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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llowing experiments were used to evaluate the effect of seeding method and pre-emergence herbicides on weed control 
and the production of the sorghum × sudangrass [sorghum bicolor (L.) Moench] hybrid under field and in vitro conditions. Under 
the in vitro condition, we evaluated how different kinds of herbicides affect the rate of seed germination and the growth of early 
seedlings in the sorghum × sudangrass hybrid treated with herbicides. Simazine, alachlor, and methabenzthiazuron were used, and 
their concentration levels were 0%, 40%, 70%, and 100%. The germination ratio of the seeds was reduced by the application of 
simazine, methabenzthiazuron, and alachlor compared with the control (distilled water). The alachlor application severely decreased 
the sorghum germination ratio. However, seed germination was not greatly influenced by the concentration level of the herbicides. 
Root and shoot length were increased in the following order: control > simazine > methabenzthiazuron > alachlor. Overall, alachlor 
significantly reduced root length more than shoot length. The differential tolerance of the sorghum × sudangrass hybrid to 
pre-emergence herbicides by seeding method was then tested under the field condition. The plants were severely injured by the 
alachlor application, leading to a great reduction in the number of stems. However, for the simazine and methabenzthiazuron 
applications the number of stems lost was slightly lower than it was for the alachlor and simazine + alachlor applications. In the 
seeding method, drilling was more effective in reducing herbicide injury than broadcasting. All of the herbicides effectively 
controlled weeds. The simazine and methabenzthiazuron applications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dry matter (DM) yield. 
However, the alachlor and simazine + alachlor applications severely reduced the DM yield.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alachlor 
applic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plant production. Similarly, the total digestible nutrient (TDN) yield was greatly reduced by 
the alachlor and simazine + alachlor applications. From the results presented above, we concluded that the yield of DM was the 
highest for broadcasting with no herbicide. and drilling was the most-effective way to reduce herbicide injury. The simazine 
application was the most-effective herbicide, showing the highest forage yield and TDN yield.
(Key words : Pre-mergence herbicide, Sorghum × sudangrass hybrid, Seeding method, Production, Plant growth) 

Ⅰ. 서    론

수수류는 고온 환경조건에서 잘 자라며 물의 이용효율이

좋아 지속되는 가뭄과 척박한 환경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C의 열대성 작물이다 (Quinby, 1974; Dar et. al., 2006). 
우리나라의 경우 사료용 수수류는 옥수수 다음으로 생산량

이 많고 사료가치가 뛰어나 옥수수와 더불어 중요한 하계

작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Seo and Kim, 1984). 사료용
수수류는 forage sorghum, sudan grass 및 sorghum ×
sudangrass hybrids (sudan hybrids)로 크게 분류 할 수 있으
며 (Yoana et al., 2010), 이중 내병성, 내충성 및 잡초와의

경합이 강하고 환경적응성이 우수한 sorghum × sudangrass 
hybrids (sudan hybrids)를 사일리지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
고 있다 (Kim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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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 before experiment

pH
(1:5)

T-N
(%)

Organic matter
(g/kg)

Average P2O5
(mg/kg)

CEC
 (cmol+/kg)

Ex. cation (cmol+/kg)
K Na Ca Mg

7.48 0.32 46.77 687.78 11.43 1.63 0.44 5.71 2.55

잡초는 사료작물의 양분, 토양수분 및 광 등과 경합하여
사료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저하시키고 가축의 기호성을

낮춰 양질 조사료 생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Feltner et 
al., 1969). 따라서 잡초방제는 조사료의 생산량과 품질 향

상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잡초는 초기에 방제할수록 제초제

사용량이 줄어 환경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수수류의 경우 종자 크기가 작아 발아 후 초
기생육이 느리고 제초제에 대한 내성이 좋지 못해 옥수수

의 경우처럼 효율적인 제초제 사용이 제한적이고 잡초를

방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Shakoor et al., 2000; 
Ferrell et al., 2007). 
사료 작물재배 시 잡초방제에 널리 이용되는 토양처리

제초제는 alachlor, simazine 및 methabenzthiazuron 등이 있
다. Alachlor는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에 화본과 잡초
및 광엽잡초를 제어하기 위해 널리 쓰이는 chloracetamide
계 제초제로 단백질 합성 차단에 의한 세포분열 및 세포막

