구에 따라 대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급
속한 재배 면적 증가 속도로 1999년 세계 대두 재배 면적은 7205.2만 hm2 , 총생산량
은 15774.4만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2189.3kg/ hm2이며 농산물 교역량 중 우위를 차
지하고 있다.

특 집 세계 대두 가공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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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부 다작 지역 : 약 133만 hm2 으로 중국 전

국 대두 재배 면적의 15%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잡한 지형, 다양한 기후로 인해 파종 시에 많

은 시간과 면적이 필요하다. 연중 일조량이 많

아서 재배 시기와 재배 방식이 다양하므로 제

3 대두 생산지에 속한다.

2 . 대두 생육의 특징과 재배

1) 대두 뿌리 생장 및 뿌리혹의 질소 고정과

토양

대두는 심근 식물로써 뿌리 길이가 100 cm에 이

르고 방추형으로 분포되었으며 뿌리의 80%는

5~10 cm 위치에 분포되어 있다. ; 대두 뿌리혹박

테리아는 호기성으로써 뿌리혹의 질소 고정 및 뿌리

생장 상황, 토양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두 뿌리 및 뿌리혹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대

두 재배 시의 토양은 부드럽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

다. 그러므로 밭을 갈아서 토양을 부드럽게 하는 과

정이 대두의 생산량을 높이는데 있어서 기초 조건

의 하나이다.

2) 대두 잎의 분포와 태양 에너지 이용

대두의 태양 에너지 이용률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겨우 0.76~0.81%로 낮다. 그러나 옥수수는

1.36~1.52%이며, 벼 1.17~1.26%, 사탕 무우

1.18~1.46%이다. 가령 대두의 태양 에너지 이용

률이 2%로 높아지면, 대두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7940 kg/ hm2 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

로 대두의 태양 에너지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재배

에 있어서 취할 중요한 방법이다.

연구 결과, 대두의 생산량은 잎의 면적이 증가함

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I ≤ 6의 조

건에서 대두 생산량은 LAI와 관계가 있

다.(r=0.774- 0.960)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3000

kg/ hm2 의 LAI 모종기는 0.5, 분지기 0.1, 꽃이 피기

시작할 때는 2.5~3.0, 꽃이 피어서 꼬투리가 생성까

지 5~6, 대두 생성기는 4.0이다. 대두는 키가 작은

농작물로써 대두잎은 중첩 형태로 분포되어 있으므

로 태양 빛 에너지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

므로 재배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태양 빛 에

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대두 생산량을 증가하

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대두 영양 공급의 한계와 적합한 군체 구조

연구 결과, 대두잎의 광합성으로 형성된 생성물은

우선 잎과 입맥중의 꽃과 꼬투리의 발육에 공급되는

데 양분 공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식물체 하부의

꼬투리 꽃이 많이 떨어지는 원인이다. 그러므로 식

물체 하부 잎의 광합성 기간과 적합한 군체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4) 대두의 영양상 성장과 생장 진행시의 생육

조절

대두류와 화본과 곡류의 발육 상태에서 크게 다른

점은 영양성과 생장기간의 차이다. 대두는 꽃눈이

분화될 때부터 꼬투리가 생성될 때까지 영양적인 측

면의 생장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이는 전체 생장

시기의 2/ 5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생장과 발육의

균형적인 발전과 식물체의 양호한 성장, 많은 꽃,

풍성한 꼬투리 등을 생육기에 조절함으로서 생산량

이 높은 군체를 형성하여 대두 생산량 증산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5) 대두의 호흡 특징과 조절

대두는 C3 작물로써 CO2의 보상점이 C4보다

10배 높다. 25℃에서 CO2 농도가 50PPM이며 대

두의 가장 두드러진 호흡의 특징은 소모량이 많아서

단순 광합성율의 저하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호흡 억제제와 CO2 비료를 시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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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억제와 CO2 농도를 증가시켜서 대두 생산량에

괄목할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6) 대두의 비료 흡수와 비료 공급의 관리

화학 성분으로 등가의 생산량을 비교하면 땅콩이

2.59로써 대두는 이보다 낮은 2.09이다. 그러나

벼, 옥수수, 소맥, 감자, 고구마는 각각 1.35,

1.42, 1.39,1.35, 1.29, 1.24이다. 이는 대두는

구성 성분의 합성률이 크므로 다른 작물보다 필요한

비료량이 많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대두가 비료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크게 3 가지로 그 특징을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필요한 비료량이 많다. 대두는 N의 흡수량이

옥수수의 2~3배이며 인과 칼륨은 1~2.5배

이다.

