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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담수직 논에서 새섬매자기와 미국외풀 발생 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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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the levels of reduction in rice yield and to determine 

economic threshold levels as affected by densities of Scirpus planiculmis and Lindernia dubia in wet 

seeding rice cultivation. In wet seeding rice cultivation, yield of rice in densities of S. planiculmis (192 

per m2) and L. dubia (384 per m2) was reduced by 43 and 22%, respectively. Relationship between rice 

yield and densities of weeds were predicted with these equations of Y=531.3kg/(1+0.003931x), r
2
=0.964 

for S. planiculmis and Y=547.0kg/(1+0.000792x), r
2
=0.922 for L. dubia. According to Cousens' method, 

economic threshold densities of S. planiculmis and L. dubia were calculated by 7.2 and 34.9 per m2, 

respectively. This result indicated that yield of rice in wet seeding rice cultivation could be reduced by 

over economic threshold densities of S. planiculmis and L. dubia. 

Key words: economic threshold; Lindernia dubia; Scirpus planiculmis; weed density; yield.

서  언

  최근 들어 실시되고 있는 벼 친환경재배는 환경보

은 물론 생산비 감에 한 요성이 부각되면서 벼

농사의 잡 리가 완 방제 개념에서  생산 경제비

용을 고려한 친환경 잡 리 기술로 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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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등 2009). 잡 는 벼와 양분  , 수분 등 다

양한 형태의 경합을 통해 수량 감소를 래하므로 이

에 따라 잡 의 발생 도에 의한 수량 감소를 측하

고 잡 방제여부를 단할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우

리나라에서는 농 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

량과학원, 각 도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2001년부터 

잡  정 리기술 개발을 해 주요 논 잡  14종을 

선정하여 이앙재배에서 이들 잡 의 경합 피해해석과 

경제  방제수  설정한 바 있으며, 실용화 단계까지 

근하고 있다(농 진흥청 2010). 

  재까지 연구된 잡 는 이앙재배의 경우 피를 비

롯해 물달개비, 알방동사니, 여 바늘, 사마귀풀, 자귀

풀, 미국가막사리, 가막사리, 한련 , 앵미 등 일년생

잡  10종과 올방개를 비롯한 벗풀, 올챙이고랭이, 

새섬매자기 등 다년생잡  4종 등 총 14종에 한 

발생 도별 수량 측모델을 개발해 data base화 하

으며 이들 자료를 근거로 혼합 종에도 용이 가능

한 수량 측모델을 개발하여 장실증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담수직 재배에서는 아직까지 피, 물달

개비, 올챙이고랭이, 알방동사니, 올방개, 여 바늘 

등 10종에 해서만 밝 졌으나(Kwon 등 2009; 농

진흥청 2010) 그 이외 새섬매자기와 미국외풀 등

의 주요 잡 에 한 발생 도별 피해정도와 경제  

방제수 이 설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논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 과 잡 는 체 

잡 의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 과 잡  올방

개, 물고랭이, 매자기 등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Park 

등 2001). 간척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새섬매자기는 사

과 다년생잡 로서 종자와 괴경으로 번식하며, 장

이 하루 평균 2.7cm 정도 자라며, 3주만에 35cm 내외 

그리고 7주 후에는 70cm에서 최  100～200cm에 이

르나 11주부터 엽 황화  고사가 일어난다(LeRoy 등 

1997). 벼 이앙재배에서 새섬매자기 도와 벼 수량과

의 계는 ㎡당 3주가 발생할 경우 14.3% 정도의 감소

를 보이며 200개가 발생할 경우 45.7%(Ryang 등 

1978), 200～600개가 발생할 경우에 20～50%까지 감

소하기도 한다(竹松과 一前 1997). 한 벼 수확기에 

새섬매자기의 건물 이 100g/㎡에 이르면  수량이 

20%까지 감소하며(Oh 등 1992) 발생량이 많은 논에서

는  감소율이 최  70% 이상 감소하는 경우도 보고

되고 있어(宮原 1992) 벼 재배시기  지역, 새섬매자

기 발생 도에 따라  수량에 미치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종자로 번식하는 새섬매자기는 괴경으로 번식하는 

