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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숙기의 차광 처리에 의한 광합성능 및 쌀 수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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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ight intens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s for plant growth, affecting growth, development, 
survival, and crop productivity. Sunlight is the main energy source on Earth which is energy used by photosynthesis 
to convert light energy to chemical energy. In this study, the light use efficiency and photosynthetic characteristics of 
high-quality rice cultivars were evaluated after shading on ripening stage. For the study, we treated of three levels of 
shade (0, 50 and 70%) on rice at ripening stage and two levels of nitrogen (9 and 18 kg/10a) used three high yielding 
rice cultivars, such as Boramchan, Hopum, and Honong. The shade was given for the respective plots from heading up 
to harvesting. We were performed to determine growth survey, SPAD and chlorophyll fluorescence every 10 days interval 
after shading on ripening stage. At harvest stage, grain yield and yield components were determined. Results of analysis 
of the results representing the maximum photosynthetic efficiency of PSII, Fv/Fm, and SPAD were decreased by depending 
on the time at full sunlight. But shade treatments were not changed and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cultivars did 
not appear. Compared with the full sunlight, shade treatments significantly delayed ripening rate and decreased rice quality 
of cultivated rice. Therefore, rice yield, can be reduced in proportion to the shading density is apparent, the rate of decrease 
was not observed difference between varieties, when protected from light 70%, and decreased to less than 50%. The 
adverse effects of low light intensity on the yield and yield components were not able to significantly minimize by the 
nitroge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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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벼의 수량은 일차적으로 출수기 이전에 형성되는 단위면

적당 영화수에 의해 결정되며, 이차적으로는 출수기 전후

의 광합성량과 동화 산물의 공급 부위(source)와 이들 동

화 산물을 축적하는 수용부위(sink) 그리고 동화산물의 이

동통로인 전류부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특히, 

식물의 생육과 발달은 다양한 환경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

는데 그 중 광은 크게 식물의 광합성과 형태발생에 관여하

는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서 작물의 수량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Peng et al., 2004; Evan and Datta, 1979; 

Islam and Morison, 1992; Dobermann et al., 2000).

일조가 부족한 조건에서는 잎에 더 많은 건물이 배분되

며(Gibson et al., 2004), 엽신 중에 엽록소의 축적이 촉진

된다(Makino et al.,1997; Viji et al., 1997). 일사량과 등숙

과의 관계는 실험조건 충족이 어려워 온도와 같은 다른 기

상조건에 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자연

조건하에서 일사량은 광합성의 제한인자로 작용하며, 그 

영향 정도는 재식밀도와 엽면적지수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한다.

Matsushima(1957)는 차광시험을 통하여 감수분열기의 

약광은 퇴화영화수를 증가시키며 출수 후의 등숙을 저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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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고 하였으며, 강광 하에서는 질소시비량이 많으면 수

량을 증가시키지만 약광 하에서는 오히려 불임률이 증가하

여 수량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Samarajeewa 등이 2005년

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차광량 45% 정도 까지는 

심각한 수확량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차광량 70%에

서는 수확량 감소가 확연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는데 이는 등숙률의 감소가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질소 시비량, 분시 방법 및 생식생장기의 차광 처리가 

단위 면적당 영화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시

비량에 따라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분시 방법 간

에는 차이가 없었다(Park et al., 2002). 최근 구조물 등에 

의해 일조부족이 많이 일어나는데 많은 경우 질소 시비량

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수량을 확보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육성된 고품질 품종인 

호품, 호농 및 보람찬을 이용하여 등숙기 질소 시비량 및 

일조 부족이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은 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 시험포장에서 2013

년 호품, 호농, 보람찬을 5월 7일 파종하여 6월 5일에 재식

거리 30×15 cm로 3본씩 난괴법 3반복으로 이앙하였다. 

질소 시비량은 표준 시비량인 9 kg과 다비량인 18 kg으로 

처리하였다. 시비방법 및 기타 비배관리는 농진청 벼 표준

재배법에 준하였다. 차광처리는 출수 시(8월 16일)부터 50

일동안 자연광을 대비하여 50%, 70% 차광망을 설치하여 

유도하였다.

