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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pecies and varieties of summer forage crops on growth characteristics and 

productivity in Sihwa reclaimed land. The summer forage crops used in the trial were silage corn, sorghum×sudangrass hybrid(SSH), 

and proso millet. For each forage species, Gwangpyeongok(GPO), P15453, P1952 and P2088 were used for silage corn, and 877F, 

Green star, Honey chew, and Turbo gold cultivars were used for SSH. For proso millet, Ibaekchal, Geumsilchal and Manhongchal 

develop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were used. Silage corn and SSH were sown on May 21, 2019 and proso millet 

on June 4, and harvested on September 2.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lant and ear height of silage corn among varieties. 

P1543 was the highest and P2088 was the lowest in yield of silage corn,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reatments. 

Among the SSH, the plant height of 877F was the highest and Turbo gold variety had the smallest (p<0.05). As for the dry 

matter(DM) yields, 877F had the highest at 3,862 kg/ha and Green star had the lowest at 2,669 kg/ha (p<0.05). The fresh matter yield 

of proso millet was 15,778 kg/ha,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corn or SSH, The average dry matter yield was 4,780 kg/ha, and 

Ibaekchal variety had the highest DM yield compared to other varieties (p<0.05). P2088 had the highest TDN content and GPO was 

the lowest (p<0.05). As for the SSH, the TDN content of Green star and Honey chew varieties was significantly higher, and the RFV 

value was the lowest in Turbo gold. The average crude protein content of proso millet was 7.03%, and the highest TDN and RFV 

values   were 64.36% and 106 in Geumsilchal. In the experiment of the germination rate of summer forage crops according to salt 

concentration, silage corn showed a germination rate of 83.1% even at 0.4% salinity. In particular, P2088 and P1921 varieties had 

more than 80% germination rate even at 0.6% salt concentration. As for the SSH, the germination rate of 877F was 93.3% even at 

0.8% salinity, and 88.3% with Honey chew, indicating higher resistance to salt concentration compared to other varieties. Proso millet 

showed a high germination rate of 84.0 to 88.7% even at a salt concentration of 0.6%. Considering the above results, proso millet 

was recommended as the most suitable forage crop species in the Sihwa reclaimed land with high salt concentration, and the 

Ibaekchal variety is recommended as a suitable forage crop due to its high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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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에서 반추가축을 사육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료는 600여 

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약 120만톤의 조사료가 수입이 

된다. 정부의 수입 조사료 쿼터 관리에 따라 일부에서는 비정상적

으로 혼합 조사료의 형태로 약 45만톤이 수입되고 있으며 그 물

량은 매년 증가되고 있다(MAFRA, 2020). 그러나 한국-미국 및 

한국-캐나다간의 FTA 양허 관세기간이 종료되면 조사료의 수입 

자유화 시대가 도래하게 되며, 향후 수입되는 양이 점진적으로 늘

어날 것으로 전망된다(NH, 2016). 

수입 조사료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 자급 조사료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되었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새로운 

조사료 생산 기반을 만들어 재배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논을 활용하는 것이다. 줄어든 쌀 소비

는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쌀값 또한 하락하고 있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불금이 빠르

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벼 재배를 줄이려고 정부(MAFRA, 

2018)에서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쌀 생산조정을 위해서는 

벼 재배가 어려운 논을 중심으로 휴경 또는 타작물 재배가 권장

되고 있으며 특히 간척지의 경우는 쌀 생산조정사업 시행 시 가

장 효과적인 조사료 생산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간척사업의 역사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 쌀 증산의 일환으

로 추진되었다. 해방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전체 

면적이 134,100ha에 이른다(NICS, 2014). 여러 간척지 중에서 

시화간척지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총 4,396ha의 면적으로 

조성되었으나, 담수부족 및 배수불량 등의 이유로 일반 작물의 

경작이 어려운 곳이다(NICS, 2009). 대부분의 간척지는 주로 

쌀 생산기반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벼 이외의 작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Choi and Park, 1991). 간척지의 높은 

염도는 작물의 발아나 생육에 큰 영향을 미쳐 일반 토양에 비

해 생산성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간척지에서는 염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발아율이 떨어지고(Choi et al., 2003), 출현율이 감

소하여(Sohn et al., 2009) 결국에는 생산성의 감소(Kim et al., 

2020)로 이어지게 된다. 