식물체보다 경합력이 작고 제 제에 한 감수성이 높

아 행 제 제 처리 논에서 거의 문제시되지 않는다

(宮原 1992). 그러나 서산 간척지에서 종자로 번식하는 

새섬매자기  설포닐우 아계 제 제에 항성을 보

이는 생태형이 발생된(Park 등 2006) 이래 충남 보령, 

서산 등 일부 농가포장에서 방제가 미흡한 사례가 보

고되고 있어 이에 한 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남지방에서는 담수직  재배면 이 많고 설포닐우

아계 제 제를 필연 으로 2회 이상 사용하고 있으므

로 조만간 항성잡  생태형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상된다.

  한편, 미국외풀(Lindernia dubia)은 삼과 일년생 

엽잡 로서 1999년 남 구례군에서 발견된 미국

외풀의 생태형이 설포닐우 아계 제 제에 항성으

로 밝 지면서 문제 잡 로 두되었으며(Kuk 등 

2003), 2001년 국 잡  발생조사에서도 미국외풀의 

발생빈도가 국 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후 이 잡

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Park 

등 2001). 그러나 이 잡 에 한 생태반응에 한 연

구는 거의 없으며 제 제 항성 생태형 출  여부나 

방제에 한 연구가 되고 있다(Kuk 등 2003; Park 등 

2001). 다만 담수직 재배에서 3엽기에 도달하는 소

요일수가 피와 물달개비에 비해 약 10∼11일 정도 

늦은 으로 미루어 볼 때(Kwon 등 2004), 잡 경합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일부 농가

포장에서 방제가 미흡한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고 

그 발생 도가 매우 높아 이에 한 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잡 리 비용 감과 친환경  잡 리

를 한 방제 여부 결정을 해서는 이들 잡 의 발생

도에 따른 정확한 수량 측이 무엇보다도 요하

다. 따라서 본 시험은 벼 담수직 논에서 다년생잡  

새섬매자기와 일년생잡  미국외풀의 발생 도에 따

른  수량 감소와 측모델을 구하고 경제  방제수

을 설정하여 방제여부 단 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

하 다. 



권 등：새섬매자기와 미국외풀 발생별  수량 감소와 경제  방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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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plant m
-2

)

Plant height (cm) Tiller (No. m
-2

)

40 DAS1) 60 DAS 40 DAS 60 DAS Index

  0 

  8

 24

 48

 96

192

34.3 

34.3 

34.2 

33.4 

33.3 

32.8 

63.2 

62.8 

61.6 

63.0 

60.6 

61.4 

400 

416 

401 

404 

401 

401 

484 a
2)

453 ab 

421 c 

407 bc

364 cd

343 d

100 

 94

 87

 84

 75

 71

1)DAS：days after seeding; 2)DMRT：5%.

Table 1. The growth of rice plant by different densities of Scirpus planiculmis in wet seeding rice cultivation.

재료  방법

  본 시험은 2010년에 남농업기술원 담수직  벼 

재배포장에서 수행하 다. 벼 종자(동진1호)는 최아시

켜 10a당 4kg을 5월 10일에 산 하 으며 종 후 20

일과 30일에 ㎡당 입모수를 100～120개로 유지하

다. 잡 의 경합 도는 새섬매자기의 경우 0, 8, 24, 48, 

96, 192본을, 미국외풀은 ㎡당 0, 24, 48, 96, 192, 384

본이 되도록 종 후 20일과 30일에 2회 걸쳐 보식하

으며 기타 발생된 잡 는 종 후 20, 40, 60일에 손

제 를 3회 실시하 다. 

