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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seed productivity of Spring sown Italian ryegrass(Lolium multiflorum Lam.) depending 
on the seeding rates(20kg/ha, 30kg/ha, 40kg/ha) in Gangwon region. The experiment was a randomized block design with three 
replications. The test plots were located in alpine areas of about 600 m above sea level in Gangwon province. The tested Italian ryegrass 
variety was ‘Greencall’ develop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DA. Italian Ryegrass was sown on March 26, 2020, and 
the seed harvesting was on the 60th day(2 July) from heading date. The heading date was May 8 with no differenc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gronomic characteristics including plant height. 30kg/ha seed rate was the highest at 146.8 seed/spike and 
40kg/ha seed rate was the lowest at 114.7 seed/spike for the number of seeds per spike. The number of spikes per unit area was the 
highest in 40kg/ha at 886/m2 and the lowest in 20kg/ha at 750/m2. The yield of seed and straw was the highest in 40kg/ha at 1,288kg/ha 
and 2,970kg/ha respectively, but there was no difference. From the above results, the production of Italian ryegrass seeds through spring 
sowing in the Gangwon region is not much than autumn seeding, requiring the input of various technologies to increase productivity in 
the future, and it is desirable to determine the production cost through economic analysis was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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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대표적

인 사료작물이다. 2018년 기준 국내 조사료 재배 면적은 263천 

ha, 동계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175천 ha이며, 그 중에서 IRG의 

재배면적은 169천 ha로 전체 조사료 재배 면적의 약 64 %, 동계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약 97 %를 차지한다. IRG 재배면적은 

2010년 56천 ha에서 2018년 169천 ha로 8년 사이 3배 이상 증

가했다(MARFA, 2019). 이에 반해 국내에 필요한 IRG의 종자량

은 총 6,107 톤이지만 IRG의 종자 자급량은 1,777 톤으로 자급

률은 29.1 %에 불과해 국내 IRG 재배 증가량을 따라가지 못하

고 있으며, 상당수를 수입 종자로 사용하고 있다(NIAS, 2018). 
Nam et al.(2020)은 IRG 수입 종자 대부분이 미국산이며, 한 국

가에 수입이 치중될 시 검역 문제 등으로 종자 수급의 문제점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논에서의 종자 생산은 채종 시기가 벼 모내기 시

기 및 장마 기간과 겹치는 문제와 채종 기술 부족, 단가 등의 문

제로 IRG의 국내 채종은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평년의 중

부지방 장마 시작일은 6월 24~25일, 남부지방은 6월 23일이었다

(KMA, 2019). 그러나 최근의 IRG 극조생 신품종의 육성으로 인

해 출수일, 개화기가 빨라져(Ji et al., 2018), 장마 시작일 전에 

채종 가능성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Jeong et al., 2020).
한편 국내에서의 IRG 채종은 주로 가을에 파종을 하여 봄에 

채종을 하지만 기상 여건 등으로 추파가 불가능할 경우 대안으

로 봄에 파종하여 채종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봄 파

종은 생육기간이 충분하지 못해 종자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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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단점도 있지만(Nam et al., 2020)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봄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인 접근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남부지방에서의 IRG 채종 연구

가 진행되고 있지만(Kang et al.. 2020) IRG의 종자 생산 기술

을 확보하기 위해 봄철 파종과 전국적인 종자생산 가능성 시험

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원도 평창에서 

IRG 품종 중 극조생종인 “그린콜”을 2020년 봄에 파종할 때, 
파종량에 따른 IRG의 생육 특성과 종자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

해 수행되었다.

Ⅱ. 재료 및 방법

1.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재배

본 연구를 위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재배는 강원도 평창군

(북위 37°32′40″, 동경 128°26′33″, 해발 550m)에 위치한 서울

대학교 평창캠퍼스 사료작물 시험포에서 수행되었다. 시험 전 옥

수수를 재배한 후 휴경 중인 밭 포장으로 시험포장의 화학적 특

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산성이고 유기물 함량은 높

았으며 총 질소 및 유효인산의 함량은 낮은 편 이었다. 
시험에 사용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품종은 국립축산과학원에

서 육성한 극조생종 “그린콜(Greencall)”을 이용하였으며, 시험

구 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실시하였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파종은 2020년 3월 26일에 하였다. 시

험구 크기는 6㎡ (2m×3m)으로 하였고, 30cm 간격으로 종자를 

각각 20 kg/ha, 30 kg/ha 및 40 kg/ha 조파를 하였다.
시비량은 질소 90 kg/ha, 인산 120 kg/ha 및 칼리 120 kg/ha

로 하였으며, 파종당일 포장전면에 균일하게 살포하였다.

