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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all fescue (Festuca arundinacea Schreb.) is one of cool-season adapted perennial grass species and has been cultivated 
worldwide as a important forage and lawn grass.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seed production of new tall fescue cultivar, 
‘Purum’, which was cultivated in Korea. Agronomic aspects of tall fescue were determined using seed production and forage 
nutritive value of straw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DA from 2012 to 2013. The heading date according to the 
seeding time displayed 2~3 days differences. The harvested seed yields were the largest (1,711 kg/ha) when seeding date at 
September 17th, whereas it decreased when planted ten days earlier or later than at that time. The thousand-grain weight of 
gathering seeds was 2 g, and the germination rate was 80 to 83% showing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different seeding 
times. The yield of fresh weight and dry matter were the largest (63,556 kg/ha and 16,926 kg/ha, respectively) when planted at 
September 17th. The dry matter yield was gradually decreased with delaying seeding time as 10 days period. However, nutritive 
values of straw did no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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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에서는 1970년 부터 목  품종개발 연구를 시작하

여 지 까지 축 된 통육종 기반기술 정보를 활용하여 

농 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는 다양한 특성의 우량한 육

종모재를 선발하고 신규계통의 합성을 통해 국내기후 환경

에 합하고 속성과 사료가치가 우수한 목  신품종 개

발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Choi et al., 
2011; Lee et al., 2012; Rim et al., 2004). 
특히 톨 페스큐 (Festuca arundinacea schreb) 종은 척

박한 토양에서도 잘 견디고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환경재해

에 한 응성이 우수한 장 (Hannaway et al., 2009)이 
있어 그 이용성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가축의 기호성과 

사료가치가 향상된 신품종 개발이 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Sleper, 1985; Van Wijk et al., 1993). 최근 국내 환경에 

한 응성이 우수하고 사료가치가 도입품종에 비해 향상

된 국내육성 톨 페스큐 품종 (Choi et al., 2010; Lee et al., 
2012) 들이 육성되고 있으나 종자 증식과 신품종의 농가보
은 미미한 실정이다.
목   사료작물의 종자생산성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

로는 품종, 종량, 종방법, 질소시비량, 휴폭 등이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Choi et al., 2002; Choi 
et al., 2003) 특히 종자생산 수량을 높이기 해서는 유효
경수 (Fairey and Hampton, 1997)와 환경조건 (Suzuki, 1985)
이 종자생산의 요한 요인으로 보고된바 있다. 
지 까지 국내에서 목   사료작물 종자생산에 한 

연구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Choi et al., 2002)와 오차드그
라스 (Choi et al., 2003)에 한 연구는 보고된 바 있다. 톨 
페스큐의 종자생산에 한 연구는 미국 (Young W.C, 1991), 
캐나다 (Fairey and Lefkovitch, 2001), 뉴질랜드 (Easto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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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4) 등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이에 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혼 지를 조성함에 있어 요한 종으

로 사용되는 톨 페스큐의 신품종 개발은 재 국립축산과

학원에서 육성된 그린마스터 (Choi et al., 2010)와 푸르미 
(Lee et al., 2012) 품종이 육성되어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등록이 완료되었다. 이러한 국내육성 우량 품종들이 농가
장에 보 되기 해서는 종자생산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시험은 국내에서 개발된 우량 신품종 톨 
페스큐를 이용하여 우량종자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정 

종시기  종자 생산성을 조사하기 하여 실시하 다.

Ⅱ. 재료 및 방법 

1. 종시기  종방법

본 연구는 국립축산과학원 지사료과 시험포장에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하 다. 톨 페스큐 품종은 국
내에서 육성한 “푸르미”를 공시 하 다. 종시기는 9월 7
일, 9월 17일  9월 27일로 10일 간격으로 각각 종하
다. 종량은 30 kg/ha로 하 고, 종방법은 20 cm 세조
로 하 다. 시험구 배치는 난괴법으로 3반복으로 하 다. 
시비량  시비방법은 Choi et al. (2010) 방법에 하여 성
분량으로 조성비료는 N-P2O5-K2O = 80-200-70 kg/ha를 종

시 시비하 고, 리비료는 N-P2O5-K2O = 210-150-180 kg/ha
로 하 으며  질소는 이른 －1차 수확 후－2차 수확 후
－3차 수확 후= 30-30-20-20%로 차등 분시하고, 인산과 칼
리비료는 이른 과 3차 수확 후 각각 50%씩 2회 균등분
시 하 다. 

2. 종시기에 따른 주요생육특성 조사

국내에서 육성한 톨 페스큐 신품종 푸르미의 종시기에 

따른 주요생육 특성 조사는 Lee et al. (2012) 방법에 하
여 출 양부, 내한성 (월동율), 출수기  장을 각각 조사
하 다.