  시비량은 질소-인산-칼리를 9.0-4.5-5.7kg 10a-1를 시

용하 으며, 질소는 기비-분얼비-수비를 40-30-30% 비

율로, 칼리는 기비-수비를 70-30% 비율로 분시하 고, 

인산은 량 기비로 시용하 다. 시험구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하 으며, 벼의 장, 분얼수는 종 후 40

일과 60일에 조사하 으며 벼 수량과 수량구성요소는 

농 진흥청 조사기 에 의해 조사하 다. 한, 잡

도별 피해정도는 수량을 근거하여  수량감소 추정 

모델식(Genstat 1993)을 구하 으며(Y=Yo/1+βx, 이때 

모델의 계수인 Yo; 무잡  조건에서 벼 수량, β값; 잡

의 경합력, 1/β는 50% 수량감소를 유발하는 잡 의 

도임), 이들 수량을 근거로 하여 새섬매자기와 미국

외풀의 경제  방제수 을 설정하 다. 경제  방제

수 은(Economic Threshold, ET), ET=Ch+Ca/YPLK 

(Cousens 1985)식을 이용하 다[Ch는 제 제 비용

(2010년 담수직 용 제 제 평균 매가격)=15,028원, 

Ca는 제 제 처리비용(농업경 정보 실 자료)=9,936

원, Y는 완 방제구 수량, P는  1kg 가격(2010년 

10월 서울시 농산물공사에서 남  매가격)=1,738

원, L는 수량감소율(잡  1본당 수량감소량/무잡 구 

수량), 그리고 K는 제 제의 잡 방제효과=95%)]. 통

계처리는 분산분석을 통해 던컨검정  최소유의차 검

정(P=0.05)에 의해 발생 도간 유의성 유무를 확인하

다(SAS 2000).

결과  고찰

벼와 새섬매자기  미국외풀의 발생 도별 경합특성

  간척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다년생잡  새섬매자기

의 발생 도에 따른 벼 장은 조사시기에 계없이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당 분얼수는 종 후 

60일경부터 24본 이상에서 유의 으로 감소되었으며, 

최 도(192본)에서는 약 29% 정도까지 감소되었다

(표 1). 

  일반 으로 벼와 잡 와의 경합에 있어 물달개비, 쇠

털골, 마디꽃과 같이 장이 작은 잡 의 경우, 에 

한 경합이 고, 피와 미국좀부처꽃과 같이 장이 

큰 잡 의 경우  경합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과 Moody 1980, Shen 등 2008). 특히 새섬매자기는 

장은 크나 잎이 직립 이고 엽폭이 좁은 형태  특성

과 포화 이 높은 생리  특성 때문에  경합보다

는 양분 경합에 의한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千

葉 1991; Oh 등 1992). 한 간척지의 문제잡 인 매자

기의 경우, 이앙재배에서 경합 도가 높아짐에 따라 

벼 분얼수가 감소되는데 ㎡당 3본일 때 7.2%, 80본일 

때 22.3%가 감소한다는 보고(Ryang 등 1978)는 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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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plant m
-2

)

Plant height (cm) Tiller (No. m
-2

)

40 DAS1) 60 DAS 40 DAS 60 DAS Index

  0 

 24

 48

 96

192

384

33.9 

33.5 

33.3 

33.2 

34.1 

34.9 

64.8 

64.3 

64.8 

65.5 

65.1 

65.4 

397 

392 

387 

373 

367 

381 

539 

535 

536 

527 

528 

521 

100 

 99

 99

 98

 98

 97

1)
DAS：days after seeding.

Table 2. The growth of rice plant by different densities of Lindernia dubia in wet seeding rice cultivation.

험의 결과(담수직 재배)와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새섬매자기의 출아기간이 매우 길어 

이앙 후 40일경부터 성숙기까지 벼와 경쟁하고(Kim과 

Moody 1980, 宮原 1992) 잎이 직립 이며 엽 폭이 좁

은 특성이 있어  경합보다는 양분 경합에 의한 피해

가 크기 때문에(Ryang 등 1978; 千葉 1991; Oh 등 

1992) 재배양식간 차이가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일년생잡  미국외풀의 경합 도별 벼의 생육

을 보면, 벼의 장의 경우 조사시기( 종 후 40일과 

60일)에 계없이 경합 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어 

벼의 장에 미치는 향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 벼 분얼수도 미국외풀의 경합 도(384본/㎡)가 

높아져도 2～3% 정도만 감소되었다(표 2). 