둘째, 비료가 필요한 시기가 단기간으로 집중적이

아니며 이 시기가 길다라는 것이다. 전체 생

장기와 비료 수요에는 특징이 있다.

셋째, 비료의 공급이 집중적이지 않으므로 시비효과

가 장기간 지속되는 비료나 초기에 공급하는

비료가 더 효과가 있으며 화학 질소 비료를

다량 공급하면 뿌리혹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

므로 대두의 비료 필요성에 따라서 효과적인

비료 사용으로 토지의 생산력을 향상하고 정

기적으로 비료를 공급하며 뿌리혹의 발육을

촉진하는 것이 대두의 비료 공급에 주요 관건

이다

대두는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므로 개화

이후의 공급되는 수분의 양이 중요하다. 기본 사항

으로 대두의 생장에서는 수분이 비료보다 중요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조된 대두 1kg을 생산하는

데는 2000kg의 물이 필요하다. 1 그루 대두가 발

아하여 개화하기 까지 1일 100~50g의 물이 소모

되며 개화부터 콩깍지 생성까지는 300~500g의 물

이 소모된다. 그러므로 대두의 양호한 성장을 위해

서는 충분한 공기와 수분을 유지하는 토양이 필요하

며 모종기의 밭에는 60~65%, 분지기에는 65~70%,

대두 생성기에는 70~75%의 수분을 유지해야 한다.

3. 중국 대두 재배 기술의 발전 및 지표

1) 생산량의 초과 달성

대규모 면적의 흑룡강성 대두 재배 기술 공정의

발전으로 인하여 66.7만 hm2 시범 지구에서 단위

면적당 평균 생산량은 2539.5 kg/ hm2 , 그 중에

0.67 hm2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3337.5kg/hm2

이다. 광시성 홍황 토양 시범 지구 26.7만 hm2에

서 단위 면적당 평균 생산량은 1350kg/hm2이다.

소규모 면적의 신장성 신대두 1호 지구는 재배면

적 670 m2에서 단위 면적당 5956.kg/hm2 , 요녕

성은 21051 m2에서 역시 환산하면 단위 면적당 생

산량은 4908kg/hm2 , 안휘성는 MN4131083.4 m2

으로 환산하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4726.2kg/hm2

이며 하남성 수처 4호 지구는 66.7 m2으로 환산하면

단위 면적당 4537.5kg/ hm2 생산량에 해당한다.

2) 대두 재배 기술의 표준화

(1) 밭의 이랑을 이용한 삼랑 재배

비료를 이랑 하부에는 소량, 이랑 중부에 여러 번

분할하여 공급하며, 이랑 상부에는 적정량을 시비하

는 것이 삼랑 재배 기술이다. 기존의 재래식 재배

방법보다 10~16%가 증산되었으며 대두 단위 면적

당 생산량은 3000kg/ hm2 으로서 표준화 재배 기

술로 인하여 재배 면적이 확대되었다.

(2) 높은 재배 밀도의 재배

미국의 R.L.Cooper 교수의 고생산량 재배 기술을

도입, 습득, 개선과 접목 과정을 통해서 “넓은 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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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밀도 재배”, “좁은 이랑의 고밀도 재배”와 “일

반 고밀도 재배” 등 3 가지의 재배 모형으로 구분하

였다. 대두 생산량이 20% 이상 증가하고 재배 원가

가 150~450Yuan/ hm2이었으며 재배 면적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재배 기술 표준화로 단위 면적당 생산

량이 3750kg/ hm2이 되었다.

