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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xperiment was undertaken to develop triple cropping systems for winter cereal crops for forage, early maturing rice and 
oats, and to select a winter forage crop in order to determine rice transplanting time at paddy fields in the southern region. Also, 
the productivity and feed value of the resulting forage crops were examined. When winter cereal crops used for forages are first 
harvested at the early maturing rice transplanting period, and again harvested during the winter forage crop harvesting period, the 
fresh yield and dry matter yield of rye were 32.0, 42.3 ton/ha and 5.8, 16.5 ton/ha, respectively, demonstrating higher yields than 
other winter crops. The early maturing rice, ‘Jopyeong’, transplanted on June 4 had a lower percentage of ripened grain compared 
to those transplanted on May 6, and milled rice yield transplanted on June 4 was also decreased by 22%. Thus, the results 
showed that early transplanting was profitable. Regarding the oats grown during the fall cropping season, the heading date for the 
oats sown first was on October 10, but the heading was not observed in those sown later. Dry matter yield and TDN yield of 
the second sowing was less than 50% compared to the first. Consequently, rye may be the most suitable winter forage crop for 
triple cropping systems. Early transplanting of 'Jopyeong' after rye harvesting before April 30 in addition to timely sowing of oats 
in the fall season would be profitable for rice and forage production using triple cropping systems in the southern region. 
(Key words : Triple cropping, Winter crops, Early maturing rice, Oats, Productivity) 

Ⅰ. 서    론

과거 겨울철 논과 밭에는 가능하면 밀과 보리를 심어 이

모작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 농사의 근간이었으며

식량을 해결하는데 크게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불과 1세
대인 30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벼와 맥류를 근간으로
하는 이모작 농사는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이모작도 아닌 삼모작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

라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경지면적이 좁은 나라에서는

경작면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작물 생산을 위한 논 작부체계는 동계작물인

맥류와 하계작물인 벼의 작기 중심으로 조합하거나 동계작

물인 맥류와 하계작물인 사료용 옥수수나 수단그라스를 조

합하는 이모작 재배가 일반적이다 (Ju et al., 2012). 그러나
같은 토지에서 삼모작을 할 수만 있다면 생산성은 더욱 증

가하리라 생각된다. 삼모작은 같은 경작지에서 1년에 세

차례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하는 농법으로 본 연구에서의

삼모작 재배는 가을에 사료작물을 파종하여 이듬해 봄에

수확하고, 바로 조생종 벼를 이앙하여 늦여름에 수확한 후
이어서 귀리를 가을재배 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은

2005년에 농촌진흥청에서 단기 생육형 여름파종용 (가을재
배용) 귀리품종인 하이스피드와 다크호스를 육성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삼모작은 아직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가 많이 없는 초기단계의 작부체계로 작물의 생육특성

을 고려하여 작기에 맞는 파종시기와 수확시기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부지역에서 동계 사료맥류, 하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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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ir temperature and the amount of precipitation 
during the growing season from November 
2012 to October 2013.

생종 벼, 추계 하파귀리 등 삼모작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맥종 선정 및 생산성과 사료가치를 검토

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시험재료 및 재배방법

이 시험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전북 익산
에 소재한 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 논에서 실시하였다. 
삼모작 작부조합은 동계작물+조평벼+하파귀리로, 가을에
파종한 동계작물을 이듬 해 봄에 조평벼 이앙시기에 맞춰

수확한 다음 조평벼를 이앙하고, 늦은 여름에 조평벼 수확
후 월동맥류 재배 전에 약 2개월간 하파귀리를 재배하는

처리와 동계작물을 이듬 해 봄에 청보리 수확기에 맞춰 수

확한 다음 조평벼를 파종하고, 조평벼 수확 후 하파귀리를
재배하는 처리를 두었다. 처리내용은 ①청보리 (유호, 
Hordeum valgare L.) +벼 (조평, Oryza sativa L.) +귀리 (하
이스피드, Avena sativa L.), ②호밀 (곡우, Secale cereale) +
벼 (조평) +귀리 (하이스피드), ③총체밀 (청우, Triticum spp.) 
+벼(조평) +귀리(하이스피드), ④트리티케일(신영, Triticosecale 
wittmack) +벼 (조평) +귀리 (하이스피드) 등 4처리를 두었