  잡 의 출아와 생장은 여러 가지 복합 인 요인이 

련되기 때문에 하나의 요인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으나 일반 으로 온도가 가장 크게 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yon 등 1990). 담수직 재

배에서 종별 3.0엽에 도달하는 소요일수는 피와 물

달개비가 각각 17일과 18일로 비교  빠른 반면에 미

국외풀은 28일로 타 잡 보다 기 생육이 느리다

(Kwon 등 2004). 한 제 제 항성을 지닌 미국외풀 

생태형은 제 제 처리 후 10일에 ㎡당 747본이, 30일

경에 1,935본까지 최  발생하나 60일 이후에 자체 

경합 는 벼와의 경합에 의해 도태된다(Kuk 등 

2003). 이와 같은 보고와 본 시험의 결과로 볼 때, 담

수직 재배는 이앙재배 보다 본답 생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미국외풀의 경우, 기 생장이 느리고 장도 

작아 벼의 장이나 분얼에 미치는 향이 은 것으

로 생각된다. 

새섬매자기  미국외풀 발생 도에 따른  수량

  새섬매자기는 발생 도(192본 m
-2

)가 높아짐에 따라 

10a당 수량성은 제 구의 531kg에 비해 ㎡당 24본 이

상 발생부터 유의 으로 감소되었으며 24본에서 11% 

정도, 그리고 최  발생 도인 192본에서 43%까지 감

소되었다(그림 1). 

  일반 으로 장이 큰 피나 도방동사니는 종내 경

합보다는 벼와 종간 경합에 유리하여 장이 신장되며 

 경합능력이 우수하여 벼 등숙율이나 천립 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 등 1983). 이앙재

배에서 매자기는 ㎡당 3본에서 200본의 경합 도에서 

14.3～45.7% 정도의  수량이 감소되며(Ryang 등 

1978) 200～600본의 경합 도에서 20～50%까지 감

소한다고 하여(竹松과 一前 1997) 본 시험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담수직 의 

경우 이앙재배에 비해 본답 생육기간이 긴 반면에 새

섬매자기는 출아 후 11주부터 엽 황화  고사가 일어

Fig. 1. Rice yield reduction based on densities of Scirpus 

planiculmis in wet seeding rice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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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ice yield reduction based on densities of Lindernia 

dubia in wet seeding rice cultivation.

나기(LeRoy 등 1997) 때문에 등숙율이나 천립 에 미

치는 향이 낮아 새섬매자기 발생 도나 재배양식간 

차이가 있더라도  수량에 미치는 향은 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한편, 미국외풀도 발생 도(384본 m
-2

)가 높아짐에 

따라 10a당  수량은 제 구의 548kg에 비해 ㎡당 48

본에서 5%, 96본에서 9%, 그리고 384본에서 22%까지 

감소되었다(그림 2).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미국외풀

은 기 생장이 느리고 장이 작기 때문에 벼 생육 후

기 특성인 등숙율이나 수당립수, 천립 에 거의 향

을 미치지 않으나 잡 경합 도가 높을 경우  경합 

보다는 양분경합에 의해 수수의 감소를 래하여 수량

도 감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 까지 보고에 의

하면, 장이 큰 잡 인 자귀풀이나 미국가막사리  

미국좀부처꽃의 경우 장이 작은 잡 들에 비해 벼

의 수수와 수당립수의 감소율이 높아 이들 잡 에 의

한 수량 감소 폭도 각각 73, 75, 21%로 매우 크며(농

진흥청 2010; Xiang 등 2008) 장이 작더라도 설포

닐우 아계 항성 생태형인 물달개비와 같이 고

도로 발생할 경우, 담수직 에서 약 70%, 이앙재배에

서도 44% 정도 수량감소를 보인다고 하 다(Kwon 등 

2002).

 수량 측모델  경제  방제수  설정

  벼 담수직 재배에서 단일 잡 별 경합조건에 따른 

실제 조사된 벼 수량자료를 근거로 수량 측모델을 

비선형 회귀분석한 결과(Genstat 1993), 새섬매자기의 

경우 Y=531.3kg/(1+0.003931x), r
2
=0.964의 회귀식을 

얻었다(이때 모델의 계수인 Yo; 무잡  조건에서 벼 

수량, β값; 잡 의 경합력, 1/β는 50% 수량감소를 유발

Fig. 3. Observed and predicted rice grain yields based on 

Scirpus planiculmis and Lindernia dubia densities in 

wet seeding rice cultivation. The predicted rice grain 

yield (kg) was calculated using Y=531.3kg/(1+ 

0.003931x), r
2
=0.964 in S. planiculmis and Y= 

547.0kg/(1+0.000792x), r2=0.922 in L. dubia.

