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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eld and Nutritive Value of Spring-seeded Early and Late 
Maturity Italian Ryegrass (Lolium multiflorum 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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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Seo and Gi Jun Choi

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know the possibility for cultivation of Italian ryegrass (Lolium 
multiflorum Lam.) by spring seeding in Grassland and Forage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DA, Cheonan from 2007 to 2008. In spring seeding cultivation, heading date of early maturity 
variety, ‘Kospeed’, was on 14 May, but late maturity variety, ‘Hwasan 101’, was not heading up to 
harvesting date. Dry matter yield of ‘Kospeed’ (6,819 kg/ha) was  higher than that of ‘Hwasan 101’ (4,409
kg/ha) by 55%. Crude protein (CP) and total digestible nutrients(TDN) of ‘Kospeed’ were 15.6% and 
62.1%, respectively and that of ‘Hwasan 101’ were 20.3%, and 67.5%. In these result, when cultivation of 
Italian ryegrass by spring seeding, selection of early maturity variety have a decided advantage for high 
productivity.
(Key words : Italian ryegrass, Spring seeding, Kospeed, Hwasan 101)

Ⅰ. 서    론

최근 곡물가격의 상승과 배합사료 가격의 폭

등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의 파고와 맞물

려, 우리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건실한 축산경영의 토대

를 구축하고, 환경친화적인 축산경영을 위해서

는 양질의 자급조사료를 기반으로 하는 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Lolium multiflorum Lam.)

는 초기생육이 왕성하며 수량성과 사료가치가 

높고, 가축의 기호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내

습성이 우수하여 답리작으로 양질조사료를 생

산하기에 적합한 사료작물이다 (박 등, 2005). 

더욱이 근래에 심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영향

은, 따뜻한 기후에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이탈

리안 라이그라스의 재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 등, 1992), 양질의 자급조사료 확대생산에 

무엇보다 중요한 작물이라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추위에 강

하면서도 숙기가 빠른 품종을 육성해 왔다. 지

금까지 학술지에 발표된 육성품종에는 ‘화산 

101호’ (최 등, 2000), ‘화산 102호’ (최 등, 
2001a), ‘화산 103호’ (최 등, 2001b), ‘화산 104
호’ (최 등, 2005), ‘코그린’ (최 등, 2006a), ‘코
위너’ (최 등, 2006b), ‘코스피드’ (최 등, 2007), 
‘코윈마스터’ (최 등, 2008) 등이 있다. 이 외에 

품종등록은 되었으나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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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에는 ‘화산 106호’, ‘코윈어리’ 등이 있다. 
국내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재배면적은 

2009년 현재 30,000 ha로서 다른 월동작물에 비

하여 많은 편이며, 국립축산과학원을 중심으로 

2012년까지 50,000 ha 이상으로 재배면적을 확

대할 계획이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대부분 답리작으로 

재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파종적기를 

맞추는 것이 재배상의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

나이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파종시기가 벼 

수확시기와 겹치고, 이때 비가 오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파종적기를 놓치기가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신품종의 

안전재배기술 개발로 신품종의 생산성 향상 및 

재배면적 확대를 목적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

스 재배 시 가을철 정상 파종적기를 놓쳤을 때 

춘파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생종과 중만생종간

의 수량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시험품종  장소

시험품종으로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Lolium 
multiflorum Lam.) 조생종 ‘코스피드’와 중만생

종 ‘화산 101호’를 사용하였으며, 시험 장소는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연구센터 (충남 천안)
와 전남 나주 2곳으로 하였고, 천안에서는 전

작, 나주에서는 전작 및 답리작으로 각각 2년

간 (2007~2008년) 수행하였다. 2007년 파종시기

는 나주 2월 28일, 천안 3월 2일이며, 2008년 

파종시기는 나주 2월 29일, 천안 3월 4일이다. 
2007년 수확시기는 나주 5월 30일, 천안 5월 

31일이며, 2008년 수확시기는 나주 5월 27일, 
천안 5월 28일이다.