다. 동계사료작물은 11월 1일에 휴립광산파로 파종하였으

며, 파종량은 청보리는 220 kg/ha, 호밀은 240 kg/ha, 총체밀
은 220 kg/ha, 트리티케일은 220 kg/ha로 하였다. 시비는 답
리작 보리재배의 기준시비량인 N-P2O5-K2O=91-74-39 kg/ha
에서 질소는 30% 증량하였으며, 이 중 인산과 칼리는 전

량 기비로 사용하였고, 질소는 기비 대 추비를 40 : 60으로
나누어 분시하였으며, 수확은 4월 30일, 5월 30일 두 번에
걸쳐 실시하였다. 하계작물은 조생종 벼인 조평벼를 사용

하였는데, 4월 6일에 파종하여 5월 6일에 이앙한 처리와 5
월 4일에 파종하여 6월 4일에 이앙한 처리를 두었고 재식
거리는 30×12 cm로 주당 5본으로 하였다. 시비량은
N-P2O5-K2O = 100-64-78 kg/ha를 질소는 기비, 분얼비, 수비
를 각각 50%, 30%, 20%로 분시하였고 인산은 전량 기비

로 사용하였고 칼리는 기비 70%, 수비 30%로 분시하였다. 
수확은 1차 이앙한 처리구는 8월 26일, 2차 이앙한 처리구
는 9월 9일에 하였다. 하파귀리는 하이스피드 품종을 8월
28일에 파종한 처리구와 9월 2일에 2차 이앙한 조평벼에

입모중 파종한 처리구를 두었다. 파종량은 200 kg/ha, 시비
는 추파 맥류의 70% 수준으로 N-P2O5-K2O = 64-52-27 kg/ha
를 전량 기비로 시용하였으며, 수확은 10월 27일에 실시하
였다. 모든 작물의 병해충 및 잡초방제는 기본방제를 기준

으로 하였으며, 기타 재배 및 생육조사 등은 국립식량과학
원 표준재배법 (NICS, 2010)과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
준 (RDA, 2012)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2. 사료가치 분석

분석용 시료는 각 품종의 수확기별로 반복마다 1 kg씩
시료를 취하여 70℃ 순환식 건조기에 60시간 이상 건조한

후 건물 중량을 칭량하여 건물함량을 산출한 다음 이를 분

쇄기로 분쇄하여 사료가치 분석에 이용하였다. 시료의 조

단백질은 AOAC (1995) 방법으로, neutral detergent fiber 
(NDF)와 acid detergent fiber (ADF)는 각각 Goering과 Van 
Soest (1970)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Total digestible nutrients 
(TDN)는 ADF와 NDF는 건물소화율 및 섭취량과 높은 상관관
계를 가진다는 점에 근거하여 TDN (%) = 88.9-(0.79 × %ADF)
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Holland et al., 1990). 

3. 통계분석

이 실험에서 얻어낸 데이터는 SAS Ver. 9.1 program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하여 5% 유의수준에서 처리구간의 통계적인
차이를 구명하였다. 

4. 기상조건

시험기간 중의 기상 조건은 Fig. 1과 같다. 사료맥류의
월동기간은 평년보다 저온으로 경과되었고, 조평벼의 생육
기간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였으며, 귀리 생육기간의

기상경과는 파종기인 8월 하순에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고

이후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평균기온은 대체로 생육기

간 전반에 걸쳐 높게 경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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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owth characteristics and forage yield of winter cereal crops for forage

Harvesting date Species Heading date Plant height
(cm)

Number of spikes
(No/m2)

