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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harvesting time of rice on growth characteristics and dry matter 
yields of Italian ryegrass (Lolium multiflorum Lam., IRG) ‘Kowinearly’ after seeding them in paddy field.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DA (Cheonan, Choongcheongnam-do province of Korea) for four years 
(2011~2014). Italian ryegrass variety ‘Kowinearly’ was seeded at experimental paddy fields before rice harvest in late September. 
Rice were harvested at 10, 20, and 30 days after seeding of IRG. As the harvest time of rice became later, the number of 
tillering before winter was reduced and IRG plant length before winter was shorter. The dry matter yield of IRG was also 
reduced. When rice were harvested at 20 days and 30 days after sowing of IRG compared to the rice harvested in autumn at 10 
days after sowing of IRG, the number of tillering for IRG before winter was decreased by an average of 19% and 40%, 
respectively. The winter survival ratio of IRG was decreased by an average of 13% and 19%, respectively. Their dry matter 
yields were also reduced by an average of 8% and 19%, respectively. The heading date was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ree 
years. The plant length at the time of IRG harvest in the spring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reatment groups. Taken 
together, our results suggest that when Italian ryegrass is grown in paddy fields by the method of ‘seeding of IRG before rice 
harvest’, rice should be harvested as soon as possible after sowing of IRG ‘Kowinearly’ in the autumn to increase forage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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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Lolium multiflorum Lam.)는 사료가
치가 높고, 가축 기호성이 우수하며, 습해에 강해서 농가에
서 많이 재배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육성해서 품종
등록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모두 12품종인데 (Choi et 
al., 2000; Choi et al., 2001a; Choi et al., 2001b; Choi et 
al., 2005; Choi et al., 2006a; Choi et al., 2006b; Choi et 
al., 2007; Choi et al., 2008; Choi et al., 2011; Ji et al., 
2011; Ji et al., 2013; Ji et al., 2015), 이 중에서 조생종

‘코윈어리’ 품종은 추위에 매우 강하고 수확시기가 빠른

장점이 있어 (Kim et al., 2015), 2015년에 농가에 보급된

국산품종 1,251톤 중에서 ‘코윈어리’ 품종이 843톤 (67%)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좋은 품종이다. 우리나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Italian ryegrass, IRG) 재배면적은 134,880 천ha
로서 동계 사료작물 재배면적 중 74%를 차지하며, 옥수수
등 하계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합치더라도 전체 재배면적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
라 중부지역에서는 추위에 강한 IRG 국산품종이 개발되어
있어도 파종시기가 맞지 않아서 재배를 못했는데, 최근 ‘벼
입모중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파종 재배기술’이 보급되면서, 
중부지역에서도 벼가 있는 상태에서 IRG를 적기 (9월 하순
경)에 파종해서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Kim, 2016). 하지
만 아직 IRG 재배 경험이 부족한 중부지역에서는 이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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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ir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amount during experiment of four years (December 2011~May 2014, 
NWS) in Cheonan region

Month
Mean Min. of Air Temp. (℃) Precipitation (mm)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1~2012 2012~2013 2013~2014
December －5.0 －8.6 －4.7  10.5  56.0  40.3
January －7.9 －9.0 －6.2  14.5  28.5   4.9
February －7.7 －5.8 －2.8   2.3  35.2  15.1
March 0.0 －1.3 1.3  44.9  40.0  40.9
April 5.7 3.2 7.0  81.6  56.3  62.1
May 13.0 11.5 12.5  16.8 123.5  34.6
Sum 170.6 339.5 197.9

안 라이그라스를 입모중으로 파종 후 벼를 늦게 수확해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재배에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

고 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입모중으로 파종 후 벼

수확이 늦어지면 파종을 늦게 한 것과 다를 바 없고, 볏짚
을 늦게 걷어내면 벼를 베지 않은 것보다 나쁘며, 밑거름
주는 시기가 늦으면 추위가 오기 전에 충분한 생육을 하지

못해 월동이 어렵게 된다 (Kim, 2016).
본 연구에서는 중부지역에서 ‘벼 입모중 IRG 파종’ 방법
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재배할 경우, 가을철에 IRG를
파종 후 벼를 어느 시기에 수확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하여, 벼 수확시기에 따른 IRG의 월동 전후 생육특성, 
수량성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시험장소 및 공시품종

본 연구는 중부지역 논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벼

입모중 파종 후 벼 수확시기에 따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의 생육특성 및 조사료 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부
터 2014년까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사료과
시험포장 (충남 천안, 논)에서 재배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품종은 국내육성 품종 중 조생종 ‘코윈어리’를 사용하였다.