2.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수확

종자 생산을 위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확은 출수일로부터 

60일 후인 7월 2일에 하였다. 수량조사 전에 포장상태에서 초장, 
생육상황, 질병, 도복 등에 대한 생육조사를 실시하였다. 수확은 

전체 10줄 중에서 가장자리 2줄을 제외한 나머지 6줄을 수확하

여 수량 조사를 하였다. 

수확한 시료는 즉시 실험실로 운반하여 냉장보관실에 두고서 

종자와 짚을 분리하여 각각의 수량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시료 

중 종자는 넓게 펴서 그늘에서 건조를 하였고, 짚은 65℃ 순환식 

열풍건조기에서 72시간 건조한 후 건물함량을 조사하였고, 건물

수량은 조사된 수량에 건물함량을 곱하여 ha 단위로 환산하였다.
한편 m2 당 이삭수는 파종당일 20 × 30 cm quadrat을 각 시

험구에 설치하고 해당 면적에서 생산된 이삭수를 조사한 후 m2 

당 이삭수로 환산하였다. 

3. 종자특성 평가

건조된 종자 중 일부를 채취하여 종자의 특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종자의 특성조사는 각각의 시험구에서 10개의 개체

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체 이삭의 길이는 마디에서 

이삭 끝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였고 각각의 이삭에서 생산된 종자

수와 무게를 측정하였다. 또한 천립중은 이삭에서 분리된 1,000
개의 종자 무게를 측정하였고, 65 ℃ 순환식 열풍건조기에서 72
시간 건조한 후 종자의 건물함량을 조사하였다. 수확지수(HI)는 

Seed dry yield / (Seed dry yield + Straw dry yield) x 100의 

식을 통해 계산하였다.

4. 사료가치 분석

짚에 대한 사료가치 분석을 위한 시료는 수확당일 얻어진 시

료를 65 ℃ 순환식 송풍 건조기 내에서 72시간 이상 건조시킨 후 

전기믹서로 1차 분쇄 후 20 mesh mill로 다시 분쇄한 후 이중마

개가 있는 플라스틱 시료통에 넣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단백질 함량은 Dumas(1831)법에 의거하여 분석하였고, 

NDF(neutral detergent fiber) 및 ADF (acid detergent fiber) 함
량은 Goering and Van Soest (1970)법에 따랐으며, TDN(total 
digestible nutrient) 함량은 Holland et al.(1990)에 의거 ADF 함
량으로 추정하여 (TDN % = 88.9 － (0.79 × ADF %)) 공식에 의

해 계산하였다 . 또한 RFV (relative feed value)는 ADF 함량으

로 DDM (digestible dry matter)을 추정하였고(% DDM = 88.9－

(ADF % × 0.779)), NDF 함량으로 DMI (dry matter intake)를 

산정한 후 (% DMI = 120 / NDF %) RFV 값을 산출하였다

pH
(1:5)

OM
(g/kg)

TN
(%)

Av. P2O5
(mg/kg)

Exchangeable cation(cmol+/kg) CEC
(cmol+/kg)K Ca Mg Na

6.08 45.39 0.18 153.67 6.08 4.29 2.07 0.08 36.27
* OM : Organic matter, TN : Total nitrogen, CEC : Cation exchange capacity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soil in experiment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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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V = (% DDM × % DMI) / 1.29). In vitro 건물소화율

(IVDMD)은 Tilley and Terry법(1963)을 Moore(1970)가 수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시험에 쓰인 위액은 평소 조사료를 자유채식 

한 한우에서 아침 사료를 급여하기 전에 채취하여 이용하였다. 

5. 기상 상황

시험기간 동안의 기상(기온 및 강수량)은 Fig. 1.에서 보는 바

와 같다. 기온은 평년보다 낮았으며 특히 4월 기온은 예년에 비

해 12.1℃가 낮았다. 그러나 5월∼7월까지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

었다. 강수량은 3월과 4월에는 예년보다 적었으나 5월에는 강수

량이 더 많았고 6월과 7월은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강수일수

에 있어서는 7월은 장마철에 해당되어 19일이나 되어 잦은 강우

로 인해 종자 건조에 어려움이 있었다.

6.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AS Package program(Ver. 6. 12, 2003)을 이용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처리 평균간 비교는 최소 유의차검

정(LSD)을 이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생육특성

본 시험에서 IRG의 생육특성은 Table 2와 같다. 초장은 ha당 

30 kg 파종 구에서 85.1 cm로 가장 길었고 20 kg 파종 구와 40 
kg 파종 구에서 각각 81.3 cm, 83.4 cm로 나타났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 파종량은 출수기에 영향을 주지 않아 모

두 5월 8일에 출수하였다. 40kg/ha 파종 구에서 병해 저항성이 

1.33으로 가장 높았고, 도복 저항성 또한 파종량에 따른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다(p>0.05).