각 품종의 기본 생육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최고 분얼기, 

출수기, 및 성숙기에 초장, 경수, 엽색, 엽면적, 간장, 수장 

등과 수량 구성 요소인 수당립수, 등숙률, 정현비율, 현미천

립중 및 백미수량은 농촌진흥청 조사기준에 따라 조사하였

다. 출수 후 60일에 각각의 품종을 수확한 후 정소 수분이 

15-16% 정도가 되도록 통풍 건조 후 현미기(SYTH-88, 

쌍용)를 이용하여 제현을 하였고, 백미기(Satake; THV, 

Yamamoto, Japan)를 이용하여 10분도로 도정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현미 및 쌀의 품위는 RN-300 (Kett, Japen)

을 이용하여 완전립과 불완전립을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

립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출수기에 차광망을 설치한 후 10일 간격으로 광합성능

을 분석하기 위해 Fim-1500 (ADC, UK)를 이용하여 측정 

전 15분간 암적응 후 엽록소 형광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등숙기간 중 잎의 노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엽록도 

값을 엽록소계(SPAD-502plus, Minolta, U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엽록소 형광 분석과 엽록도 측정은 각 품종별

로 생엽의 중간 부위에서 측정하였으며, 각 시기별로 3주씩 

채취하여 1주당 5 반복으로 측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차광처리에 의한 광합성능과 잎의 노화 

엽록소 형광 분석은 광합성 기구의 구성 요소에 대한 연

구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따른 광합성 및 광합성 기구

의 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광처리에 의한 광합성 기구의 변화를 알아보

기 위해 10일 간격으로 엽록소 형광을 측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엽록소의 변화를 SPA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엽록소 형광과 광화학 반응의 관계에 대해서는 Duysens 

와 Sweers(1963)가 처음 설명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광합

성과 열로 방출되는 양이 가장 적을 때 형광이 가장 강하므

로 형광의 변화는 광합성 효율과 열 방출의 변화를 반영한

다. 잎을 어두운 곳에 수분 정도 두어 암적응을 시키면 전자

전달과정의 전자운반체들이 산화된 상태가 되는데 이때 광

에 노출시키면 형광이 유도되는 것이다. 엽록소에서 방출

되는 형광은 광합성 초기 광화학 반응에 사용되지 못한 빛 

에너지의 일부가 다시 빛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버려지는 에너지로서 형광은 식물에게는 쓸모가 없으나 광

화학 반응이 감소하면 형광이 증가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상보적인 양상을 보임으로써, 엽록소 형광 측정 

및 분석을 통해 광합성 기구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를 민감

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암 적응된 잎의 Fv/Fm 값은 식물 

잎이 광합성을 수행할 수 있는 최대값 즉, 잠재력을 의미하

며, Fv/Fm은 대부분의 식물에서 건강한 잎의 경우 보통 

0.83정도의 값을 가진다(Björkman and Demmig, 1987; 

Johnson et al., 1993). 등숙기간 동안 공시 재료로 사용된 

3품종의 엽록소 형광을 차광 처리 후 10일 간격으로 측정 

한 결과 50일이 될 때까지 차광률 50%와 70% 모두 Fv/Fm 

값이 0.8이상을 유지하며 유의적인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

다(Fig. 1). 이러한 결과는 Yang et al.(2007)이 발표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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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of maximum photosynthetic efficiency of PSII, Fv/Fm after shading in variable N level.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of three replications and error bars indicate ± S.E.

은 일사량 조건에서 생육한 벼가 잠재 광합성 능력을 상실

하지 않는다는 결과와 비슷하였다. 하지만 자연광에서 자

란 경우 30일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50일에는 질

소 18 kg을 처리한 호농을 제외한 대부분 시료구에서 0.7이

하의 값을 나타냈다. 특이점은 보람찬과 호농의 경우 질소 

시비량을 증가 시켰을 때 보람찬은 50일 기준으로 9 kg 처

리시 0.614, 18 kg 처리시 0.705, 호농은 9 kg 처리시 0.700, 

18 kg 처리시 0.775로 엽록소 형광 값이 18 kg 처리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호품은 9 kg 처리시 0.665, 18 kg 처리

시 0.649로 더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Fo값은 증가하

고, Fm값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두 값은 

엽록소의 함량과 잎의 두께나 나이에 따라 값에 차이가 있

어 두 값의 비, 즉 Fm/Fo를 스트레스 지표로 사용한다. 차

광처리에 따른 Fm/Fo값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각 품종별로 

감소폭은 달랐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Fig. 2). 이러한 결과는 차광에 의한 일조부족 스트

레스에 의한 영향보다 잎이 노화됨에 따른 엽록소 함량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SPAD값은 엽록소 함량 및 질소 함량과 높은 정의 상관

을 보이며, 특히 엽록소a의 함량과 SPAD값은 품종과 시기

에 관계없이 같은 직선관계를 나타내어 엽록소a 함량의 간

접측정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어 잎 노화의 간접적인 지표

로 이용될 수 있다(Kim et al.,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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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of the ratio of maximal per minimal fluorescence, Fm/Fo ratio after shading in variable N level. 