누출로 인한 이온흡수 등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수류에 시용하였을 경우 토양수분에 의하여 수수에

약해를 입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특히 초엽기

(coleoptile)는 작물이 가장 취약한 시기로 alachlor에 의한

gibberellin acid (GA) 합성을 방해하여 세포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Wilkinson, 1982). Simazine은
triazine계 제초제로 잡초의 뿌리에 흡수되어 광합성 과정의
전자전달을 저해하며 옥수수, 수수 등에 주로 사용되고 바랭
이(Digitaria sanguinalis (L.) Scop.), 쇠비름 (Portulaca oleracea 
L.), 여뀌 (Persicaria hydropiper), 명아주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등을 제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Baron et al., 2011, KCPA, 2012). Methabenzthiazuron은
요소계 선택성 제초제로 광합성 전자전달 (photosynthetic 
electron transport)을 저해하여 잡초를 제어한다. 한국작물보
호협회 농약사용 지침서에 따르면 양파, 마늘, 밀, 청예사
료 (수수 ×수단그라스 교잡종) 등에 주로 사용되고 밀에 대
한 시험에서 뚝새풀(Alopecurus aequalis var. amurensis)과
광엽잡초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였으며 밀에 약해를 거의 주지

않았다고 보고된바 있다 (Pyon and Kim, 1983, KCPA, 2012).
수수류의 잡초방제에 관한 연구에서 Lim and Kim (1983)
은 simazine과 alachlor가 우수하다고 추천하였으며, alachlor
와 simazine을 복합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제초 효과가 좋고

높은 수량과 조단백질 함량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을 이용한 잡초방제 연구에

서 (Lee and Choi, 1989) alachlor 단독 처리시 사용량과 조
건에 따라서 약해의 위험성 및 수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

고, 잡초방제 효과의 경우 simazine 처리시 바랭이, 강아지
풀, 피 등 화본과 작물에는 효과가 적었으나 광엽 잡초는

방제하였고, alachlor 처리시 화본과 잡초와 쇠비름, 비름 등
광엽잡초는 방제하였으나 깨풀과 명아주는 방제되지 않았

다고 보고하였으며 수확기의 잡초 발생량의 경우 simazine
과 alachlor의 혼합처리에서 가장 적다고 보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료용 수수 ×수단그라스의 제초제에 대한
시험은 주로 포트에서 수행되었으며 포장 조건에서 파종

방법 및 제초제 종류에 따른 약해 및 생산성 등에 대한 보

고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시험은 파종방법 및 제

초제 종류에 따른 사료용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 (sorghum 
bicolor (L.) Moench)의 안전 재배기술을 개발하고자 2014
년도에 수행되었다.

Ⅱ. 재료 및 방법 

1. 제초제 처리에 따른 발아율 및 초기생육 조사

제초제 처리에 따른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의 발아율

및 초기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수×수단
그라스 교잡종 종자를 100립씩 고르게 치상하고 제초제 종
류별 (simazine, alachlor 및 methabenzthiazuron)로 다양한

농도로 petri dish에 각각 20 ml씩 3반복 처리하였다. 제초
제 종류별 처리 농도는 증류수 20 ml을 대조구로 놓고

simazine (200 g/10a), alachlor (200 ml/10a), methabenzthiazuron 
(300 g/10a)을 기준량 대비 100%, 70%, 40%의 비율로 각각
처리한 후 7일 뒤 발아율과 초장을 각각 측정하였다.

2. 포장시험 설계 및 수행

본 시험은 충남 천안 소재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시험포장에서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되었다. 시험
지는 2년 동안 휴경한 시험포장으로 그 화학적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다. 시험기간 중 기상 조건은 Fig.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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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mental design

Seeding
method

Herbicide
Simazine

g/10a
Alachlor
ml/10a

Metabenzthiazuron
g/10a

Drilling
Control

200 0 0
0 200 0

200 200 0
0 0 300

Broadcasting
Control

200 0 0
0 200 0

 200 200 0
0 0 300

Fig. 1. Air temperature and the amount of precipitation 
during the growing season from June 2014 to 
October 2014.