간척지를 활용한 하계 사료작물 재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

행이 되었으나 재배지역의 토양 염도에 따라 생산성에서 큰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적정 동·하계작물의 선발 및 생산성 평가 (Kim 

et al., 2020; Shin et al., 2004), 토양환경 및 가축분 활용에 따른 

생산성 평가(Lee et al., 2013; Yang et al., 2011) 그리고 작부체

계와 관련된 연구(Yang et al., 2012)가 수행되었지만 아직도 염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높지 못하다. 따라

서 본 시험은 염농도가 비교적 높은 시화 간척지에서 하계 사료

작물의 초종 및 품종별 생산성과 사료가치를 구명하기 위하여 수

행되었다. 

Ⅱ. 재료 및 방법

1. 하계 사료작물의 재배

생산성 평가를 위한 하계 사료작물(옥수수, 수수x수단그라스 

교잡종 및 기장)은 경기도 화성시 시화지구(경기도 화성시 송산

면 고포리, E 126.6, N 37.23)에 위치한 휴경중인 간척지 논 (수

원화성축협 임차지)에서 재배를 하였다. 

시험 포장의 토양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산도는 높

았으며 유기물과 질소함량은 일반 밭 토양에 비해 매우 낮은 수

치를 나타내었다. 유효인산의 함량도 높은 편이 아니었고 치환성 

양이온의 함량이 높은 편 이었으며 특히 나트륨 함량이 높았다. 

토양중의 염도는 평균 0.34%로 나타나 사료작물이 자라기에는 

약간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계 사료작물은 국내에서 많이 재배하는 옥수수(4품종)와 수

수×수단그라스(4품종) 그리고 간척지에서 적응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장(3품종)을 택하여 3초종 11품종에 대하여 각 초종

별 난괴법 3반복으로 평가를 하였다. 본 시험에 이용된 옥수수 종

자는 Pioneer hybrid Co.에서 육성한 품종(P2088, P1543 및  

P1952)을 국내육성 품종인 광평옥을 대조구로 두고 비교를 하였

으며,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은 877F, Green star, Honey chew 

및 Turbo gold 품종을 이용하였다. 간척지에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장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이백찰, 금실찰 및 만홍찰 품

종을 이용하였다.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soil in experimental station

pH
EC

(dS/m)
Salinity

(%)
OM♪

(%)
T-N♪

(%)

Avail. 
P2O5

(mg/kg)

Ex. cation(mg/kg)
CEC♪

(cmol/kg)Ca Mg K Na

7.6 5.27 0.34 0.83 0.057 9.36 564 247 294 1,137 8.07

♪ OM : Organic matter, T-N : total nitrogen, CEC : Cation Exchang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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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평가를 위한 하계 사료작물인 옥수수와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은 2019년 5월 21일에 파종하였으며 기장은 6월 4일에 하였다. 

옥수수는 75cm×19cm 간격으로 2립씩 점파하였고 수수×수단그라

스 교잡종은 50kg/ha의 종자를 50cm 간격으로 조파하였다. 기장은 

20 kg/ha의 종자를 50cm 간격으로 조파를 하였다. 시험구 크기는 

3m×5m=15㎡으로 하였으며, 시비량은 N-P2O5-K2O를 200-150-150 

kg/ha으로 설정하여 인산과 칼리는 파종당일 기비로 시용하였으며 

질소질 비료는 기비 : 추비를 옥수수의 7∼8엽기를 기준으로 50 

: 50 %로 분시 하였다.

2. 하계 사료작물의 생육 및 수량 조사    

파종된 하계 사료작물에 대한 생육조사는 각각의 생육시기와 

수확 전에 조사를 하였고 수량조사를 위해 재배된 하계 사료작물

은 9월 2일에 수확을 하였다. 수확은 전 시험포를 대상으로 하였

으며 수확한 후 ha당 수량으로 환산하였다. 수확된 시료는 65℃ 

순환식 열풍건조기에서 72시간 건조한 후 건물함량을 조사하였

고 건물수량은 조사된 수량에 건물함량을 곱하여 ha 단위로 환산

하였다.