Yield (MT ha－1)
Fresh Dry matter TDN

April 30

Barley －  46c 864 13.6c  2.4d 1.8d

Rye April 27  81a 922 32.0a  5.8a 3.7a

Triticale －  51b 820 23.5b  4.5b 3.2b

Wheat －  47c 996 14.7c  2.8c 2.0c

Mean －  56 900 21.0  3.9 2.7

May 30

Barley May 3  84c 828 29.7c 10.1c 6.7c

Rye April 27 155a 750 42.3a 16.5a 9.2a

Triticale May 10 124b 780 38.3b 11.7b 7.0b

Wheat May 7  83c 973 30.8c 10.4c 6.8c

Mean － 112 833 35.3 12.2 7.4
a-d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Ⅲ. 결과 및 고찰

1. 동계 사료맥류

(1) 생육특성 및 수량성

  동계 사료맥류의 생육특성 및 수량성은 Table 1과 같다. 
청보리, 호밀, 트리티케일 및 밀 등 시험한 사료맥류의 생
육은 월동기간 중 저온으로 경과하여 매우 저조하였으며, 
호밀을 제외한 다른 맥류는 4월 30일 1차 수확할 때까지

출수 하지 않았다. 조평벼의 이앙기에 맞춰 4월 30일에 수
확한 사료맥류의 건물수량은 호밀>트리티케일>총체밀>보
리 순으로 많았으며 (p<0.05), TDN 수량도 같은 경향을 보
였다. 사료용 맥류의 수확적기는 호밀이 4월 말~5월 초순

이고, 청보리, 트리티케일, 총체밀은 5월 말경으로 (Song et 
al., 2009), 조평벼의 조기이앙을 위한 4월 30일 수확은 호
밀을 제외하고 모두 낮은 수량을 보였다. 이는 Choi and 
Kim (2008)에 의하면 청보리는 출수기 전후 초기 생산량이
적다고 보고하였는데, 4월 30일에 수확된 보리, 트리티케
일, 총체밀은 모두 출수기 이전에 수확되었기 때문에 낮은
수량성을 보였다. 맥류의 수확기에 맞춰 5월 30일 수확한

사료맥류의 건물수량과 TDN 수량은 호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트리티케일이 많았으며 청보리와 밀이 비슷한 수

량을 보였다 (p<0.05). 

(2) 사료가치

월동 사료맥류의 사료가치는 Table 2와 같다. 조평벼의
적기 이앙을 위하여 4월 30일에 수확한 사료맥류는 호밀을
제외하고 모두 출수 전으로 조단백질 함량은 높고, 섬유소

함량은 낮게 나타났다. 조단백질 함량은 청보리와 밀이

21.7%, 21.6%로 높게 나타났고, 호밀이 12.7%로 가장 낮았
다. NDF와 ADF는 유호보리가 각각 47.2%, 19.4%로 가장
낮았고, 호밀이 61.1%,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 
0.05). TDN 함량은 유호보리>청우밀>트리티케일>호밀 순

으로서 보리가 가장 높은 가소화영양소 함량을 보였다

(p<0.05). 사료맥류의 수확적기에 맞춰 5월 30일에 수확한

사료맥류의 조단백질 함량은 청보리가 9.8%로 가장 높았

고, 호밀이 7.3%로 가장 낮았다. NDF와 ADF도 청보리가

54.3%, 28.5%로 가장 낮았고, TDN 함량은 66.5%로 가장

높았다 (p<0.05). 4월 30일에 수확한 맥류와 비교했을 때

조단백질 함량은 감소하였고, 섬유소함량은 증가하였다

(p<0.05). 사료맥류의 조단백질 함량은 생육초기에 높고 출
수 후 생육이 진행됨에 따라 감소한다고 보고하였고 (Hwang 
et al., 1985; Kim et al., 1992), 식물체 구조를 형성하는 세
포벽 구성물질인 NDF와 ADF는 사료맥류에서 출수기에 정
점으로 증가되다가 유숙기에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Shin and Kim, 1995; Song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늦게 수확한 처리구에서 NDF와 ADF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hemicellulose 함량은 4월 30일과 
5월 30일 수확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생
육후기로 갈수록 cellulose 함량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2. 하계작물 조평벼