보는 것과 같으며, 강수량은 최근 30년 평균 보다 약간 감
소한 것을 볼 수 있고 온도의 경우 최근 30년 평균수준으
로 나타났다.  
본 시험은 파종방법을 주구 (drilling, broadcasting)와 제초
제 종류별 처리를 세구 (contorl, simazine, alachlor, metha- 
benzthiazuron)로 하는 분할구 배치법 3반복으로 설계하였

으며, 시험의 설계 및 처리방법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시험에 사용된 품종은 사료용 수수 ×수단그라스 교잡종

중 출수형인 SX-17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시험구의 크기
는 2 m2 (1 m × 2 m)로 하였으며 파종일은 6월 10일로 산파
의 경우 60 kg/ha로 조파의 경우 40 kg/ha을 휴폭 50 cm 간
격으로 각각 파종하였다. 시비량은 질소 250 kg/ha, 인산
150 kg/ha 그리고 가리 150 kg/ha이고 인산과 가리의 경우

기비로 전량 시용하였으며, 질소의 경우 기비 40%, 4~5엽
기에 추비 30% 그리고 1차 수확 후 30% 비율로 분시하였

다. 제초제는 출현전 제초제 (pre-emergence)를 포장 전면에
균일하게 Table 2와 같은 비율로 처리한 후 20일 뒤에 약
해 및 방제효과를 관찰하였다. 수확의 경우에 1차는 8월
11일, 2차는 10월 6일로 수확전 초장 등의 생육특성을

RD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2)조사 기준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생초수량은 시험구 전체 (2 m2)를 예취

하여 ha 당 수량으로 환산하였으며, 건물수량은 각 처리구
별로 약 300~500 g의 시료를 이용하여 생초중량을 칭량하

고, 65~70℃의 열풍순환 건조기에서 72시간 이상 건조 후

건물함량을 산출한 다음 ha 당 수량으로 환산하였다.

3. 사료가치 분석

시료는 전기믹서로 1차 분쇄 후 20 mesh의 Wiley Mill
로 다시 분쇄한 후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일반성분은 AOAC (1990)법에 의거하

여 분석하였고 NDF 및 ADF는 Goering and Van Soest법
(1970)에 따랐으며 in vitro 건물소화율은 Tilley and Terry
법 (1963)을 Moore (1970)가 수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
소화영양소총량 (total digestible nutrients, TDN)은 ADF와
NDF의 건물소화율 및 섭취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에 근거하여 ADF 분석치에 의한 계산식 TDN = 88.9－
(0.79×ADF%)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Holland et al., 1990). 

4. 통계 분석

통계분석은 SAS Enterprise Guide (ver. 9.2)를 이용하여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하여 5% 유의 수준에서 처리구간의 통계적인 차

이를 검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제초제 처리에 따른 발아율 및 초기생육

제초제 처리에 따른 수수×수단그라스의 발아율 및 초기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초제 종류 및 농

도별 처리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발아율의 경우 무처리 (control)에서 83%로 나타났으며, 
처리간 차이는 제초제 농도에 따른 차이보다 제초제 종류

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제초제 종별로 발아율은
simazine, methavenzthiazuron 및 alachlor 순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simazine, alachlor 및 methavenzthiazuron 제초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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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different herbicides and application 
rates on seed germination of sorghum × 
sudangrass hybrid on seven days after planting.

(A)

(B)

Fig. 3. Effect of different herbicides and application 
rates on shoot and root length (cm) of sorghum 
× sudangrass hybrid on seven days after planting.

Table 3. Effect of seeding method and different herbi- 
cides on herbicidal efficiency and herbicidal 
injury of sorghum×sudangrass hybrid on 
30days after planting

Treatment Herbicidal
efficiency
(0～5)*

Herbicidal
injury on plant 

(1～9)**
Seeding
method Herbicide

Drilling
Control 1 1
Simazine 5 2
Alachlor 5 7
Simazine + alachlor 5 8
Methabenzthiazuron 5 2

Broadcasting
Control 1 1
Simazine 5 2
Alachlor 5 9
Simazine + alachlor 5 9
Methabenzthiazuron 5 2

 * Herbicidal efficancy (0~5) : 0 (Completely survival), 5 (completely 
dead).