2. 재배조건 및 처리내용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파종은 9월 하순에 미스트기를 이

용해서 입모중으로 파종하였고 (1년차는 2011년 9월 28일, 
2년차는 2012년 9월 28일 파종, 3년차는 2013년 9월 27일
파종), 파종량은 ha당 각각 50kg으로 하였다. 시험구 면적

은 0.3ha로 하였고, 9월 하순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입

모중 파종 후 10일 간격으로 3회에 나누어 벼를 수확하였
으며 (처리내용: 10일후, 20일후 및 30일후 수확), 곧 바로

볏짚을 수거한 다음, 기비를 살포하고 배수로를 설치하였
다. 처리별 시험구 면적은 0.1ha로 했다. 시비량은 기비

를 N-P2O5-K2O=40-75-75 kg/ha 수준으로 시비하고, 추비는
N-P2O5-K2O=100-75-75 kg/ha으로 2월 하순에 시비하였다. 
질소 비료는 시중에서 구입한 요소를 사용하였다. 이탈리
안 라이그라스 수확은 출수기에 맞추어 수확하였다.
시험기간 중 최저평균기온과 강수량은 Table 1과 같다. 

2012년 겨울이 2011년 겨울에 비해 추웠고, 2013년 봄에는
4월까지 저온현상이 나타났으며, 2013년 겨울과 2014년 봄
은 상대적으로 따뜻했다. 2011년 겨울에 가뭄이 심했고, 초
겨울 날씨가 따뜻해서 웃자람 현상이 나타났으며, 2012년
봄까지 가뭄이 심했다. 2012년 겨울부터 2013년 봄까지 가
뭄이 심하진 않았으나, 5월을 제외하면 강수량이 다소 부

족한 편이었으며, 2014년 봄에도 강수량이 부족했다. 2011
년부터 2013년까지 천안지역의 가을철 (10월∼11월) 평균기
온은 각각 11.4℃, 9.6℃ 및 11.0℃로서 평년의 9.8℃와 비교
해서 2012년은 비슷했고 2011년과 2013년은 1℃ 이상 높았
다 (National Weather Service (NWS), Korea).

3. 생육특성 및 수량성 조사

생육기간 중 처리별로 월동 전 분얼수, 월동률, 출수기, 
초장, 건물수량 등을 조사하였다. 월동 전 분얼수는 12월
중순에 조사했고, 월동률은 3월 중순에 조사했으며, 초장은
월동 전과 수확 시에 조사했다. 출수기는 출수 40% 시점
을 조사해서 월일로 표시했다. 수확 시 생초수량은 처리구
별로 1 m2씩 3반복으로 예취하여 조사하였으며, 건물수량은
각 조사구별로 500 g 내외의 시료를 취하여 65℃ 열풍순환
건조기에서 72시간 이상 건조 후 건물율을 구하여 ha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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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rowth characteristics of Italian ryegrass before winter and winter survival ratio of IRG at different 
harvesting time of rice after seeding of IRG (Kowinearly)

Treatment
Year

Growth characteristics before winter Winter survival

(%)
Rice harvesting time after seeding 

of IRG
No. of
tillering

Plant length
(cm)

10 days

2012 4.8 20.8 98
2013 4.0 17.7 85
2014 3.9 18.3 85
Mean 4.2a 18.9a 89a

20 days

2012 3.7 16.7 95
2013 2.9 16.3 81
2014 3.5 16.5 71
Mean 3.4b 16.5b 82b

30 days

2012 3.2 15.0 90
2013 1.8 10.0 68
2014 2.5 12.6 59
Mean 2.5c 12.5c 72c

abc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물수량으로 환산하였다. 시험결과의 통계분석은 SAS Package
(2004)를 이용해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처리 간의 비교
는 최소유의차 (LSD)를 이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월동 전 생육특성 및 월동률

국내육성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조생종 ‘코윈어리’를 9월
하순에 파종 후 10일 간격으로 3회에 나누어 벼를 수확한
다음, 12월 중순에 분얼수와 초장을 조사하고 이듬해 3월
중순에 월동률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2012년부
터 2014년까지 3년간 월동 전 생육특성과 월동률 성적을