하는 잡 의 도임). 이 측 모델식을 이용하여 새

섬매자기 발생 도별 수량을 측한 결과, 5% 수량

감소를 유발하는 경합 도는 13본/㎡이었다. 미국외

풀의 경우, 새섬매자기와 동일방법으로 수량 측모

델을 추정한 결과, Y( 수량)=547.0kg/(1+0.000792x), 

r
2
=0.922으로 5% 수량감소를 유발하는 경합 도는 66

본/㎡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벼에 한 새섬매자기의 경합력이 미국외풀 보다 약 

5.0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벼와 잡 의 경합력은 벼 품종  지역, 재배양식, 

재배시기, 시비조건, 잡 발생양상 등 여러가지에 요

인에 의해 좌우되나 담수직 재배에서 새섬매자기의 

경합력은 0.003931로 잡 의 장이 크거나 번식력

이 왕성한 잡 들, 즉 자귀풀(0.04434), 장립종앵미

(0.03052), 단립종앵미(0.01805), 사마귀풀(0.00913), 

미국가막사리(0.007612), 올방개(0.005356) 보다는 

작았으나 벗풀(0.003760), 물옥잠(0.003563), 여 바

늘(0.002943), 올챙이고랭이(0.001884), 도방동사니

(0.001883) 보다는 큰 경향을 보 다(농 진흥청 

2010). 그러나 미국외풀의 경합력은 0.000792로 지

까지 보고된 잡 들 보다도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잡 발생정도에 따른 종별 경제  방제수

을 설정하여 방제여부 단기 을 얻고자 E.T. 

(Economic Threshold)=Ch+Ca/YPLK(Cousens, 1985)

식을 이용하 다(표 3). 그 결과 담수직 재배에서 새

섬매자기의 경제  방제수 은 ㎡당 7.2본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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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ameter estimates and economic threshold density 

(Et) of weed species in wet seeding rice cultivation.

Parameter S. planiculmis L. dubia

Ch (won)

Ca (won)

Y (kg)

P (kg)

L

K (%)

Et m-2 (No.)

15,028

9,936

531.3

1,738

0.003931

0.95

7.2

15,028

9,936

547.0

1,738

0.000792

0.95

34.9

a
Anaysis method of Economic threshold (E.t., Cousens 

1985b), Et= Ch+Ca
YPLK

b
Abbreviations：Et (Economic threshold level), the point at 

which control measure become cost-effective; Y, weed free 

crop yield; P, value per unit of crop; L, yield loss per unit 

weed density; K, Herbicide efficacy calculated as (efficacy/ 

100); Ch, herbicide cost; Ca, application cost.

으며 미국외풀의 경제  방제수 은 ㎡당 34.9본으로 

나타나 이 보다 발생 도가 높을 경우 방제하는 것이 

경제 으로 유리할 것으로 단되었다. 그러나 종별 

경제  방제수 은 제 제 가격  처리비용,  가격

의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으므로 농가

장에 목할 경우,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  방제

수 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요  약

  벼 담수직 재배에서 잡  경합 도별  수량 감소

는 새섬매자기의 경우, ㎡당 24본 이상에서, 미국외풀

은 48본 이상에서 유의 으로 낮아졌으며 새섬매자기

(㎡당 192본)와 미국외풀(㎡당 386본)의 최  경합

도에서 각각 43%, 22% 정도 감소되었다. 새섬매자기 

발생 도에 따른 수량 측 모델식은 Y=531.3kg/ 

(1+0.003931x), r2=0.964, 미국외풀은 Y=547.0kg/(1+ 

0.000792x), r2=0.922으로 나타나 벼에 한 새섬매자

기의 경합력이 미국외풀 보다 약 5.0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Cousens(1985) 방법에 따른 종별 경

제  방제수 은 새섬매자기는 ㎡당 7.2본, 미국외풀

은 34.9본으로 나타나 이에 비해 잡  발생 도가 높

을 때는 방제하는 것이 경제 으로 유리할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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