** Herbicidal injury on plants (0~9) : 0 (No Injury), 9 (completely 
dead).

처리하였을 경우 모든 처리에서 약해로 인한 발아율이 저

하되었으며, alachlor의 경우 약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Fig. 2). 
또한, 제초제 처리에 따른 shoot와 root의 길이를 조사한
결과 shoot의 경우 control, alachlor, simazine 및 metha- 
benzthiazuron의 제초제별로 각각 4.37 cm, 1.19 cm, 5.86 cm 
및 4.39 cm로 나타났고 root의 경우 control, alachlor, simazine, 

methabenzthiazuron의 제초제별로 각각 6.16 cm, 0 cm, 2.67
cm 및 1.17 cm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초제 시용은 shoot 보
다는 root에 더 큰 약해를 주었으며 alachlor는 shoot와 root
에 약해를 가장 심하게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수 ×
수단그라스 교잡종의 초기 생장기에 제초제 시용은 작물의

손상을 줄 수 있으며 alachlor의 경우 가장 심하게 생육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와 3).  
Alachlor는 chloracetamide계 제초제로 단백질 합성 및 막
누출 (membrane leakage)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Wilkinson, 1982), 앞서 수행한 in vitro 시험 결
과는 세포 발달 및 초기생육에 영향을 주며 수분 정도에

따라 더 큰 생육저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Ketchersid et al., 1981) 결과를 보여 주었다. 

2. 파종방법과 제초제 처리에 따른 약해 및 약효

  토양처리 제초제가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에 미치는 약
해 및 약효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초제 시용 후 30일
에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시험포장에 주로 나타

난 잡초는 1년생 화본과 목초인 바랭이 (Digitaria sanguinalis 
(L.) Scop.), 쇠비름 (Portulaca oleracea L.) 이었으며, 제초
제 시용에 따른 약효는 모든 처리 구에서 완전방제 효과가

나타났으며 파종방법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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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seeding method and different herbicides on plant height and stem number of sorghum × 
sudangrass hybrid

Treatment Plant height
No. of stem / m2

Seeding method Herbicide 1st 2nd
………………… cm …………………

Drilling
Control 291 181 142.00a

Simazine 294 207 120.00a

Alachlor 277 195  49.00b

Simazine + alachlor 282 130  43.67b

Methabenzthiazuron 295 193 122.67a

Broadcasting
Control 298 210 333.33a

Simazine 297 214 259.33a

Alachlor 186 136  29.33b

Simazine + alachlor 304 213  52.00b

Methabenzthiazuron 289 212 292.33a

Main-effect
Drilling 288 181  95.47b

Broadcasting 275 197 193.27a

Sub-effect
Control 295 195 237.67a

Simazine 296 211 189.67b

Alachlor 232 166  39.17c

Simazine + alachlor 293 172  47.83c

Methabenzthiazuron 292 203 207.50ab

Main effect × Sub effect ns ns ***

ns: not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 **, *** significant at the 0.05, 0.01 and 0.001 probability, respectively.

and Choi (1989)의 연구에서 alachlor 단독 처리시 화본과

잡초와 쇠비름 (Portulaca oleracea L.)에는 효과가 좋았으나
깨풀 (Acalypha australis L.), 명아주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에는 효과적으로 방제되지 않았으며

alachlor와 simazine 혼합처리에서는 화본과와 광엽 잡초 모
두 효과적으로 방제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제초제 시용에 따른 약해의 경우 alachlor와 simazine + 
alachlor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alachlor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Lim and Kim (1983)의 연구에서도

alachlor에 의하여 수량이 감소하며 재배 조건에 따라

alachlor가 작물에 약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Wilkinson (1982)은 gibberellin 및 Kaurene 합성을 저해하여
수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약해 저감 기술이 필

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Ketchersid and Merkle, 1981). 