는 등숙기간 중 잎의 노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PAD 값

을 측정하였는데, 차광 70% 처리구에서는 50일이 지난 시

점까지 그 감소율이 20% 미만으로 나타났다(Fig. 3). 세 

품종 중 가장 적게 감소한 품종은 호농으로 9 kg, 18 kg에서 

5%와 4%로 차광에 의해 노화가 많이 지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차광처리에 의한 쌀 수량 및 품질 변화

현미 천립중을 변화를 살펴보면 다른 품종들에 비해 보

람찬이 차광에 의한 감소가 크게 나타났는데, 표준시비량

인 9 kg에서는 50% 차광 시 21.3 g로 자연광에 비해 1.6 

g 감소되었고 70% 차광 시 19.1 g으로 3.8 g 감소되었고, 

18 kg에서는 50% 차광 시 21.5 g으로 자연광에 비해 2.1 

g 감소되었고 70% 차광 시 19.3 g으로 4.3 g 감소되었다

(Table 1).  다른 두 품종인 호품과 호농은 9 kg일 때 50% 

차광 시 자연광에 비해 0.9, 0.7 g 감소되었고 70% 차광 

시 1.9, 1.2 g 감소되었고, 18 kg 처리시에는 50% 차광 시 

자연광에 비해 1.3, 0.8 g 감소되었고 70% 차광 시 2.6, 

1.5 g 감소되었다. 차광처리에 의한 일조부족 시 현미 천립

중은 보람찬>호품>호농 순으로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쌀 수량의 감소율은 품종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50% 차광 시 자연광에 비해 약 80%정도 감소하

였으나, 70% 차광 시 50%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연광에서 질소 시비량 증대에 따른 현미 천립중과 

쌀 수량의 변화는 보람찬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벼의 수량

은 광합성에 의한 동화 산물의 공급부위(source)와 이들 

동화물질을 축적하여 수용부위(sink) 그리고 동화 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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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the contents of Chlorophyll in the flag leaves after shading in variable N level.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of three replications and vertical bars indicate ± S.E.

이동통로인 전류부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는 온도와 일사량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Wardlaw, 1976; Lee et al., 2009). 본 실험에서는 

출수 시부터 50일간 차광처리를 함으로써 등숙기 일조부족

으로 sink와 source 관련형질의 활력저하에 의해 수량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차광에 의한 백미의 단백질 함량 변화를 살펴본 결과 보

람찬, 호품 및 호농 모두 차광률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Table 1). 자연광에서 질소시비량의 증가에 따

른 단백질 함량의 증가치가 다른 품종에 비해 호농이 높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Son 등(2002)에 의하면 쌀 

단백질 함량은 품종, 시비, 토양, 물 관리 등에 의해서 차이

가 나며 동일 품종에 있어서도 질소 시비량이 증가할수록 

현미의 단백질 함량이 증가된다고 한다. 단백질 함량이 많

으면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되어지나, 식미의 관점

으로 보면 단백질 함량이 높은 쌀은 경도가 높고, 점도가 

낮아 식미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차광 처리 후 식미 관련 형질인 아밀로스 함량의 변화를 

확일 한 결과 호농을 제외한 보람찬과 호품의 경우 70% 

차광 시 유의적인 감소가 나타났다. Juliano(1985)에 의하

면 아밀로스 함량이 높으면 취반 시 흡수량이 많고 점도가 

낮아지며 경도가 높은 밥이 되고, 반대로 아밀로스 함량이 

낮으면 밥의 체적증가가 낮고, 부드럽고 점도가 있는 밥이 

된다고 한다.

차광처리에 의한 보람찬, 호품 및 호농의 쌀 품질 변화는 

Table 2와 같다. 쌀 품질 변화는 완전립과 불완전립 비율을 

통해 확인하였고, 불완전립은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및 

기타로 나눠 측정하였다. 차광 처리에 의해 완전립 비율은 

보람찬, 호품 및 호농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70% 차광시 호농을 제외한 두 품종의 완전립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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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hanges 1,000 grain weight of brown rice, milled rice yield, protein, and amylose after shading at heading stage in 
variable N level.

