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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 논  재배시 종방법이 뚝새풀의 생장에 미치는 향

김  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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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Seeding Methods to the Growing

Alopecurus aequalis var. amurensis in

Wheat Field of Rice-wheat Cropping System

Sun Kim1*, Seung-Hyeon Ahn, Il-Bin Im, Young-Keun Cheong and Si-Ju Kim

ABSTRACT  Th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develop ecological weed control system in wheat 

field of rice-wheat cropping system. The results were, depression effect on water foxtail by wheat 

seeding method decreased the seeding after doing soil rotary by 85% compared with the no practices. 

The occurrence of Water foxtail was 40 piece m-2 on October 16, 29 piece m-2 on October 26, and 

4 piece m-2 when surveying based on the standard of seeding the wheat at 15kg ha-1 which decreased 

as the seeding time got later. According to the wheat seeding quantity 29 piece m-2 occurred at 150 

kg ha-1, and 8-11 piece m-2 decreasingly at more than 200 kg ha-1 of wheat seedlings based on 

seeding on October 26. As a result of summarizing the above results, crushing the soil by use of 

rotary before seeding wheat against the end of October, and seeding by increasing the seedling 

quantity (200 kg ha-1) it is judged that the competition damage by weeds including water foxtail 

can be reduced without any use of herbicide.

Key words: water foxtail; wheat field.

서  언

  뚝새풀은 60∼70년  보리와  재배지에서 최우

 잡 로써(구와 박 1978) 답리작지 에서는 뚝새풀

의 우 율은 85.4%로 높았고(호남작시 1974), 2005

년 조사에서도 우 율이나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종이었다(농업과학기술원 2005). 뚝새풀이 맥류의 생

육에 미치는 향은 뚝새풀 발생 도가 높을수록 보리

의 간장, 수수, 천립 , 1수립수가 감소하며, 뚝새풀이 

10.3g m
-2

 발생시 보리수량은 11%감소, 18.4g m
-2
이 

발생하면 21.8%가 낮아진다고 하여(주 등 1999) 정상

인 보리 수량 확보를 해서는 뚝새풀 발생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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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함을 시사하 다.

 뚝새풀의 생태를 살펴보면, 종자는 30℃에서 휴면

이 타 되며, 발아 온도는 10∼25℃로 넓으나 온

은 15∼20℃범 이다. 자연상태에서 토양 속에 들어

있는 뚝새풀의 발생은 9월 순부터 시작되어 10월 

15일이면 당년에 발생할 종자의 61%가 발아되고, 10

월 25일에는 75%, 11월 5일에 88%가 발생되며 이

후 나머지가 발아된다(이 등 1997a). 뚝새풀은 인산

성분 함량이 높은 토양에서 생육이 증진되나(임 등 

1994b), 반 로 염분은 뚝새풀의 발생을 억제하여 간

척지의 토양염농도 0.25%이상의 포장에서는 발생이 

극히 고, NaCl용액에서는 0.5%농도에서 발아가 

조하지만 0.7%에서도 70%정도 발아된다(임 등 

1994a). 한 종자발생시 외부 간섭에 약해서 ㎡당 

볏짚 500g을 피복하면 볏짚에 함유된 allelopathic 물

질의 향을 받아 생장이 35%억제된다고 한다(이 등 

1977b).  종자 에 흙이 1.5cm가 덥히면 유묘의 출

이 거의 안 되며, 토  1cm깊이에 있는 종자는 17%

밖에 출 하지 못한다고 보고되었다(조 등 1976). 한

편 추와 이등(1979)는 맥류의 생육이 진 됨에 따라 

뚝새풀의 발생수가 어진다하여 맥류의 생육과는 

반 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뚝새풀이 맥류재배지에 우 잡 이나 발생

이 타 잡 들보다 상 으로 짧은 기간에 집 되고 

경합력도 강하지는 않는 식물로 단된다.