비교 분석하였을 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파종 후 벼 수

확시기가 10일씩 늦어짐에 따라 월동 전 분얼수는 4.2개, 
3.4개 및 2.5개로 감소하였고, 초장도 18.9cm, 16.5cm 및
12.5cm로 감소하였으며, 이듬해 월동률도 89%, 82% 및
72%로 감소하였다 (p<0.05). 2012년에는 벼 수확시기가 10
일씩 늦어짐에 따라 월동 전 분얼수는 4.8개, 3.7개 및 3.2
개로 감소하였고, 초장도 20.8cm, 16.7cm 및 15.0cm로 감

소하였으며, 이듬해 월동률도 98%, 95% 및 90%로 감소하
였다. 2013년에는 벼 수확시기가 10일씩 늦어짐에 따라 월
동 전 분얼수는 4.0개, 2.9개 및 1.8개로 감소하였고, 초장
도 17.7cm, 16.3cm 및 10.0cm로 감소하였으며, 이듬해 월

동률도 85%, 81% 및 68%로 감소하였다. 2014년에는 벼

수확시기가 10일씩 늦어짐에 따라 월동 전 분얼수는 3.9개, 
3.5개 및 2.5개로 감소하였고, 초장도 18.3cm, 16.5cm 및
12.6cm로 감소하였으며, 이듬해 월동률도 85%, 71% 및 59 
%로 감소하였다.

2013년 데이터에서 월동 전 분얼수와 초장이 벼 수확시
기가 늦어짐에 따라 특히 감소의 폭이 심했는데, 이는
2012년 가을철 기온이 예년에 비해 많이 추웠기 때문에 나
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월동률은 2014년 데이터에서 감

소의 폭이 심했는데, 이는 2014년 1~3월에 가뭄이 심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2. 벼 수확시기별 IRG 건물수량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조생종 ‘코윈어리’를 9월 하순에

벼 입모중 파종 하고 벼 수확시기를 달리하여 재배하였을

때, 출수기, 초장 및 건물수량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2012년에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파종 후 벼 수확시
기가 10일씩 늦어짐에 따라 건물수량은 10,101, 8,811 및
8,512 kg/ha로 나타났다. 벼를 IRG 파종 10일 후에 수확한
것에 비해 20일 후와 30일 후에 벼를 수확한 경우에 건물
수량이 각각 13 및 16% 감소하였다. 처리에 관계없이 출

수기는 5월 12일이었다. 2013년에는 벼 수확시기가 10일씩
늦어짐에 따라 건물수량은 8,179, 6,851 및 6,271 kg/ha로
나타났다. 벼를 IRG 파종 10일 후에 수확한 것에 비해 20
일 후와 30일 후에 벼를 수확한 경우에 건물수량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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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rowth characteristics and dry matter yields of Italian ryegrass at different harvesting time of rice after 
seeding of IRG (Kowinearly)

Treatment
Year

Growth characteristics Dry matter
yield

(kg/ha)

Index

(%)
Rice harvesting time after 

seeding of IRG Heading date Plant length
(cm)

10 days

2012 May 12 106.1 10,101 100

2013 May 16  91  8,179 100

2014 May 5 112  9,057 100

Mean 103.0  9,112a 100

20 days

2012 May 12 108.4  8,811  87

2013 May 16  90  6,851  83

2014 May 5 107  8,159  90

Mean 101.8  7,940b  87

30 days

2012 May 12 107.1  8,512  84

2013 May 16  92  6,271  77

2014 May 5 105  7,435  82

Mean 101.4  7,406c  81
abc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7 및 23% 감소하였다. 처리에 관계없이 출수기는 5월 16
일이었다. 2014년에는 벼 수확시기가 10일씩 늦어짐에 따

라 건물수량은 9,057, 8,159 및 7,435 kg/ha로 나타났다. 벼
를 IRG 파종 10일 후에 수확한 것에 비해 20일 후와 30일
후에 벼를 수확한 경우에 건물수량이 각각 10 및 18% 감
소하였다. 처리에 관계없이 출수기는 5월 5일이었다. 2012
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성적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건
물수량은 벼 수확시기가 10일씩 늦어짐에 따라 9,112, 
7,940 및 7,406 kg/ha로 감소하였다. 벼를 IRG 파종 10일
후에 수확한 것에 비해 20일 후와 30일 후에 벼를 수확한
경우에 건물수량이 각각 13 및 19% 감소하였다 (p<0.05). 
출수기는 매년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월동기간과 봄철