(1) 생육특성 및 수량성

  월동 사료작물을 4월 30일에 수확 후 5월 6일 이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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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gronomic characteristics and yield of rice cultivated after winter forage crops production at paddy field

Trans- 
planting

date
Cultivar

Former  
cultivated 

crop

Heading
date

Culm 
length
(cm)

Panicle
No

(/hill)

Ripened 
grain
(%)

1000
grain wt.

(g)

Grain
No.

(/Pani.)

Milled rice 
yield

(MT/ha)
Index

May 6

Hwang 
keumnuri － Aug 2 67 20 90.1 20.1 74 5.42a 100

Jopyeong

Barley Jul 15 70 25 83.4 20.2 80 4.50ns  83
Rye Jul 15 69 24 84.0 20.2 78 4.32  80

Triticale Jul 15 67 22 83.5 20.3 75 4.29  79
Wheat Jul 15 66 22 83.6　 20.1 75 4.35  80
Mean Jul 15 68 23 83.6 20.2 77 4.37b  81

Jun 4

Hwang 
keumnuri － Aug 19 78 22 92.8 20.1 98 6.01a 100

Jopyeong

Barley Jul 31 75 24 62.6 20.9 77 3.39  56
Rye Jul 31 75 23 62.5 21.1 77 3.42  57

Triticale Jul 31 73 22 62.3 21.3 75 3.36  56
Wheat Jul 31 76 24 65.2 21.2 80 3.53  59
Mean Jul 31 75 23 63.2 21.2 77 3.43b  57

ns Means in the same column were not significant (p>0.05).

Table 2. Feed value of winter cereal crops harvested on April 30 and May 30

Harvesting date Species
Feed value (%)

CP1) NDF ADF Hemicellulose TDN

April 30

Barley 21.7a 47.2c 19.4c 27.8 73.6a 
Rye 12.7c 61.1a 32.8a 28.3 63.0d 

Triticale 20.2b 51.2b 22.5b 28.7 71.1c 
Wheat 21.6a 53.3b 22.9b 30.4 72.1b 
Mean 19.1A 53.2B 24.4B 28.8 70.0A

May 30

Barley  9.8a 54.3c 28.5c 25.8 66.5a

Rye  7.3d 67.4a 41.7a 25.7 56.0c

Triticale  9.6b 67.1a 40.1a 27.0 57.2c

Wheat  9.1c 56.6b 31.9b 27.4 63.7b

Mean  9.0B 61.4A 35.6A 26.5 60.9B

a-d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 CP : Crude protein, NDF : Neutral detergent fiber, ADF : Acid detergent fiber, TDN : Total digestible nutrients. 

조평벼의 출수기는 7월 15일이었고, 8월 22일 수확하였으

며, 간장은 평균 68 cm이었고, 주당 수수와 수당립수는 평
균 23개와 77개로 대비구로 파종한 중만생종 황금누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등숙비는 평균 83.6%이었고, 현미 천

립중은 20.2 g이었으며, 백미중은 평균 4.37톤/ha로 9월 단
작인 황금누리보다 평균 약 19%가 감소하였다. 월동 사료
맥류를 5월 30일 수확하고 6월 4일에 이앙한 조평벼의 출
수기는 7월 31일로 5월 6일 이앙보다 약 16일이 늦어졌으
며, 이는 단작 대비구인 중만생종 황금누리도 같은 경향이

었다. 9월 9일에 수확한 조평벼의 간장은 75 cm로 5월 6일
에 이앙한 처리구보다 컸으며, 수수와 수당립수는 비슷하

였다. 등숙비율은 평균 63.2%로 낮았고, 백미중은 3.43톤
/ha로 단작 대비구인 황금누리벼의 57% 수준으로, 이는 등
숙비율과 1수립수의 차이로 여겨졌다. 1, 2차 이앙한 조평
벼의 생육특성 및 수량성 모두 재배된 앞작물의 품종에 따