3. 종시기에 따른 종자생산 구성요소 조사

국내에서 육성한 톨 페스큐 신품종 푸르미 품종의 종자

생산성을 조사하기 하여 Choi et al. (2002)와 Choi et al. 
(2003)의 방법에 하여 종자수량의 결정에 요한 요소인 
단 면 당 이삭수, 이삭길이, 1차 지경수, 종자수량, 천립

  발아율을 각각 조사하 다. 종자의 발아율 검정은 
종자채종 3개월 후 100립의 종자를 petri dish (94⨉16 mm)
에 넣고 증류수로 수분을 공 하여 25°C에서 2주간 발아
된 개체를 조사하 다. 종자수량성에 한 통계분석은 SAS 
Enterprise Guide (ver. 9.1)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
으며, 처리평균간 비교는 최소 유의차 (LSD)를 이용하
다 (Park et al., 2012).

4. 종시기에 따른 생육특성  채종짚의 수량성 검정 

톨 페스큐의 채종짚의 생육특성 RD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03) 조사기 에 하여 생육특성을 조사

하 다. 생산성 조사는 종시기에 따라 각각 체구를 
취하여 종자 채종을 실시한 후 채종된 짚을 ha당 수량으로 
환산하여 생 수량을 계산하고 건물수량은 각 처리구별로 

약 300~500 g의 시료를 취하여 생 량을 측정하고, 68°C
의 열풍순환 건조기에서 72시간 이상 건조 후 건물함량을 
산출한 다음 ha당 수량으로 환산하 다. 얻어진 건물시료
는 시료분쇄기로 분쇄한 후 이 마개가 있는 라스틱 시

료 통에 보 하여 식물체 분석에 이용하 다.

5. 채종짚의 사료가치 분석 

톨 페스큐 채종짚의 사료가치 분석은 Park et al. (2012)
의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하 다. 조단백질 (CP) 함량은 AOAC 
(1990)법에 의거하여 달장치 (KjeltecTM 2400 Autosampler 
System)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성세제 불용성 섬유소 

(NDF)  산성세제 불용성 섬유소 (ADF) 함량은 Goering 
and Van soest (1970)법에서 사용되어지는 시약을 이용하여 
Ankom fiber analyzer (Ankom technology)로 분석하 다. In 
vitro 건물소화율은 Tilley and Terry (1963)의 방법을 Moore 
(1970)가 수정한 방법으로 분석하 다.

Ⅲ. 결과 및 고찰

1. 종시기에 따른 생육특성

목 의 건물 생산성과 종자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해서

는 정 종시기가 가장 요한 요인 의 하나이며 특히 

목 의 종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많은 출수경의 

확보가 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Fairey and Hampton, 
1997). 
톨 페스큐 종시기에 따른 생육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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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ed yield of tall fescue according to seeding
times for seed production from 2012 to 2013

Seeding times Seed yield (kg/ha) Index (%)
September 7th 1,117 100
September 17th 1,711 153
September 27th 1,550 139
LSD (0.05)  274

Table 1. Growth characteristics of tall fescue according to seeding times for seed production from 2012 to 2013

Seeding times Establishment
(1~9)*

Winter survival
(1~9)*

Heading date
(M.D)

Plant length
(cm)

September 7th 1 1 5.13 91.7
September 17th 1 1 5.15 91.5
September 27th 1 1 5.16 87.8
* 1 : Excellent (strong),  9 : Worst (weak).

Table 2. Seed yield components of tall fescue according to seeding times for seed production from 2012 to 2013

Seeding times No. of panicle 
per m2

Panicle length
(cm)

Spikelet per 
panicle

Weight of 1000
grain (g)

Percent of 
ripened grain

Germination
(%)

September 7th 522 17.3 6.8 2.0  67.0 83.0
September 17th 692 18.2 6.5 2.1 102.7 82.3
September 27th 650 18.3 7 2.1  93.0 80.3

정착은 종시기에 따른 유의 인 차이 없이 출 과 정착

이 모두 양호하 으며 월동상태도 월동  후 동해 피해 

없이 생육이 양호하 다. 종시기에 따른 출수기는 9월 7
일 종시 5월 13일경으로 이보다 늦은 10일 늦은 9월 17
일 종시에 비해 약 2일정도 빨랐다. 반면 9월 17일 종
시 이보다 10일 늦은 9월 27일 종시와 1일 정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장은 종시기가 10일 간격으
로 늦어질수록 차 짧아지는 경향을 보 다. 따라서 톨 
페스큐의 종자 생산을 해서는 9월 하순까지 종이 이루
어지면 종자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되나 가