생육기간 동안 기후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되

며, 초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종합고찰

국내육성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조생종 ‘코윈어리’를 9월
하순에 파종 후 10일 간격으로 3회에 나누어 벼를 수확해
서 재배하였을 때, 가을철에 벼를 IRG 파종 10 후에 수확
한 것에 비해 20일 후와 30일 후에 벼를 수확한 경우에 월
동 전 분얼수는 평균 19 및 40% 감소하였다 (p<0.05). 특히
2013년에는 27 및 55% 크게 감소하였다. 초장은 평균 13 
및 34%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3년에는 벼를 20일 후에

수확했을 때 44%나 크게 감소하였다. 월동 전 분얼수와

초장 모두 벼 수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감소하였는데, 이
러한 결과를 볼 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벼 입모중 파종

해서 재배할 경우, 벼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월동 전 IRG 
생육이 저조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3년 성적

에서는 벼 수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월동 전 분얼수와 초

장 모두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2년 가을철 기온이

예년에 비해 추웠고 일찍 겨울이 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으로 판단된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조생종 ‘코윈어리’의 월동률은 가

을철에 벼를 IRG 파종 10일 후에 수확한 것에 비해 20일
후와 30일 후에 벼를 수확한 경우 평균 각각 13 및 19% 
감소하였는데 (p<0.05), 특히 2014년에는 각각 16 및 31%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2014년 1~3월 강수량이 60.9 mm로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Choi et 
al. (2000), Choi et al. (2001a), Choi et al. (2001b), Choi et 
al. (2006a), Choi et al. (2006b), Choi et al. (2007), Choi et 
al. (2008) and Choi et al. (2011)의 보고에 의하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월동율은 1월 최저 평균기온에 큰 영향을 받
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2013년 1월 최저평균기온 (－9.0℃) 
보다 2014년 1월 최저평균기온 (－6.2℃)이 더 높았지만 월

동률이 더 낮은 것은 전년도 12월부터 3월까지 강수량이

2013년에는 216 mm였는데, 101 mm로 50% 이하의 강수량

을 보여, 가뭄으로 인해 월동률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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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number of tillering before winter, winter 
survival ratio and dry matter yields of Italian 
ryegrass at different harvesting time of rice 
after seeding of IRG (Kowinearly).

따라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월동률은 겨울철 추위와 상

관이 있지만, 강우량 등 다른 기후조건에 의해서도 복합적
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조생종 ‘코윈어리’의 건물수량은

가을철에 벼를 IRG 파종 10일 후에 수확한 것에 비해 20
일 후와 30일 후에 벼를 수확한 경우 평균 각각 8 및 19%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3년에는 건물수량이 17 및 23% 감
소하였다. 이는 2013년 월동 전 분얼수가 차이가 많았고

충분한 생육을 하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벼
입모중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파종 재배시험에서 출수기는

매년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월동기간 동안 생육정도와

봄철 생육기간에 기온, 강수량, 추비량 등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판단되며, 가을철 벼 수확시기에 따른 봄철 IRG 수
확 시 초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에서 보
면, 가을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입모중 파종 후 벼 수

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월동 전 분얼수, 월동률 및 건물

수량이 많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
합해볼 때, 논에서 입모중 파종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를 재배할 경우, 국내육성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조생종 ‘코
윈어리’ 품종은 파종 후 벼 수확시기를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조사료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Ⅳ. 요    약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

자원개발부 초지사료과 시험포장 (충남 천안, 논)에서 이탈

리안 라이그라스를 벼 입모중 파종 후 벼 수확시기에 따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생육특성 및 조사료 생산성을 평가

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국내육성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조

생종 ‘코윈어리’를 9월 하순에 파종 후 10일 간격으로 3회
에 나누어 벼를 수확해서 재배하였을 때, 벼 수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월동 전 분얼수, 월동 전 초장, 월동률 및

건물수량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에 벼를

IRG 파종 10 후에 수확한 것에 비해 20일 후와 30일 후에
벼를 수확한 경우에 월동 전 분얼수는 평균 19 및 40% 감
소하였다. 월동률은 평균 13 및 19% 감소하였으며, 건물수
량은 평균 8 및 19% 감소하였다. 벼 입모중 이탈리안 라

이그라스 파종 재배시험에서 출수기는 매년 다르게 나타났

으며, 봄철 IRG 수확 시 초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논에서 입모중 파종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재배할 경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코윈어리’ 품종은 파종 후 벼 수확시기를 가능한 빨리 하
는 것이 조사료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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