Variety
N fertilizer Shading 

1,000 
grain weight 

Milled rice yield
Protein 
content

Amylose

(kg/10a) (%) (g) (kg/10a) (%) (%)

Boramchan 

9

0 22.9a 570.8a 5.4a 17.7a

50 21.3b 494.9b 6.6b 17.6a

70 19.1c 264.6c 8.8c 15.9b

18

0 23.6a 679.0a 5.6a 17.7a

50 21.5b 519.9b 6.9b 17.4a

70 19.3c 300.5c 8.9c 15.7b

Hopum 

9

0 23.0a 547.9a 5.6a 17.5a

50 22.1b 463.5b 6.8b 16.9b

70 21.1c 309.1c 8.7c 15.0c

18

0 23.6a 611.5a 5.8a 17.3a

50 22.3b 482.8b 7.0b 16.8b

70 21.0c 281.1c 9.0c 14.9c

Honong 

9

0 23.2a 519.7a 5.8a 18.2a

50 22.5b 454.5b 6.9b 17.8ab

70 22.0b 261.6c 8.5c 17.7b

18

0 23.3a 575.4a 6.5a 17.9

50 22.5b 440.0b 7.8b 18.0

70 21.8c 233.8c 8.2b 17.8

Table 2. The changes rice quality after shading at heading stage in variable N level. 

Variety
N fertilizer Shading Perfect grain Imperfect grain (%) 

(kg/10a) (%) (%) Broken rice Milky white Damaged grain The others 

Boramchan 

9

0 96.0 a 0.7 0.5 0.7 2.1 

50 83.8 b 2.4 8.1 0.8 4.9 

70 65.5 c 2.4 28.0 0.6 3.5 

18

0 95.5 a 1.4 1.8 0.3 1.1 

50 82.5 b 1.4 12.5 0.3 3.3 

70 70.7 c 1.8 22.6 0.4 4.5 

Hopum 

9

0 89.1 a 6.1 3.1 0.6 1.2 

50 88.7 a 1.5 5.2 0.9 3.8 

70 69.5 b 4.5 23.9 0.5 1.6 

18

0 93.7 a 0.6 0.3 1.0 4.4 

50 78.7 b 5.3 14.4 0.5 1.2 

70 64.8 c 5.0 28.1 0.5 1.7 

Honong 

9

0 96.7 a 1.5 1.0 0.2 0.6 

50 89.8 b 2.8 5.5 0.4 1.5 

70 85.8 b 3.8 9.0 0.3 1.0 

18

0 95.8 a 0.8 1.0 0.5 1.9 

50 89.6 b 3.3 5.8 0.3 1.0 

70 84.2 c 3.5 10.7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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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하로 감소하는데 분상질립의 두드러진 증가에 의한 

현상으로 보인다.

IV. 적 요

최근 육성된 고품질 벼 품종인 보람찬, 호품 및 호농을 

공시하여 질소 시비량(9, 18 kg/10a) 및 출수 직후 차광 

처리(50, 70%)에 의한 등숙기 일조부족이 광합성 특성 변

화와 수량 및 수량구성형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등숙기 차광처리에 의해 Fv/Fm 및 SPAD값은 차광률이 

높을수록 그 감소율이 적었으며, 질소 시비량을 증가에 

따른 유의적인 변화는 없었다. 다른 품종과 달리 호농의 

경우 18 kg 처리시 자연광에서 자란 시료에서도 감소율

이 완만하게 나타났다.

2. 등숙기 차광처리에 의해 천립중과 수량은 차광에 따라 

감소하였고, 차광률에 따라 더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천립중은 세 품종 중 보람찬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차광 70% 처리시 질소 시비량의 증수에 따

라서 감소율이 더 급격히 나타나 등숙기 일조부족에 질

소질 비료의 추가시용은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3. 등숙기 차광처리시 백미 단백질 함량은 증가하였고 

50% 차광 보다 70% 차광에서 높았으며, 호농이 보람찬

과 호품에 비해 단백질 함량의 변화가 적었다.

4. 등숙기 차광처리시 아밀로스 함량 변화는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호농이 보람찬과 호품에 비해 변화가 적

었다.

5. 등숙기 차광처리에 따른 쌀의 품위 분석 결과 보람찬과 

호품은 차광에 의해 완전립 비율이 차광율 70%일 때 

64.8-70.9%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분상질립의 증

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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