2. 종자 특성

파종량에 따른 종자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이삭의 길이는 ha
당 20 kg 파종 시험 구에서 52.0 cm로 가장 길었고, 30 kg/ha 파
종 시험구와 40 kg/ha 시험 구에서 각각 48.3 cm, 50.5 cm로 나타

났으며, 처리 간에 유의성은 없었다(p>0.05). 이삭 당 종자의 수는 

30 kg/ha 파종 시험 구에서 146.8개로 가장 많았고, 20 kg/ha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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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nthly meteorological data around the experimental

periods in Pyeongchang

Seeding rate
(kg/ha)

Plant height
(cm) Heading date Lodging resistance

(1~9)*
Disease resistance

(1~9)

20 81.3 May 8 3.67 1.67

30 85.1 May 8 3.00 1.33

40 83.4 May 8 1.33 1.67

Mean 83.3 - 2.67 1.56

LSD(0.05) NS - NS NS
* 1: good(strong), 9: bad(weak)
* NS : not significant.

Table 2. The agronomic characteristics of Italian ryegrass depending on the seed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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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시험 구에서는 139.2개 였으며, 40 kg/ha 파종 시험 구에서 

114.7개로 유의하게 적었다(p<0.05). 이는 Kang et al.(2020)이 간

척지에서 봄에 파종(20 kg/ha)하여 출수 후 60일에 조사한 IRG의 

이삭 당 종자의 수가 105.0 개라고 보고한 결과와 비슷하며, 더불

어 수확일이 이를수록 그 수가 많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삭 당 종자 무게는 있어서 20 kg/ha 파종 시험 구가 0.55g으

로 가장 무거웠고, 40 kg/ha 시험 구에서 0.47 g으로 가장 가벼

웠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천립중의 경우에도 3처리 간 유의성이 

없었다(p>0.05). m2 당 이삭 수는 40 kg/ha 파종 시험 구에서 

886개로 유의성 있게 많았으며, 20 kg/ha 파종 시험 구에서 750
개로 가장 적었다(p<0.05). Kim et al.(2016)도 IRG 조생종인 

‘코윈어리’에 대한 파종량 시험에서 m2 당 이삭 수는 575개, 732
개 및 873개(각각 20 kg/ha, 30 kg/ha 및 40 kg/ha)로 파종량이 

증가함에 따라 많아진다고 보고하였다.

3. 종자 및 채종 짚의 생산성

파종량에 따른 종자와 짚의 생산성은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종자의 건물함량은 평균 50.0 % 이었으며 20 kg/ha 파종

구에서 48.9 %로 나타났지만 유의성은 없었다(p>0.05). 40 
kg/ha 파종량 시험 구에서 종자 생산량은 1,288 kg/ha로 가장 많

았고 20 kg/ha 파종량 시험 구에서 종자 생산량은 1,157 kg/ha로 

가장 적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P>0.05). Choi et al.(2002)는 

IRG 추파 시 파종 간격 30 cm, 질소 시비량 50 kg/ha에서 종자 

생산량이 1,694 kg/ha라고 보고했으며, Kang et al.(2020)은 IRG 
춘파 시험포의 경우 추파 시험포에 비해 종자 생산량이 71 % 수
준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비춰보았을 때 종자의 평균 생산량인 

1,219 kg/ha는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짚의 평균 건물함량은 36.4 %이었고 20 kg/ha 파종구에서 가

장 낮았으나(34.4 %)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 40 kg/ha 
파종량 시험 구에서 생초수량이 7,952 kg/ha, 건물 수량이 2,970 
kg/ha로 가장 높았으며, 30 kg/ha 파종량 시험 구에서 생초수량

이 6,840 kg/ha, 건물 수량이 2,549 kg/ha로 가장 적었으나 모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수확지수는 30 kg/ha 파종량 시험 구에서 32.68 %로 가장 높

았고, 40 kg 파종량 시험 구에서 30.25 %로 가장 낮았으나 유의

성은 없었다(P>0.05). SIMIĆ et al.(2009)는 IRG 파종 후 첫해 

채종 시 ha 당 20 kg/ha 파종량 시험 구에서 수확지수가 31.08 
%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보다 적게 파종할 시 수확지수가 점