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Kim et al., (1996), Kang et 
al., (2005), Jung et al., (2003), Ko (1997) 등은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수량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는데, 조평벼는 5



Song et al. ; Triple Cropping Systems at Paddy Field in Southern Region

－   －231

Table 4. Agronomic characteristics and forage yield of oat cultivated in the fall season after rice cultivation at 
paddy field

Planting
date

Former cultivated 
crops

Heading
date

Plant height
(cm)

Number of pikes
(No/m2)

Yield (MT ha－1)
Fresh Dry matter TDN

Aug 28

Barley + Rice 10. Oct 112 833 38.5 8.6 5.1ns

Rye + Rice 10. Oct 110 892 38.1 8.6 5.1
Triticale + Rice 10. Oct 107 890 36.5 8.1 4.8
Wheat + Rice 10. Oct 111 897 37.5 8.5 4.9

Mean 10. Oct 110A 878 37.7A 8.5A 5.0A

Sep 2

Barley + Rice －  81 915 22.5 3.6 2.4ns

Rye + Rice －  83 983 23.5 3.7 2.5
Triticale + Rice －  79 920 23.0 3.6 2.4
Wheat + Rice －  82 925 22.0 3.4 2.3

Mean －  81B 936 22.8B 3.6B 2.4B

ns Means in the same column were not significant (p>0.05).

월 6일 조기 이앙보다 6월 4일에 이앙한 처리구에서 약

22% 수량이 감소하여 비슷한 시험결과를 보였으나, 단작
대비구인 황금누리벼는 5월 6일 조기 이앙보다 6월 4일에
이앙한 처리구에서 약 11% 증수하여 품종에 따라 작기 조
정이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Nam et al., (2013)은 4월 20일
에 파종하여 5월 20일에 이앙한 조생종 벼 조평의 평균 출
수기는 5월 28일이있고, 간장은 67 cm이며, 등숙비율은
94%, 백미수량은 보통기 보비재배에서 평균 5.67톤/ha, 중
부평야 및 호남평야, 영남평야의 소득후작 재배에서 평균

4.88 MT/ha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등숙비율도 낮았

고 수량성도 낮게 나타났다. 

3. 가을재배 귀리

(1) 생육특성 및 수량성  

  조평벼를 수확한 후 가을에 월동 맥류를 파종하기 전에
틈새작물로 파종한 가을재배용 귀리품종인 하이스피드의

생육특성 및 수량성은 Table 4와 같다. 조평벼를 8월 22일
수확 후 8월 28일에 파종한 하이스피드귀리의 출수기는 10
월 10일이었으며, 수확기인 10월 27일의 초장은 평균 110
cm, 경수는 m2당 878개이었다. 생초수량은 37.7톤/ha, 건물
수량과 TDN 수량은 각각 8.5톤/ha과 5.0톤/ha을 나타내었
다. 2차 파종한 조평벼의 수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9월 2
일에 입모중 파종한 하파귀리는 월동사료맥류의 파종인 10
월 말까지 출수를 하지 않았다. 초장은 평균 81 cm이었고, 
생초수량은 22.8톤/ha이었으며, 건물수량과 TDN 수량은
각각 3.6톤/ha과 2.4톤/ha이었다. 1, 2차 파종한 하이스피

드 귀리의 생육특성 및 수량성 모두 재배된 앞작물의 품종

에 따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Han et al.,
(2012)은 8월 17일에 파종한 하파용인 다크호스․하이스피
드․스완의 출수기는 10월 11~12일이라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하이스피드 귀리의 파종기는 8월 28일로 10
일정도 늦기는 하였지만 출수기는 비슷한 시기였고, 9월 2
일에 입모중 파종한 하파귀리는 출수를 하지 않았다. 수량
성에서는 2차 파종이 1차 파종에 비해 건물수량과 TDN 
수량 모두 50%를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어 (p<0.05), 틈
새작물로 하이스피드귀리를 파종 시에는 파종이 빠를수록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삼모작에 재배되는 하이