  따라서 제 제를 신할 수 있는 재배기술 개발 

가능성 확인하고자 뚝새풀의 경종  리기술을 체

계화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본 시험은 2008년 배수가 잘되는 계통(구례군 

의면 온당리) 토양에서 강  품종으로 시험을 수행

하 다.  종시기별 뚝새풀 발생양상은  종자를 

10월 16일, 10월 26일, 11월 6일에 행의 종방법

(종자 종 후 배토)으로 종한 후 제 제를 처리하

지 않고 생장시켜 뚝새풀 발생을 조사하 다.  종 

 토양로타리 경운 추가처리가 뚝새풀 발생에 미치

는 향을 조사하고자 종 정지를 10월 16일에 로

타리를 한 후  종자 150kg ha
-1
한 구와 종자 종 

후 로타리를 하지 않고 배토하는 행구와의 뚝새풀 

발생량을 조사 비교하 다.  종  토양로타리 추

가처리와 종시기별 종량이 뚝새풀 발생에 미치

는 향을 조사키 해 종  토양로타리를 추가한 

조건에서 10월 16일, 10월 26일, 11월 6일에 각 시별

로  종량을 ha당 150kg, 200kg, 250kg, 300kg등 

4수 으로 종하 다.

  의 종시기  종량이 뚝새풀 생장에 미치는 

향은 3월 20일에 개체들의 분얼수와 장을 조사

하 고, 나머지 뚝새풀 발생조사는 4월 순부터 4월 

순사이에 격자(50×50cm)를 이용하여 3반복으로 

지상부 시료를 채취하여 발생수를 조사하고 생장량

은 108℃에서 48시간 건조시켜 무게를 측정하 다. 

 수량은 6월 5일 처리별로 2m
2
씩 3반복으로 채취

하여 농 진흥청 조사기 에 따라 시료를 제조하고 

조사하 다. 

결과  고찰

  은 월동작물이어서 동 기에 재배되기 때문에 

타 작물에 비해 상 으로 발생되는 잡 의 종류가 

다(농업과학기술원 2005). 본 시험에서도 2모작 친

환경  재배지에 발생된 잡  발생상황을 조사한 결

과(표 1) 5종의 잡 가 발생되었으며, 뚝새풀이 체 

발생의 88%를 차지하고 있어 경합의 주 종이었다. 

발생된 잡 들은 발생시기 인 측면에서도 뚝새풀을 

제외한 다른 종은 월동 후 의 생장이 한창 진행

인 시기에 발생되기 때문에 에 경합피해를 받아 

개별 잡 들의 잠재 인 경합 능력에 비해 상 으

로 감소한다. 반면 뚝새풀은  종 부터 발생되어 

생장공간을 선 하기 때문에 기부터 후기까지  

생육기간에 걸쳐 에 경합력을 나타내며 수량감수

에 주 종으로 작용한다.

  뚝새풀 종자는 30℃ 내외의 고온에서 휴면타  되

어 온도가 25℃ 이하가 되면 발아가 시작되고 15～

20℃에서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는데(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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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name
Common name

(Korean name)

No of weed

occurrence

 (ea m-2)

Ratio

(%)

Alopecurus aequalis var. amurensis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Galium spurium

Cardamine flexuosa

Stellaria alsine var. undulate

Water foxtail (뚝새풀)

Goosefoot (명아주)

False cleavers (갈퀴덩굴)

Flexuous (황새냉이)

    -    (벼룩나물)

 86.7

  4.6

  4

  1.3

  2

 88.0

  4.7

  4

  1.3

  2.0

Total  5 species  98.6 100

Table 1. Weed occurrence in wheat field in rice-wheat cropping system under no herbicide condition.

Fig. 1. Seedling ratio of Alopecurus aequalis var. amurensis affected by wheat seeding time in rice-wheat cropping 

system under no herbicide condition.

1994a), 자연 상태의 경우 본 논 후기 물 떼기가 시작

되는 9월 하순부터 물이 빠진 논에서 발생이 시작되

어 11월까지 지속 으로 발생된다.

