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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질소는 물 다음으로 작물 생육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옥수수의 생산량 증대에 질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

며,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대를 위해 일정 수준까지 질소 시비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척박한 토양 환경 또는 경제적 여

건으로 인해 충분한 질소를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 옥수수 생산량은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현재 개발된 옥수수 품종은 적합한 

시비 조건하에서 육성되었으므로 저 비료 환경에서의 생산성은 검증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질소 시비량이 낮은 환

경에서 옥수수 수량성이 높은 교잡종을 선발하고자 2018년 홍천에서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질소 시비 수준은 표준시비(17kg/10a)와 저비(6kg/10a) 조건에서 각각 130교잡종을 이용하여 수량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각 

질소 수준에서 생산된 시험 교잡종 종실의 주요 성분 함량을 NIR(Perten DA7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30 교잡종 옥수수의 평균 수량성은 표준시비구에서 516kg/10a, 저 비구에서 248kg/10a로 저 비구의 수량성은 표준시비구의 

48% 수준이었다. 교잡종의 수량을 사분위로 구분하였을 때, 표준 및 저 비구에서 모두 고 수량성으로 선발된 교잡종은 

18CA048등 7교잡종이었고, 저 수량성으로 선발된 교잡종은 18CA031등 13교잡종이었다. NIR을 이용한 옥수수 종실 성분 

분석 결과, 표준시비구와 저 비구의 단백질 함량은 각각 9.6%와 8.2%, 지방함량은 2.9%와 3.0% 전분함량은 62.0%와 62.9%

로 종실 성분 중에서 질소 수준에 따른 변이는 단백질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18CA018등 8교잡종은 단백질 함량이 9.6% 이상

으로 표준시비구의 단백질 함량과 유사하여 저 질소 환경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게 유지될 수 있는 유전형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선발된 교잡종은 저 비료 환경 적응형 옥수수 품종육성에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 질소 

환경에서 선발된 고 단백질 교잡종은 영양가치가 높은 교잡종 육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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