스피드 귀리는 약 2개월만 생장하는 단기성 작물로 기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생각되며, 파종기에 비로 인한
파종기 지연 및 생육기간 중 온도의 영향 등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귀리의 안전재배법에 관련된 연구가 앞으로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2) 사료가치

  가을재배 귀리의 사료가치는 Table 5와 같다. 1차 파종

한 하이스피드 귀리의 조단백질 함량은 평균 10.7%이었고, 
NDF와 ADF의 함량은 각각 62.2%와 36.7% 이었으며, 
TDN의 함량은 59.9% 이었다. 2차 파종한 하이스피드 귀리
의 조단백질 함량은 평균 21.7%로 1차 파종에 비해 유의

적으로 높았으며 (p<0.05), NDF와 ADF 함량은 각각 47.6%
와 28.3%로 낮았고, TDN 함량은 66.5%로 높게 나타났다

(p<0.05). 이 결과는 2차 파종한 하이스피드 귀리는 수확

시까지 출수 전의 생육단계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잎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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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eed value of oats cultivated in the fall season after rice cultivation at paddy field

Harvesting date Former cultivated 
crop

Feed value (%)
CP1) NDF ADF TDN

Aug 28

Barley + Rice 10.8 62.5 37.8 59.0ns

Rye + Rice 10.8 62.0 36.3 60.2
Triticale + Rice 10.7 62.3 36.0 60.4
Wheat + Rice 10.6 61.8 36.7 59.9

Mean 10.7B 62.2A 36.7A 59.9B

Sep 2

Barley + Rice 21.6 46.9 28.2 66.6ns

Rye + Rice 21.8 48.1 28.6 66.3
Triticale + Rice 21.7 48.0 28.6 66.3
Wheat + Rice 21.5 47.3 27.8 66.9

Mean 21.7A 47.6B 28.3B 66.5A

ns Means in the same column were not significant (p>0.05).
1) CP : Crude protein, 2) NDF : Neutral detergent fiber, 3) ADF : Acid detergent fiber, 4) TDN : Total digestible nutrients.

지하는 비율이 높고 식물체의 목질화가 이루어지기 전이었

기 때문에 1차 파종에 비해 높은 조단백질과 낮은 섬유소
함량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1, 2차 파종한 하이스피드
귀리의 사료가치는 앞 작물인 사료맥류의 맥종별+조평벼
처리간에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Ⅳ. 요    약 

이 연구는 남부지역 논에서 동계 사료맥류, 하계 조생종
벼, 추계 하파귀리 등 삼모작 재배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월동 사료작물을 조생종 벼인 조평벼의 이앙

시기에 맞춰 4월 30일 1차 수확한 처리구와 사료맥류의 수
확기인 5월 30일에 수확한 처리구 모두 곡우호밀이 각각

생초수량 32.0톤/ha과 42.3톤/ha, 건물수량이 5.8톤/ha과
16.5톤/ha로 다른 작물에 비해 높은 수량을 보였다. 하계
조평벼는 5월 6일에 1차 이앙한 처리구보다 6월 4일에 2차
이앙한 처리구에서 등숙비율이 떨어지고 수량도 약 22% 
감소하여 조기 이앙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틈새작물
로 재배한 하이스피드 귀리는 8월 28일에 1차 파종한 귀리
는 10월 10일에 출수하였지만 9월 2일에 입모중으로 2차
파종한 귀리는 출수도 하지 못하였으며 1차 파종에 비해

건물수량과 TDN 수량 모두 50%를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
내어 파종이 빠를수록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남부지역에서 삼모작을 하기 위해서는 호밀을 재배하여 4
월 30일 전에 수확한 후 조평벼의 조기 이앙과 하이스피드
귀리의 적기 파종이 쌀 수량과 조사료 수량 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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