점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본 시험의 결과로 비춰볼 때, 수확지

수는 파종량에 따른 유의성이 없었지만 가을 파종 실험을 통해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

Seeding rate
(kg/ha) Spike length (cm) No. of seed per 

spike
Seed weight

 per spike (g)
1000-grain weight 

(g) No. of spike per m2

20 52.0 139.2 0.55 1.87 750
30 48.3 146.8 0.54 1.73 794
40 50.5 114.7 0.47 1.97 886

Mean 50.3 133.6 0.52 1.86 810
LSD(0.05) NS 20.60 NS NS 134.1

* NS : not significant.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ikes and the seed depending on the seeding rate

Seeding rate
(kg/ha)

Seed yield Straw yield
HI*
(%)DM(%) Fresh 

(kg/ha)
Dry

(kg/ha) DM(%) Fresh
(kg/ha)

Dry
(kg/ha)

20 48.9 2,364 1,157 34.4 7,649 2,621 30.64
30 50.8 2,390 1,213 37.1 6,840 2,549 32.68
40 50.4 2,553 1,288 37.7 7,952 2,970 30.25

Mean 50.0 2,436 1,219 36.4 7,480 2,713 31.19
LSD(0.05) NS** NS NS NS NS NS NS

*HI: Harvest index. Seed dry yield / (Seed dry yield + Straw dry yield) x 100 
** NS : not significant.

Table 4. Fresh and dry matter(DM) yield of seed and straw depending on the seed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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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짚의 사료가치 

채종 후 짚의 사료가치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대부분

의 사료가치를 나타내는 항목들은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처리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 Ji et al.(2018)은‘그린콜’
품종을 가을 파종했을 때의 사료가치는 CP 10.3 %, ADF 35.5 
%, NDF 58.9 %, TDN 60.8 %, IVDMD 69.5 % 및 RFV 96.7 
라고 하였고, Kim et al.(2010)은 조생종인 ‘코스피드’를 채종이 

아닌 춘파 재배했을 때 사료가치는 CP 15.6 %, NDF 56.4 %, 
ADF 34.1 %, TDN 62.1 %라고 하여 본 시험의 채종 후 짚과는 

차이가 있었다. RFV 값에서 20 kg/ha 파종량 시험 구에서 92로 

가장 높았고, 30 kg/ha 파종량 시험구에서 83으로 가장 낮았지만 

유의성은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한편, 한국표준사료성분표(NIAS, 2012)에 따르면 수입된 애뉴

얼 라이그라스 짚의 건물 사료가치는 CP 4.65 %, NDF 76.69 %, 
ADF 50.47 %, TDN 42.98 % 및 RFV 60 라고 하여 본 시험의 

채종 짚의 결과보다 사료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애뉴얼 라이그라스 짚의 한 해 수입량은 155,774 톤으로 전

체 수입 조사료 중 5번째로 많은 수입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APQA, 2020), 이를 국산 IRG 짚으로 대체할 시 축산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은 경감하고 조사료의 질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다만,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요 약

본 시험은 강원지역에서 봄에 파종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Lolium multiflorum Lam.)의 파종 량(20, 30, 40 kg/ha)에 따른 

종자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시험포장은 해발 600m 
내외의 고지대 밭 포장으로 최근 육성된 극조생종 그린콜

(Greencall) 품종을 공시하여 난괴법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시험

구의 파종은 2020년 3월 26일에 하였으며, 수확은 출수일로부터 

60일째인 7월 2일에 하였다. 출수기는 5월 8일로 처리 간에 차이

는 없었으며, 초장을 포함한 생육 특성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다. 이삭 당 종자 수는 30 kg/ha 파종량 시험구에서 146.8개로 

가장 많았고, 40 kg/ha 파종량 시험 구에서 114.7개로 가장 적었

다. m2 당 이삭 수는 40 kg/ha 파종량 처리구에서 886개로 가장 

많았고 20 kg/ha 파종량 처리구에서 750개로 가장 적었다. 종자 

생산성과 채종 후의 짚 생산량 모두 유의성은 없었으며, 40 kg/ha 
파종량 처리구에서 각각 1,288 kg/ha, 2,970 kg/ha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강원지역 고지대에

서 봄 파종을 통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종자 생산은 가을 파종에 

비해 생산량이 낮아 향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의 

투입이 필요하며, 경제성 분석을 통해 생산 단가를 고려하여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육성된 극

조생종 “그린콜(Greencall)”의 경우 본 시험포에서 실험한 결과 

파종량 처리마다 이삭 당 종자 개수, 단위 면적 당 이삭 수를 제

외한 다른 조사 항목 간에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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