3. 기상상황

시험기간 동안 기상(기온 및 강수량)은 Fig. 1. 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기온은 평년에 비해 6월 중순 부터 7월 초순 까지는 낮은 

편이었고 7월 중순 이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강수량은 파

종후 6월 초순까지는 건조하였고 이후 몇 차례 비가 내린 후로 

7월 중순이전까지는 가뭄이 나타났다.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

지는 비가 많이 내렸으며 8월도 젅체적으로 중순에 비가 많이 왔

지만 그 외는 강수량이 낮았다. 따라서 전체적인 기상상황은 강수

량이 적어 높은 염농도로 인해 작물 생육에 큰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4. 사료가치 분석

하계 사료작물의 사료가치 분석을 위해 수확된 시료는 65℃ 순

환식 송풍 건조기 내에서 72시간 이상 건조시킨 후 전기믹서로 

1차 분쇄를 하고 20 mesh mill로 다시 분쇄하여 이중마개가 있는 

플라스틱 시료통에 넣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분

석에 이용하였다. 

시료중의CP(crude protein, 조단백질 함량)은 Dumas 법

(Melvin, 1968)에 의거하여 N 함량을 정량하고 이에 질소계수 

6.25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NDF (neutral detergent fiber) 및 

ADF (acid detergent fiber) 함량은 Goering and Van Soest

(1970)법에 따랐으며, TDN (total digestible nutrient) 함량은 

Holland et al.(1990)에 의거 ADF 함량으로 추정하여 계산하였

다 (TDN % = 88.9 － (0.79 × ADF %)). 또한 RFV (relative feed 

value)는 Rohweder et al.(1978)의 방법에 의거  ADF 함량으로 

DDM (digestible dry matter)을 산출하였고 (% DDM =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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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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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DM × % DMI) / 1.29). In vitro 건물소화율(IVDMD)는 

Fig. 1. Mean air temperature and amount of precipitation during the growing season of Suweon region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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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ley 및 Terry법(1963)을 Moore(1970)가 수정한 방법을 사용

하였다. 시험에 쓰인 위액은 평소 조사료를 자유채식 한 한우에서 

아침사료를 급여하기 전에 채취하여 이용하였다. 

5. 염농도에 따른 발아율 조사

간척지에서 염 농도별 발아율을 조사하기 위해 각각의 초종 및 

품종의 100립중을 측정하였고, 각각의 초종 및 품종은 멸균된 

petri dish에 filter paper를 깔고 발아율을 측정하였다(품종 당 3

반복). 시험에 이용된 염 농도는 0, 0.2, 0.4, 0.6 및 0.8%의 NaCl 

용액을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증류수병에 담아 filter paper가 충분

히 젖을 정도로 용액을 보충하면서 실온에 두고 발아율을 측정하

였다. 각각의 발아율은 전체 종자수(100립)에 대하여 유근과 상

배축이 완전히 전개된 종자수를 비율로 나타내었다. 세부적인 사

항은 Kim et al.(2020)의 방법을 참고하였다. 

6. 통계처리

각각의 data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SAS Package program(Ver. 

6. 12, 2003)을 이용하여 처리별 분산분석을 수행하였고, 처리 평균간

의 비교는 최소 유의차검정(LSD)을 이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초종 및 품종별 생육특성 및 수량

옥수수 품종에 따른 생육특성과 수량구성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초장 및 착수고는 평균 158 및 56 cm로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처리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

으로 광평옥과 P1543 품종의 초장이 컸으며 P1952 품종이 가장 

작었다. 

생초수량은 평균 10,208kg/ha로 나타났으며 P2088품종이 

9,750 kg/ha로 가장 적었다. 건물수량에 있어서도 P2088품종이 

가장 낮았고 P1543 품종이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

나지 않았다(p>0.05). Shin et al.(2004)이 당진군에 위치한 대호

간척지에서 수행한 시험결과에 의하면 옥수수(수원 19호 및 

P3156)의 평균 생초수량이 11,573 kg/ha, 그리고 건물 수량이 

2,928 kg/ha로 나타났다고 하여 본 시험과 비슷한 성적을 보여주

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논을 대상으로 재배하였을 때의 수량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한편 시험된 초종(옥수수, 수수×수단

그라스 교잡종 및 사료용 피)을 재배한 결과 사료용 피의 수량이 

가장 높았고,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이 다음이었고 옥수수가 가

장 낮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Song et al.(1981)이 남양 간척지에