3. 파종방법과 제초제 종류에 따른 초고 및 잔주수

토양처리 제초제에 따른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의 1차
수확 및 2차 수확시 초고를 비교해보면 alachlor와 simazine 
+ alachlor에서 약해를 입었지만 초고의 경우 다른 시험구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simazine과 methabenzthiazuron에
서는 무처리 (control) 보다 길게 나타났으며 이는 O and Han 
(1993)의 시험에서 무처리 보다 simazine과 methabenzthiazuron
의 초고가 더 높게 나온 보고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
러한 차이는 초기에 약해를 입었지만 생육이 왕성해지면

회복되어 초고에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Lee and 
Choi, 1989). 또한 제초제를 처리하였을 경우 alachlor에서
산파하였을 경우 조파보다 약해가 심하게 받아 초고 감소

가 크게 나타났다.
잔주수의 경우 2차 예취 후 1 m × 1 m quadrate을 이용하
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alachlor와 simazine + alachlor에서
조파와 산파 모두 잔주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파보다 산파가 잔주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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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seeding method and different herbicides on dry matter yield of sorghum×sudangrass hybrid

Seeding method Herbicide
Dry matter yield

1st 2nd Total Index
………………………… kg/ha ………………………… …… % ……

Drilling
Control 17,212a  6,217bc 23,429a 100
Simazine 14,506a  9,044a 23,551a 101
Alachlor  3,039b  4,332c  7,371b  32
Simazine + alachlor  6,984b  6,053bc 13,037b  56
Methabenzthiazuron 16,001a  7,143ab 23,145a  99

Broadcasting
Control 21,703a 10,877a 32,581a 100
Simazine 17,409b 11,466a 28,875a  89
Alachlor  2,217c  1,996b  4,213b  13
Simazine + alachlor  4,732c  4,707b  9,438b  29
Methabenzthiazuron 14,991b 12,431a 27,422a  84

Main-effect
Driiling 11,549ns 6,558b 18,707ns

Broadcasting 12,210ns 8,295a 20,506ns

Sub-effect
Control 19,458a  8,547a 28,005a

Simazine 15,958b 10,255a 26,213a

Alachlor  2,628d  3,164c  5,792c

Simazine + alachlor  5,858c  5,380b 11,238b

Methabenzthiazuron 15,496b  9,787a 25,283a

Main-effect × Sub-effect ns *** **
ns : not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 **, *** significant at the 0.05, 0.01 and 0.001 probability, respectively.

4. 파종방법과 제초제 종류에 따른 생산성

파종방법과 제초제 종류에 따른 건물수량은 조파의 경우

simazine과 methabenzthiazuron에서 각각 무처리 대비 101%
와 99%의 수량을 보였고 alachlor와 simazine + alachlor에서
는 각각 무처리 대비 32%와 56%로 혼합이 약간 높았지만
alachlor의 영향으로 약해를 받아 건물 수량감소가 나타났

다. 산파의 경우 simazine과 methabenzthiazuron에서 각각

무처리 대비 89%와 84%의 수량을 보였고 alachlor와
simazine + alachlor에서는 각각 무처리 대비 13%와 29%로
나타났다 (Table 5). 본 실험과 유사한 연구 결과는 Lee and 
Choi (1989)의 포트시험에서 수수 ×수단그라스 교잡종에

alachlor 단독처리와 alachlor + simazine 혼합처리시 생존율

이 각각 9.6%, 8.6%로 나타나 수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는 보고가 있다. 총 건물수량에서 파종방법과 제초제간의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 조파보다 산파가 제초제 시용

에 따른 약해를 더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수량의

차이는 파종방법에 따른 차이로 조파의 경우 2 cm 정도의
깊이로 고르게 파종된 반면에 산파의 경우 파종 깊이의 변

이가 심하여 토양표면에 파종된 종자에서 제초제의 약해를

심하게 받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Heege, 1993).
파종방법 및 제초제 종류에 따른 가소화양분총량 (TDN) 
수량 역시 건물수량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조파의 경
우 simazine과 methabenzthiazuron에서 각각 무처리 대비

104%와 101%의 수량을 보였고 alachlor와 simazine + 
alachlor에서는 각각 무처리 대비 34%와 59%로 혼합이 약
간 높았지만 alachlor의 영향으로 약해를 받아 수량감소가

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파의 경우 simazine과
methabenzthiazuron에서 각각 무처리 대비 90%와 86%의
수량을 보였고 alachlor와 simazine + alachlor에서는 각각 무
처리 대비 13%와 30%로 조파의 경우보다 산파가 제초제

시용에 따른 약해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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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 of seeding method and different herbicides on TDN yield of sorghum×sudangrass hybrid