2. 공시품종 ‘코스피드’와 ‘화산 101호’의 특성

시험품종으로 사용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코스피드’는 출수기가 5월 3일로서 국내 육성품

종 중 가장 조생종이며 내한성이 강하고 도복은 

중간 정도이다. 또한 재생력이 양호하고 풍엽성

은 중간정도이며 엽색은 녹색이고 초장은 82 cm 
정도이다. ‘화산 101호’는 출수기가 5월 21일로

서 중만생종이며 내한성이 강하고 도복에도 강

하다. 또한 재생력이 양호하고 풍엽성이 양호하

며 엽색은 진녹색이고 초장은 94 cm 정도이다.

3. 종  시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코스피드’와 ‘화산 101
호’의 파종량은 ha당 40, 50, 60 kg으로 하였으

며, 파종시기는 2월 하순 파종방법은 15 cm 세

조파로 하였고, 시험구 배치는 난괴법 3반복

(1.5 × 4 = 6 m2)로 하였다.
시비량은 N-P2O5-K2O = 140-120-120 (kg/ha)로 

하였으며, 시비방법은 질소 (N)는 기비로 50% 
시비하고, 본엽 2~3엽기에 추비로 50% 시비하

였으며, 인산 (P2O5)과 칼리 (K2O)는 전량 기비

로 시비하였다.

4. 생육특성  수량조사

주요 조사항목으로 출현기, 출수기, 초장, 병

해, 도복, 수량성, 사료가치 등을 조사하였다. 
출수기는 시험구 전체 경수의 40% 정도가 출

수한 날로서 월, 일로 표기하였고, 초장은 수확

기에 지상부에서 이삭 또는 지엽 선단까지의 

길이로서 생육이 균일한 곳에서 20개체 측정하

여 cm로 표기하였으며, 병해는 달관으로 조사

하여 1~9로 표기하였다 (1, 피해 없음; 3, 병반 

면적율 10% 이하; 5, 병반 면적율 11~20%; 7, 
병반 면적율 21~40%; 9, 병반 면적율 41% 이

상). 도복은 달관으로 조사하여 1~9로 표기하

였으며 (1, 도복 없음; 3, 20% 이하; 5, 21~40%; 
7, 41~60%; 9, 61% 이상), 건물수량은 전구를 

수확하여 조사한 생초수량에 건물율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시험성적은 2007년과 2008년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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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gronomic characteristics of Italian ryegrass varieties, 'Kospeed' and 'Hwasan 101' 
in Cheonan and Najoo of Korea

Region  Variety
Planting 

rate 
(kg/ha)

Emerging
date

Emerg-
ence

(1～9)*

Head-
ing
date

Plant 
height
(cm)

Growth

(1～9)*

Lodging 
resistance
(1～9)*

Cheonan
(Field)

Kospeed
40 20 March 1 15 May 81 2 4
50 20 March 1 15 May 84 2 3
60 20 March 1 15 May 81 2 5

Hwasan 101
40 20 March 1 － 52 3 1
50 20 March 2 － 51 2 1
60 20 March 1 － 53 2 1

Najoo
(Field)

Kospeed
40 18 March 2 12 May 89 2 4
50 18 March 2 12 May 87 1 3
60 18 March 1 12 May 88 2 5

Hwasan 101
40 18 March 2 － 62 2 4
50 18 March 2 － 62 2 1
60 18 March 1 － 64 2 1

Najoo
(Paddy)

Kospeed
40 19 March 1 17 May 94 2 4
50 19 March 1 17 May 94 2 5
60 19 March 1 17 May 93 2 4

Hwasan 101
40 19 March 2 － 53 2 1
50 19 March 1 － 53 3 1
60 19 March 1 － 54 2 1

Average Kospeed
Hwasan 101

19 March 1 14 May 88 2 3 
19 March 1 － 56 2 1 

* (1～9) : 1 = Strong (Good), 9 = Weak (Bad). 

을 파종량 40 kg, 50 kg, 60 kg 처리구별로 정리

하였다.