을철 늦은 장마나 가뭄 등의 기후 향으로 인해 기 정착

이 불량할 염려가 있어 (Lee et al., 2012) 가능한 9월 상순 
는 순에 일  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2. 종시기에 따른 종자수량 구성요소

톨 페스큐의 종시기에 따른 종자수량 구성요소 조사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종자수량의 결정에 요한 요소인 

단 면 당 이삭수는 9월 17일 종이 692본/m2로서 가장 

많았고 이보다 10일 빠르거나 늦은 경우 차 감소하는 경
향을 보 다. 이삭의 길이와 이삭당 지경수는 종시기에 

따른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채종종자의 천립

도 2 g 내외로 모든 처리구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 으며 

발아율도 80~83%로 차이가 나타나기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동일한 품종을 이용한 종자생산 실험에서 품종의 고유

한 특성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단된다 (Choi et al., 
2002).

3. 종시기에 따른 종자수량성

종자수량은 Table 3과 같다. 종시기가 9월 17일 경우 
1,711 kg/ha로 가장 많았으며 종시기가 이보다 10일 빠르
거나 늦은 경우 생산된 종자의 수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톨 페스큐 종자 생산시 종자 수량 
구성요소가 종시기에 따라 기후조건에 따라 생육환경의 

차이로 인해 수량성이 감소한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결
과는 국내에서 종시기에 따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Choi et al., 2002)와 오차드그라스 (Choi et al., 2003) 종자
생산에 한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4. 종시기에 따른 채종짚의 건물수량 

톨 페스큐의 종시기에 따른 채종짚의 수량성은 Table 
4와 같다. 생  수량과 건물 수량은 종시기가 9월 17일 
종시 생 수량과 건물수량이 각각 63,556 kg/ha, 16,926

kg/ha로서 가장 많았으며 종시기가 10일 늦어질수록 건
물수량도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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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cid detergent fiber (ADF), neutral detergent fiber (NDF), Crude protein (CP), in vitro dry matter 
digestibility (IVDMD), and total digestible nutrient (TDN) of straw of tall fescue according to seeding 
times for seed production from 2012 to 2013

Seeding times ADF (%) NDF (%) CP (%) IVDMD (%) TDN (%)

September 7th 35.1 61.9 10.4 22.9 61.6

September 17th 36.2 63.7 10.1 22.0 60.7

September 27th 35.3 62.1 10.0 21.7 61.4

Table 4. Dry matter yield of straw of tall fescue 
according to seeding times for seed production
from 2012 to 2013

Seeding times
Yield of straw (kg/ha)

Fw (Index, %) Dw (Index, %)
September. 7th 63,556 (100) 16,926 (100)
September. 17th 61,000 ( 96) 15,760 ( 93)
September. 27th 57,111 ( 90) 14,995 ( 89)

종시기가 빠를수록 톨 페스큐의 정착이 빨라 기생육과 

분얼력이 우수하여 생산성에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5. 종시기에 따른 채종짚의 사료가치

톨 페스큐의 종시기에 따른 채종짚의 사료가치는 

Table 5와 같다. 모든 처리구에서 종시기에 따른 채종짚
의 사료가치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종자 채종 후 동일한 시기의 채종짚을 이용한 사료가치 

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단된다. Total digestible nutrient 
(TDN) 함량은 60~61% 내외의 채종짚 이라는 을 감안하
면 다소 양호한 사료가치로 단 (Choi et al., 2002)되며 충
분히 조사료 자원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요    약

국내에서 육성한 톨 페스큐 신품종 푸르미의 종자증식 

기술개발과 종자생산성  채종짚의 사료가치 평가를 통해 

종자생산 기술체계를 확립하고자 국립축산과학원 지사료

과 시험포장에서 종시기별 종자생산성을 조사하 다. 
종시기에 따른 출수기의 차이는 약 2∼3일정도 차이를 보
으며 종자수량의 결정에 요한 요소인 단 면 당 이삭

수는 9월 17일 종이 692본/m2
로서 가장 많았고 이보다 

10일 빠르거나 늦은 경우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채종 종자의 천립 도 2 g 내외로 발아율도 80~83%로 처
리구간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채종 종자수량의 수

량성은 종시기가 9월 17일 경우 1,711 kg/ha로 가장 많
았으며 종시기가 이보다 10일 빠르거나 늦은 경우 생산
된 종자의 수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생  수량과 

건물 수량은 종시기가 9월 17일 종시 각각 63,556
kg/ha, 16,926 kg/ha로서 가장 많았으며 종시기가 10일 
간격씩 늦어질수록 건물수량도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반면 채종짚의 사료가치는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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