서 시험한 결과에서는 수수>옥수수>피의 순으로 수량이 높았다

고 보고하여 차이가 있었다. Kim et al.(2017)은 평창지역에서 도

입 옥수수에 대한 적응성 평가시험에서 광평옥의 출수기가 7월 

28일 그리고 출사기가 7월 31일로 조사하였고, 다른 시험에서

(Kim et al., 2020) P1543 품종의 출수기를 7월 24일 그리고 출

사기를 7월 26일로 보고한 바 있다. 두 시험에서의 옥수수 수량

은 간척지 보다는 월등히 높아 광평옥과 P1543 품종의 건물수량

이 13,460 및  15,783 kg/ha로 나타났다고 하여 본 시험과는 차

이가 있었다. 

한편 시험지가 원거리에 있어 출수와 관련된 생육조사를 하지 

못하였지만 건물함량으로 추정해볼 때 P2088 품종이 건물함량이 

낮아 숙기가 가장 느린 품종으로 추정되었고, 광평옥 및 P1543은 

비슷한 숙기를 가진 품종으로 판단되었다.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의 경우는 초장에 있어서 877F 품종

이 유의적으로 컸으며 Turbo gold 품종이 가장 작었다(p<0.05). 

한편 건물함량은 평균 30.09%로 옥수수 보다는 높았으며 품종간

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생초 수량에 있어서는 Green star가 9,327 kg/ha로 낮은 편이

었고 877F가 12,000 kg/ha로 가장 많았으나 품종간 유의적인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그러나 건물수량은 877F가 3,862 

Table 2. Agronomic characteristics and yield of silage corn varieties in reclaimed field

Species Varieties
Plant 
height
(cm)

Ear height
(cm)

Dry matter(%)
Yield(kg/ha)

Index
(%)Fresh matter Dry matter

Corn

GPO♪ 167 54 25.52 10,250 2,616 100

P2088 154 59 22.88 9,750 2,231 85

P1543 163 58 25.97 10,250 2,662 102

P1952 148 52 23.82 10,583 2,521 96

Mean 158 56 24.55 10,208 2,508

LSD(0.05) NS♪ NS NS NS NS

♪ GPO: Gwangpyeongok,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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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a로 가장 많았고 Green star 품종이 2,669 kg/ha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Jo et al.(2010)은 석문 간척지에서 SCB 액

비를 이용한 여름사료작물 재배 시험을 수행한 바 수수×수단그라

스 교잡종의 건물수량이 9,672∼13,155 kg/ha로 나타났다고 하여 

본 시험과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재배 지역의 토양 염도가 

0.2% 이하로 나타나 사료작물 재배에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이

라고 판단된다. 

기장의 품종별 생육특성과 생산성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초

장은 이백찰이 138cm로 가장 컸으며 금실찰과 만홍찰은 비슷한 

초장을 보여주었다. 건물함량에 있어서는 이백찰이 가장 낮았고 

금실찰과 만홍찰을 비슷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은 나

타나지 않았다(p>0.05).

생초수량은 평균 15,778kg/ha로 옥수수나 수수×수단그라스 교잡

종에 비해 높았으며 건물수량은 평군 4,790kg/ha로 다른 작물에 

비해 더 많았다. 특히 이백찰은 생초 및 건물수량에 있어 다른 두 

품종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Kim et al.(2018a)은 

일반 사료포에서 수행한 시험에서 청보리와의 작부조합으로 수수×

수단그라스 교잡종, 피 그리고 기장을 재배하였을 때 기장의 수량이 

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수단그라스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하였다. 한편 Kim et al.(2015)의 간척지 

기장 재배 시험에 의하면 염농도가 0.1%까지는 생육에 큰 지장이 

없었으나 그보다 높아질 경우 간장 및 수장이 줄어들고 지상부 

건물중과 종실중이 유의적으로 감소한다고 하였다. 

2. 초종 및 품종별 사료가치

옥수수 품종에 따른 사료가치는 조단백질 함량의 경우 P2088 

품종이 가장 높았으며 P1543 품종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ADF 

및 NDF 함량은 광평옥이 다른 세 품종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화율은 P2088 품종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한편 TDN 함량은 P2088 품종이 가장 높았고 광평옥이 유의

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RFV 값은 Pioneer 품종들 간에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으나 광평옥은 다른 세 품종 보다 유의적으로 낮

았다.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의 조단백질 함량은 평균 5.90%로 옥

수수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품종간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ADF 

및 NDF 함량은 Green star와 Honey chew 품종이 낮았고 Turbo 

gold 품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화율은 Green star 품종이 가

장 높았으며 877F 품종이 59.89%로 가장 낮았다(p<0.05). 