  그림 1은 행재배 포장에서  종시기별 뚝새풀 

발생 경향을 조사한 결과로서 뚝새풀 발생은 10월 26

일 종시에는 약 42%가 감소되었고, 11월 5일 종

에서는 67.7%가 감소되었다. 이같이 만기 종일수

록 뚝새풀 발생량이 어지는 것은 일수가 경과될수

록 토 에 함유된 종자들의  발생량이 많아지고

(이 등 1997a) 반 로 남아있는 미발아 종자량이 

어지기 때문으로 단된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는 

상당수의 뚝새풀이  종 에 발생한 계로  

종 후 배토작업에 의해 부분이 압사하나, 토양 수분

이 과다하거나 작업기술의 숙련도가 부족하여 배토가 

불균일한 경우에는 뚝새풀 발생량이 크게 증가한다. 

이때 살아남은 뚝새풀을 방제하는 행의 방법은 맥

류 종  비선택성 제 제를 사용하여 이미 발생된 

뚝새풀을 고사시킨 후  종자를 종하고 그 후 다시 

토양처리 제 제를 처리하는 체계가 이용되었다.

  뚝새풀 방제를 한 행방제 방법에서 알 수 있듯

이 맥류 종 에 발생된 뚝새풀이 문제되나 이들은 

제 제를 처리하지 않아도 균일한 배토를 해 으로

써 상당부분 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뚝새풀의 발생 

도가 높거나 토양에 수분이 많은 경우에는 흙덩이

가 서로 엉켜 붙어 복토가 불량해지므로 다수의 뚝새

풀이 살아남고 이 개체들은 생장기간이 길어 강한 경

합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종  발생되어있는 

뚝새풀은 로타리 경운을 함으로써 매몰 고사시킬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그림 2에서와 같이 행 종에

서는 271개의 뚝새풀이 발생되었으나  종  로

타리 경운을 추가한 경우에는 뚝새풀 발생량이 40개

로서 약 85%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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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umber of Alopecurus aequalis var. amurensis affected soil rotary tillage by plowing before the seeding of wheat 

and under no herbicide condition.

Fig. 3. Numbers of Alopecurus aequalis var. amurensis 

affected seeding time and seeding amount of 

wheat under condition of soil rotary tillage before 

the seeding and no herbicide treatment. 

     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4. Dry weight of Alopecurus aequalis var. amurensis 

affected seeding time and seeding amount of 

wheat under condition of soil rotary tillage before 

the seeding and and no herbicide treatment. 

      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이같이  종  로타리 경운은 뚝새풀의 발생량

을 85%까지 일 수 있어 친환경  잡 방제의 한 

방법으로써 이용가능성이 확인되었으나, 토양 내 뚝

새풀 종자 보유량이 많을 경우에는 잔존 발생량이 문

제시된다. 따라서 뚝새풀의 발생수를 이거나 경합

력을 더 약화시킬 수 있는 보완 인 방법을 찾기 

해  종량을 달리하여 교호작용의 효과를 시험한 

결과는 그림 3, 4와 같다.

  토양 로타리 경운 후 종시기에 따른 종량별 뚝

새풀 발생은 무로타리 상태에서의 뚝새풀 발생과 유

사한 양상을 나타내서  종시기가 늦어질수록,  

종량이 많을수록 뚝새풀의 발생 수가 어졌다(그

림 3). 종시기에 따라서는 10월 16일 종시 뚝새

풀은 m
2
당 약 40개가 발생되었으나, 10월 26일 종

에는 29개, 11월 6일 종에는 4개 이하로 어져 약 

90%가 감소되었다.

  한편  종량을 증량할수록 뚝새풀 발생은 감소

되는 경향을 나타냈고(그림4), 특히 발생량이 많았던 

10월 16일 종과 10월 26일 종에서 효과가 커서 

ha당 150kg을 종했을 때보다 200kg ha
-1
을 종함

으로써 뚝새풀 발생이 각각 약 75%와 62%가 감소되

는 결과를 얻었으나 이 후 증량에서는 그 차이가 없

었다. 주 등(1999)은 뚝새풀이 m
2
당 6∼11개가 발생

되면 건물 은 10.3g에 이르며 보리의 수량은 11%가 

감소되나, 1-4본이 발생되면 건물 은 2.8g이며 수량

에 향이 없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종  로타리 경운을 하게 되면 뚝새풀의 

발생본수에 비하여 상 으로 건물 이 감소되므로, 

뚝새풀 발생이 많은 시기인 10월 16일에 종하여도 

종자량을 증량하여 200kg ha
-1
 이상을 종할 경우 발



김 등：경종  리를 이용한  재배지의 뚝새풀 리

256

Seeding amount

 ha-1

No. of tiller (/per) Plant length (cm)