5. 사료가치 분석

사료가치 분석에서 조단백질은 Kjeldahl법
(Kjeltec™ 2400 Autosampler System)을 이용하

여 AOAC (1995)으로 분석하였고, Cellulase에 

의한 유기물소화율 (CDOMD = Cellulase Digestible 
Organic Matter Digestibility)은 Two stage pepsin- 
cellulase method (Pepcel) (Aufrere, 1998)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성세제불용성섬유 (NDF)
와 산성용매불용성섬유 (ADF)는 Ankom Fiber 
Analyser (ANKOM Technology 1998)를 이용하

여 Goering & Van Soest (1970)법으로 분석하였

으며, 가소화양분총량(TDN)은 88.9－(0.79 × ADF%) 
계산식 (Jurgen, 1982)으로 구하였다. 본 시험의 

건물수량은 SAS Package 이용 분산분석 및 

Duncan의 다중검정으로 처리간의 유의성 (p< 
0.05)을 검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춘 재배 시 생육특성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코스피드’와 ‘화산 101
호’를 천안과 나주에서 춘파재배 하였을 때 생

육특성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코스피드’는 2배체로 월동 전 초형은 반직

립형이고, 봄의 초형은 직립형으로서, 월동 전 

초형이 반직립형인 ‘화산 101호’에 비해서 월

동에 불리한 초형이다. ‘코스피드’와 ‘화산 101
호’ 모두 천안과 나주에서 3월 19일 전후에 출

현하였으며, 나주 전작에서 출현이 약간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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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sh, Dry matter and TDN yield of Italian ryegrass varieties, ‘Kospeed’ and 
‘Hwasan 101’ in Cheonan and Najoo of Korea

Region  
Varieties

(A)

Plant 
rate(B)
(kg/ha)

Fresh
yield

(kg/ha)

Dry matter
yield 

(kg/ha)

TDN 
yield

(kg/ha)

Cheonan
(Field)

Kospeed
40 37,944 6,681 4,250
50 36,944 6,796 4,293
60 37,278 6,993 4,492

Hwasan 101
40 35,000 4,175 2,857
50 36,508 4,667 3,228
60 38,194 4,853 3,312

Najoo
(Field)

Kospeed
40 36,972 6,697 4,051
50 36,722 6,931 4,384
60 38,889 6,851 4,137

Hwasan 101
40 34,472 4,210 2,846
50 37,167 4,402 2,980
60 37,833 4,792 3,226

Najoo
(Paddy)

Kospeed
40 26,694 6,684 4,038
50 29,472 6,700 4,074
60 30,583 7,036 4,209

Hwasan 101
40 30,306 4,240 2,835
50 29,611 4,127 2699
60 30,389 4,218 2,747

Average
Kospeed 34,944a 6,819a 4,214a

Hwasan 101 34,387b 4,409b 2,970b

Variety (A) ** ** **
Plant rate (B) ** ** **

A × B ** ** **
** Significant at the 0.05% probability.

하였다. 이는 2007년 봄 가뭄이 심했기 때문으

로 추정된다.
‘코스피드’의 출수기는 평균 5월 14일로 조

사되었는데, 추파재배 시 출수기인 5월 1일에 

비해서는 10일 이상 지연되었다. 중만생종인 

‘화산 101호’는 수확할 때까지 출수되지 않았

다. 초장은 조생종인 ‘코스피드’는 82cm 이상

으로 추파하였을 때와 비슷하였지만, 중만생종

인 ‘화산 101호’는 63 cm 이하로서 추파하였을 

때보다 30 cm 정도 짧았다. 춘파재배에서는 중

만생종보다는 조생종을 파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인 생육상태는 추파재

배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었으며, 병해

는 없었고, 조생종인 ‘코스피드’에서 도복이 많

이 있었다.

2. 춘 재배 시 생산성

건물수량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조생종 ‘코
스피드’가 6,819 kg/ha로서, 중만생종 ‘화산 101
호’의 4,409 kg/ha 보다 55% 많았다. 특히 나주

지역의 답리작에서는 조생종 ‘코스피드’가 중

만생종 ‘화산 101호’ 보다 62%나 월등히 많이 

증수되었다 (Table 2).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20~25℃에서 가장 왕성하게 자라고 고온과 건

조에 약한 사료작물이다. 이런 이유로 봄에 파

종해서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 수확하는 

경우에는 더위가 오기 전 단기간에 대부분의 

생육을 하는 조생종이 만생종에 비해 생리적 

관점에서 볼 때 유리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

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춘파로 재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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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rude protein (CP), neutral detergent fiber (NDF), acid detergent fiber (ADF) and 
total digestible nutrients (TDN) of Italian ryegrass varieties, ‘Kospeed’ and ‘Hwasan 
101’, cultivated in Cheonan and Najoo of Korea