한편 TDN 함량에 있어서는 Gren star 및 Honey chew 품종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5), RFV 값에 있어서는 Honey chew 

품종이 1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Turbo gold 품종이 가장 낮았

다(p<0.05). 그러나 전체적인 사료가치(TDN 및 RFV)를 비교해

Table 3. Agronomic characteristics and yield of sorghum×sudangrasss hybrid varieties in reclaimed field

Species Varieties
Plant 

height(cm)
Dry matter(%)

Yield(kg/ha) Index
(%)Fresh matter Dry matter

Sorghum×
Sudan grass

hybrid

877F 172 32.18 12,000 3,862 100

Green star 153 28.62 9,327 2,669 69

Honey chew 163 30.13 10,083 3,038 79

Turbo gold 126 29.42 10,247 3,015 78

Mean 154 30.09 10,414 3,134 -

LSD(0.05) 19.34 NS♪ NS 592.8 -

♪ NS: not significant

Table 4. Agronomic characteristics and yield of proso millet varieties in reclaimed field

Species Varieties
Plant 

height(cm)
Dry matter(%)

Yield(kg/ha) Index
(%)Fresh matter Dry matter

Proso millet

Ibaekchal 138 27.01 20,500 5,517 100

Geumsilchal 123 33.45 13,861 4,635 84

Manhongchal 125 32.39 12,972 4,217 76

Mean 129 30.95 15,778 4,790

LSD(0.05) NS♪ NS 3,668.2 792.4

♪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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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옥수수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Kim et al.(2018)의 일반 조

건의 재배시험에서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의 호숙기 사료가치

는 ADF 33.2, NDF 63.0 그리고 CP는 6.7%라고 보고하였는데 

본 시험의 평균과 비교할 경우 CP, ADF 및 NDF 함량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Jo et al.(2010)의 대호 간척지 재배시험에서 화

학비료를 사용한 시험구의 옥수수 조단백질, ADF 및 NDF 함량

이 각각 7.38, 38.50 및 57.78로 보고하였고 수수×수단그라스 교

잡종은 각각 5.24, 39.78 및 66.18%로 보고하였는데, 옥수수의 

조단백질 함량은 비슷하였으나 ADF 및 NDF 함량은 본 시험에

서 낮게 나타났다.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은 ADF 및 NDF 함

량이 높아졌으며 IVDMD는 높았다. 

기장의 평균 조단백질 함량은 7.03% 이었으며 이백찰이 

8.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ADF 및 NDF 함량에 있

어서는 금실찰이 31.07 및 56.67%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

며 소화율은 금실찰이 가장 높았다(p<0.05). 전체적인 사료가치

를 나타내는 TDN 함량과 RFV 값은 금실찰이 64.36% 및 106

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2018)은 기장의 

호숙기 사료가치는 ADF 및 NDF 함량이 34.7 및 60.5%로 보고

하였고, 조단백질 함량은 11.2%로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본 시험

의 조단백질 함량보다는 높았고 ADF 및 NDF 함량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3. 염농도에 따른 발아율 변화

Table 7은 초종 및 품종의 염 농도에 따른 발아율을 나타내었

다. 간척지에서는 위치별로 염 농도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배시 발아 및 생육이 고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염 농도에 따른 초종 및 품종간의 저항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

문이다. 특히 높은 염도에서 식물체는 삼투압에 의거 뿌리 주변의 

수분 및 영양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내부의 수

분도 용탈되어 결국은 가뭄상태에 빠져 죽게 된다고 한다(Biljana 

et al., 2010). 