(3) 대두 재배 기술 공정화

10 개의 핵심적인 재배 기술이 집대성되어 발전

하였는데 그 핵심적인 10대 기술을 나열하면 품종

우량화, 종자 코팅, 정밀 파종, 고밀도 재배, 토양

경작, 여러 단계로 농약 분무, 화학적 제초, 병충

방지, 잎에 비료 분무, 생육 조건 조정 등이다. 종

자와 기계 2 가지 이용하여 3 가지 사항 즉 정밀하

게 파종하며, 토양을 경작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하

여 재배 기술의 정리, 기폭제 역할과 증산의 확대라

는 3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재배 기술

공정화로 인해 대규모 면적 생산량이 2500kg/ hm2

에 달하게 되었으며 대규모 재배 면적이 확대되었

다. 1996년부터 2000까지 흑룡강성 66.7만 hm2

의 대규모 시범 재배 지구의 평균 1 hm2 생산량이

2539.5kg에 이르렀다.

(4) 하절기 대두 재배 기술

하남성 하절기 대두 산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6 가

지 기술 사항을 제시하였다. 우량 종자를 선별하고

합리적으로 윤작을 한다. 또한 이 산지에서 제시한

6 가지 기술이란 조기에 파종하고, 밭두렁 중앙에

파종하며, 적당하게 촘촘히 심고, 세심한 관리, 병

충해를 방지하며, 농약을 이용하는 것이다.

안휘성 하절기 대두 산지에 따르면 초기에 모종을

건실하게 하며 줄기가 고르게 자라도록 하여 중반

이후부터는 생육 조건 조정과 양분 순환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렇게 함으로서 대두의 단위 면적당 생산

량이 3375~3750 kg/ hm2에 이르렀다.

(5) 홍황 토지 지구 대두 재배 기술

남부 지역의 다작 대두 지구의 홍황토는 건조하고

척박하며 산성 토양일 뿐 아니라 유기질 함량이 적

은 것이 특징이다. 이 지역에서는 “3개1증”이라는

정책과 “1선, 1조, 2조, 2증가”라는 재배 기술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홍황토 지구의 대두 생산량을

20~30% 증가 시켰으며 홍황토 지역의 대두 생산

량 증가를 촉진하였다.

(6) 그루갈이 감소에 대한 조정

북방 춘절기 대두 재배 지구는 그루갈이 감산 문

제에 대해 정부와 기관의 협조하에 그 원인과 작용

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얻었다. 주요 원인은 대두

뿌리 부분의 병충해였다. 뿌리체의 분비물, 부패물

질, 뿌리 미생물의 변화로 인해 뿌리부의 환경이 악

화되면서 뿌리의 흡수 능력이 저하되었으며 그루갈

이의 감소를 심화 시켰다. 병에 강한 품종의 선별과

뿌리체의 해충 예방,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본 연구

기관의 7 개 항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루갈이의 생

산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루갈

이의 감산을 100개 중 10개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재배 기술은 대두 생산 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다.

(7) 종자 코팅 및 생물학적 물질의 응용 기술

토양의 병충해 예방 난점과 오염 감소 및 토양의

양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전체적으

로 종자 코팅을 확대하고 생물학적 물질 등을 사용

하여 대두가 튼튼하게 생장하였으며 놀라운 효과를

얻었다.

(8) 대두 관리 전문과 시스템

흑룡강성 현지에서는 실제로 대두 관리의 데이터

베이스, 컨텐츠, 표준 및 추정기를 구축하였으며 단

말기와 인터넷상의 게시판을 개발하였다. 일부 지역

에서는 CD로 제작하여 보급하며 비용을 감소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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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을 증가하여 생산의 방안을 제시하므로 농민

의 환영을 받고 있다.

4 . 앞으로의 향방

목 표 : 5년 내에 대두 재배 면적을 1000만 hm2

으로, 면적당 단위 생산량은 2250kg/ hm2는 총생

산량은 2250만 톤으로 확대할 것이다.

방 향 : 기술의 체계화, 표준화, 현대화

주요 관건 : 단일 항목의 혁신적인 발전, 종합적인

조립, 기술 매체 확보, 표준화 생산

기술 : 높은 생산량 이론과 재배 기술

우수한 품질, 낮은 소모율, 높은 효과의 체

계화된 기술

유기농 식품 생산 기술

저수와 가뭄을 극복하는 재배 기술

품질을 우수하게 하는 대두 재배 기술의 많

은 활용

<역자주: 본 소고는 2001.9.3 ~ 9.7, 중국 할빈

에서 개최된 The International Seminar of

Soybean Processing T echnology 에서 류충당

(중국 국가대두 엔지니어 기술 연구 센터)박사가 발

표한 내용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