Oct. 16 Oct. 26 Nov. 6 Oct. 16 Oct. 26 Nov. 6

150kg

200kg

250kg

300kg

4.4a

3.3ab

2.4b

2.2b

2.5a

2.3a

2.2a

2.3a

2.2a

1.8a

1.7a

1.7a

18.0a

19.1a

17.5a

18.7a

18.6a

17.3a

17.5a

17.2a

14.9a

14.8a

15.3a

15.7a

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Characteristics of Alopecurus aequalis var. amurensis affected by seeding date and seeding amount of under 

condition of soil rotary tillage before the seeding and no herbicide treatment.

생된 뚝새풀 건 은 2g m-2 이하로 어지므로 이 

받는 경합 피해는 문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작물재배지에서 잡 와 작물의 경합력은 두 종간

의 발생시기, 생장속도  생장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잡 의 생장량이 감소되는 시기에 작물종자의 종

이 이루어진다면 작물이 받는 경합피해를 그만큼 

일 수 있다. 표 2는 종시기와 종량에 따른 잡  

생장을 조사한 결과로서 10월 16일 종된 뚝새풀의 

분얼 수는 한 개체당 4.4개～2.2 으나 10월 26일 

종에서는 2.5～2.3개로 11월 6일 종에서는 2.2～

1.7개이었다. 반면 장은 10월 26일 종까지는 차

이가 없었지만 11월 6일 종에서는 10월 16일과 10

월 26일보다는 2∼4cm 은 경향을 보 으나 수량

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서는  종시기 

 종량을 조 을 통해 뚝새풀 발생을 일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에 미치는 경합피해를 일 수 있

음을 확인하 다.

  그림 5는  종시기와 종량을 달리하 을 때의 

 종실 수량으로써 10월 26일 > 11월 6일 > 10월 16

일 종 순이었고, 처리간에 수량 변이에서도 10월 

26일, 11월 6일 종이 10월 16일 종보다 안정 이

었다. 종량 간에는 각 종시기 공히 150kg ha-1 

종시 수량이 낮았으며, 10월 16일 300kg ha
-1

 종을 

제외하고는 종자량을 증량 종하 을 때 수량이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뚝새풀이 에 미치는 향

은 10월 16일 150kg ha
-1

종에서만 경합에 의해  

수량을 감수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처리에서 수

량의 차이는 맥류 자체의 생장환경에 따라서 발생한 

Fig. 5. Yield of wheat affected by seeding time and seeding 

amount of wheat under condition of soil rotary 

tillage before the seeding and no herbicide treatment. 

      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10월 16일 300kg ha
-1

종의 

경우 조기 에 인한 경수의 과다로 인해 후기도복

이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량 감수가 이루어진 것

으로 해석된다. 

요  약

  뚝새풀의 친환경 리법 개발을 해  종  

토양 로타리 경운을 추가하고 종한 결과 뚝새풀 발

생 수는 85%가 감소되었다. 잔여 뚝새풀의 발생 도

를 더 이기 하여  종시기와 종량에 따른 

효과를 검토코자  종자량 150kg ha
-1
을 기 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종한 결과 10월 16일 종시에는 

뚝새풀 발생이 m2 당 40개가 발생하 으나 10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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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9개 11월 6일 종시에는 4개로  종시기가 

늦을수록 뚝새풀 발생이 감소되었다.  종량에 따

른 향은 10월 26일에 ha당 종자 150kg을 종하

을 때는 m
2
당 29개가 발생하 으나 종량 200kg 

ha
-1 

이상에서는 8～11개로 감소되었다. 이상의 결과

를 종합하면 남부지방에서 10월 하순경  종 에 

로타리를 이용하여 토양을 쇄하고, 종자량을 ha당 

200kg으로 증량하여 종하면 제 제를 사용하지 않

고도 뚝새풀을 비롯한 잡 에 의한 수량감소를 최소

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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