옥수수의 경우 염 농도가 0.4%까지는 발아율이 평균 83.1%를 

유지하고 있으며, 0.8%인 경우는 평균 66.4%로 나타났고 광평옥

의 경우는 51.3%로 가장 낮았다. 한편 P2088 및 P1921 품종은 

0.6%의 염 농도에서도 80% 이상의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Kim 

Table 5. The content of CP(crude protein), ADF(acid detergent fiber), NDF(neutral detergent fiber), IVDMD(in vitro dry 

matter digestibility), TDN(total digestible nutrient) and RFV(relative feed value) of silage corn varieties in 

reclaimed field

Species Varieties CP(%) ADF(%) NDF(%) IVDMD(%) TDN(%)♪ RFV

Corn

GPO♪ 7.14 25.87 45.27 69.84 68.46 141

P2088 7.28 20.63 40.39 72.48 72.60 168

P1543 6.97 23.47 38.74 70.14 70.36 170

P1952 7.08 22.94 38.20 70.38 70.78 173

Mean 7.12 23.23 40.65 70.71 70.55 163.1

LSD(0.05) 0.17 1.82 4.01 1.07 1.44 21.0

 ♪ In the case of corn, the TDN calculation formula of general forage crops was applied due to the low grain content (Holland et al., 1990),

GPO: Gwangpyeongok

Table 6. The content of CP(crude protein), ADF(acid detergent fiber), NDF(neutral detergent fiber), IVDMD(in vitro dry 

matter digestibility), TDN(total digestible nutrient) and RFV(relative feed value) of sorghum×sudangrasss hybrid

varieties in reclaimed field

Species Varieties CP(%) ADF(%) NDF(%) IVDMD(%) TDN(%) RFV

Sorghum×
Sudangrass 

hybrid

877F 6.02 32.78 60.70 59.89 63.01 97

Green star 5.94 31.40 62.16 69.97 64.10 96

Honey chew 5.69 30.27 57.98 64.59 64.98 105

Turbo gold 5.95 33.23 62.69 66.72 62.64 94

Mean 5.90 31.92 60.88 65.29 63.68 98.0

LSD(0.05) NS♪ 1.52 0.69 1.87 1.20 2.0

 ♪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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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2018b)은 퀴노아 종자에 대한 염 농도별 발아율 평가시험

에서 0∼200 mM의 범위에서는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300 

mM에서는 50% 이상, 그리고 400 mM에서는 발아율이 20% 정

도로 낮아졌다고 하여 염 농도가 발아율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을 알 수 있었다.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은 Turbo gold 품종의 천립중이 

18.9g으로 가장 낮아 종자의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하였다. 발아율

에 있어서는 Green star 품종이 0%의 염도에서도 76.7%로 낮게 

나타났으며 0.8%에서는 51.0%를 나타내어 유의적으로 낮은 발

아율을 보였다(p<0.05). 한편 877F는 0.8%의 염농도에서도 

93.3%의 발아율을 보였으며 Honey chew도 88.3%를 나타내어 

옥수수에 비해 높은 염농도에서도 발아를 잘 하는 특성을 가지고 

Table 7. The content of CP(crude protein), ADF(acid detergent fiber), NDF(neutral detergent fiber), IVDMD(in vitro dry 

matter digestibility), TDN(total digestible nutrient) and RFV(relative feed value) of proso millet varieties in 

reclaimed field

Species Varieties CP(%) ADF(%) NDF(%) IVDMD(%) TDN(%) RFV

Proso 
millet

Ibaekchal 8.16 35.96 64.33 64.57 60.49 88

Geumsilchal 6.92 31.07 56.67 66.48 64.36 106

Manhongchal 6.03 35.09 62.83 60.47 61.18 91

Mean 7.03 34.04 61.28 63.84 62.01 95.1

LSD(0.05) 0.58 2.40 2.69 2.72 1.90 7.0

Table 8. Thousand grains weight and germination rate according to salinity of summer crops 

Species Varieties
Weight of 1000 

seeds(g)

Salinity (%)

0 0.2 0.4 0.6 0.8

Corn

GPO♪ 630.8 90.3a 82.7a 78.3a 75.7a 51.3b

P2088 708.0 90.0a 85.3ab 82.0b 82.0b 72.7c

P1543 608.0 90.7a 83.3b 82.0b 78.0bc 71.3c

P1921 784.0 97.3a 94.7ab 90.0b 81.4c 70.3d

Mean 682.7 92.1 86.5 83.1 79.3 66.4

LSD(0.05) 22.24 4.13 5.95 7.63 NS♪ 20.08

Species Varieties
Weight of 1000 

seeds(g)

Salinity (%)