Region  Varieties
Planting 

rate
(kg/ha)

CP

(%)

NDF

(%)

ADF

(%)

TDN

(%)

Cheonan
(Field)

Kospeed
40 16.7 54.5 32.2 63.5
50 16.1 56.1 32.3 63.4
60 16.9 52.7 31.3 64.3

Hwasan 101
40 18.2 44.6 25.5 68.3
50 19.0 45.6 25.5 68.8
60 20.1 47.2 26.9 67.7

Najoo
(Field)

Kospeed
40 13.5 57.6 36.1 60.5
50 12.3 60.7 34.8 61.4
60 12.1 60.8 36.8 59.0

Hwasan 101
40 20.1 47.3 27.8 67.0
50 18.4 45.5 27.3 67.4
60 18.8 46.0 28.0 66.8

Najoo
(Paddy)

Kospeed
40 16.8 53.8 33.5 62.5
50 17.7 55.8 34.1 62.0
60 18.1 55.5 34.9 61.4

Hwasan 101
40 23.2 10.8 26.3 61.9
50 21.1 43.9 29.1 68.1
60 24.2 44.6 28.1 66.0

Average
Kospeed 15.6a 56.4a 34.1a 62.1a

Hwasan 101 20.3b 45.1b 27.2b 67.5b

Variety (A) ** ** ** **
Plant rate (B) ** ** ** **

A × B ** ** ** **
** Significant at the 0.05% probability.

에는 중만생 품종보다는 조생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하는 것이 수량성을 높이기에 훨씬 유리하

다고 판단된다. 또한 파종량은 가을에 산파할 

때의 40 kg/ha 보다 25~50% 증량한 50~60 kg/ha
로 해야 더 많은 수량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봄에 파종하게 되면 가을 파종에 비해 분얼경 

수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 사료가치

숙기가 다른 품종에 대한 사료가치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조생종 ‘코스피드’의 사

료가치는 조단백질 (CP) 15.6%, 중성세제불용성

섬유 (NDF) 56.4%, 산성용매불용성섬유 (ADF) 
34.1%, 가소화양분총량 (TDN) 62.1% 였다. 

중만생종 ‘화산 101호’의 사료가치는 조단백

질 (CP) 20.3%, 중성세제불용성섬유 (NDF) 45.1 
%, 산성용매불용성섬유 (ADF) 27.2%, 가소화양

분총량 (TDN) 67.5% 였다. CP와 TDN을 비교

해 보았을 때, ‘코스피드’는 CP 15.6%, TDN 
62.1%로서 ‘화산 101호’의 CP 20.3%, TDN 
67.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만생종 

‘화산 101호’가 조생종 ‘코스피드’보다는 사료

가치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탈리안 라이

그라스를 춘파로 재배할 경우 조생 품종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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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하는 것이 중만생 품종을 파종하는 것에 비

해 사료가치는 다소 낮지만 생산량이 55%나 

월등히 많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이

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춘파재배 성공으로 

조사료생산 작부체계 다양화 및 조사료생산 재

배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춘파재배는 추파재배에 비해 

수확시기가 10일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벼 이

앙을 빨리 하는 지역에서는 답리작으로 재배하

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확 

후 총체벼, 옥수수, 수수 등 하계 사료작물을 

후작으로 재배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다.

Ⅳ. 요    약

본 시험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춘파재배 가

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

지 2년간에 걸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시험포장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이

다. 출수기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조생종 ‘코
스피드’가 평균 5월 14일이었으나 중만생종인 

‘화산101호’는 수확할 때까지 출수되지 않았다. 
건물수량은 조생종 ‘코스피드’가 6,819 kg/ha로 

중만생종 ‘화산101호’ 4,409 kg/ha 보다 55%나 

증수되었다. CP와 TDN은 ‘코스피드’와 ‘화산

101호’ 각각 15.6%, 62.1% 및 20.3%, 67.5%로

서 만생종인 화산101호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

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춘파재배할 경우 

조생종을 선택하여 재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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