Seeding method Herbicide
TDN yield

1st 2nd Total Index
kg/ha %

Drilling
Control  9,123a  3,725bc 12,848a 100
Simazine  8,012a  5,396a 13,408a 104
Alachlor  1,734b  2,595c  4,329b  34
Simazine + alachlor  4,018b  3,592bc  7,610b  59
Methabenzthiazuron  8,667a  4,271ab 12,938a 101

Broadcasting
Control 11,651a  6,314a 17,964a 100
Simazine  9,405ab  6,828a 16,233a  90
Alachlor  1,232c  1,176b  2,408b  13
Simazine +alachlor  2,598c  2,773b  5,371b  30
Methabenzthiazuron  8,090b  7,429a 15,519a  86

Main-effect
Driiling  6,311ns  3,916b 10,227ns

Broadcasting  6,595ns  4,904a 11,499ns

Sub-effect
Control 10,387a  5,019a 15,406a

Simazine  8,708b  6,112a 14,820a

Alachlor  1,483d  1,886c  3,369c

Simazine + alachlor  3,308c  3,182b  6,490b

Methabenzthiazuron  8,379b  5,850a 14,229a

Main-effect × Sub-effect ns *** **

ns: not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 **, *** significant at the 0.05, 0.01 and 0.001 probability, respectively.

Alachlor의 경우 본 시험과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거나

(Lee and Choi, 1989) 수분이 많은 경우 약해가 발생 될

수 있다고 (Wilkinson, 1982) 보고하였으며 simazine과
methabenzthiazuron은 약해가 없었으며 방제가가 80% 이상
으로 효과가 높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O and Han, 1993). 
그리나 methabenzthiazuron의 경우 최근 수중 생태계 및 환
경 등에 미치는 장기적인 부작용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사

용을 금지하는 등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다 (Josė et al., 2014).
따라서 안정적인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 재배를 위해서
는 제초제를 처리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조파보다는 잡초를

잘 제어하는 산파가 수량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

단된다. 반면에 제초제 처리를 할 경우 alachlor 보다는
simazine과 methabenzthiazuron을 시용하는 것이 모두 유리

하지만 환경문제를 고려한다면 simazine을 시용하는 것이

좋고 제초제를 시용하였을 경우 조파방법이 수량 감소가

적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Ⅳ. 요    약

본 시험은 사료용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의 파종방법

및 제초제 종류에 따른 약해 및 생산성을 비교하여 안전

재배기술을 개발하고자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시험포

장에서 수행하였다.
제초제 종류별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의 in vitro 조건
에서 발아율 분석결과 control > simazine > methaventhiazuron 
> alachlor 순으로 나타났으며 alachlor 처리시 shoot의 길이
는 1~1.3 cm 범위로 무처리 4.37 cm와 비교했을 때 약 1/4
배 정도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root는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alachlor는 shoot 보다 root에 약해를 더 심하

게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장시험에서 제초제 종류에 따른 약해는 in vitro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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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alachlor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났으며 파종

방법에서는 조파가 약해를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주수의 경우 alachlor와 simazine + alachlor에서 적었으며

제초제 처리시 파종방법에 따라 조파의 경우보다 산파에서

alachlor와 simazine + alachlor 처리에 따른 잔주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다. 건물수량의 경우 제초제 종류별로 보면
조파의 경우 simazine과 methabenzthiazuron에서 각각 무처

리 대비 101%와 99%의 수량을 보였고 alachlor와 simazine 
+ alachlor에서는 각각 무처리 대비 32%와 56%였다. 산파
의 경우 simazine과 methabenzthiazuron에서 각각 무처리 대
비 89%와 84%의 수량을 보였고 alachlor와 simazine + 
alachlor에서는 각각 무처리 대비 13%와 29%로 나타났으

며, alachlor 보다 simazine과 methabenzthiazuron이 건물수

량 감소가 적었으며 제초제 처리시 산파보다 조파가

alachlor에 대한 약해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DN 수
량 역시 건물수량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alachlor와
simazine + alachlor 모두에서 TDN 수량이 가장 낮게 나왔

으며 제초제 처리시 산파보다는 조파의 경우가 제초제 시

용에 따른 수량감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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