0 0.2 0.4 0.6 0.8

Sorghum x
sudangrass

hybrid

877F 30.7 98.3a 97.7a 97.3a 97.7a 93.3b

Green star 26.7 76.7a 69.3b 69.0b 64.3b 51.0c

Honey chew 29.4 93.0a 92.3a 91.0a 88.7b 88.3b

Turbo Gold 18.9 91.3a 89.7a 87.3a 81.0b 79.3b

Mean 26.4 89.8 87.3 86.2 82.9 78.0

LSD(0.05) 4.89 5.22 5.13 5.10 7.98 10.42

Species Varieties
Weight of 1000 

seeds(g)

Salinity (%)

0 0.2 0.4 0.6 0.8

Proso millet

Ibeakchal 4.3 94.3a 88.0b 88.3b 88.0b 82.7c

Geumsilchal 4.9 92.7a 91.3ab 90.3bc 88.7c 81.7d

Manhongchal 5.5 90.7a 89.7a 87.3ab 84.0b 66.0c

Mean 4.9 92.6 89.7 88.6 86.9 76.8

LSD(0.05) 0.22 NS 2.90 NS 3.82 2.94

 ♪ GPO: Gwangpyeongok,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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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기장 품종은 만홍찰 품종의 천립중이 가장 무거웠고 이백찰 품

종이 가장 가볍게 나타났다. 또한 0.6%의 염농도에서도 84.0∼

88.7%의 발아율을 보여 간척지에서 강한 초종으로 평가되었으며 

금실찰과 이백찰은 0.8%의 농도에서도 81.7 및 82.7%의 발아율

을 나타내었다. 

Ⅳ. 요 약

본 연구는 시화간척지에서 하계 사료작물의 초종 및 품종이 생

육특성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시험에 공시된 하계사료작물은 옥수수,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 

및 기장이었다. 시험에 공시된 각각의 품종은 옥수수는 광평옥, 

P15453, P1952 및 P2088을 이용하였고, 수수×수단그라스 교잡

종은 877F, Green star, Honey chew 및 Turbo gold 품종을 이용

하였다. 기장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이백찰, 금실찰 및 

만홍찰 품종을 이용하였다. 사료작물의 파종은 옥수수와 수수×수

단그라스 교잡종은 2019년 5월 21일 그리고 기장은 6월 4일에 

하였으며 수확은 9월 2일에 하였다. 옥수수의 초장 및 착수고는 

품종간에 유의성이 없었으며 수량은 P1543 품종이 가장 많았고 

P2088 품종이 가장 적었으나 처리간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은 877F의 초장이 가장 컸으며 Turbo 

gold 품종이 가장 작았다(p<0.05). 건물수량은 877F가 3,862 

kg/ha로 가장 많았고 Green star가 2,669 kg/ha로 가장 낮았다

(p<0.05). 기장의 초장은 이백찰이 138cm로 가장 컸으며 나머지 

품종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기장의 생초수량은 평균 15,778 

kg/ha로 옥수수나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보다 많았으며, 건물수

량은 평균 4,780 kg/ha이었으며 이백찰 품종이 다른 품종들에 비

해 가장 많았다(p<0.05). 옥수수의 사료가치에서 TDN 함량은 

P2088품종이 가장 높았고 광평옥이 가장 낮았다(p<0.05). 수수×

수단그라스 교잡종은 Green star 및 Honey chew 품종이 유의적

으로 높았으며 RFV 값은 Turbo gold가 가장 낮았다. 기장은 평

균 조단백질 함량은 7.03%이었고 TDN 및 RFV 값은 금실찰이 

64.36% 및 106으로 가장 높았다. 염농도에 따른 하계 사료작물

의 발아율 조사에서 옥수수는 0.4%까지는 83.1%의 발아율을 나

타내었다. 특히 P2088 및 P1921 품종은 0.6% 농도에서도 발아

율이 80% 이상이었다.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은 877F 품종의 

발아율이 0.8% 농도에서도 93.3% 이었으며 Honey chew는 

88.3%로 나타나 다른 품종에 비해 염 농도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은 0.6%의 염 농도에서도 84.0∼88.7%의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염농도

가 높은 시화 간척지에서 가장 적합한 초종은 기장이 추천되었으

며, 이백찰은 수량이 높아 적합한 품종으로 권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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