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지애나주에서 벼 직파재배시 최적 파종기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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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언
❍ 벼 직파재배시 파종기에 따라 수량과 품질이 달라지므로, 재배지역 및 품종에
따라 최적파종기(optimal planting window) 제시가 필요함
❍ 미국 루지애나주 남부지역에서 벼 건답직파재배시 기후 및 품종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파종기가 현재에도 유효한지 평가하고, 수량 및 품질을 높이는
최적 파종기간을 구명하였음

■ 주요 수행 내용
❍ 품종이 개량되고, 현재에 가까워지면서 최적파종기가 점차 앞당겨지는 경향
- 4월 ~ 5월 15일 (1933 ~ 1938년 시험) → 3월 말 ~ 5월 초 (1950~1951, 1953~1961, 1963 ~ 1969년 시험)
→ (현행) 3월 10일 ~ 4월 15일 (1995 ~ 2000년 시험, 중단간 조생 품종 중심)
→ (본 시험 결과) 3월 10일 ~ 3월 31일 (2011 ~ 2018년 시험, 현재 주요 재배 품종)

❍ 2011 ~ 2018년에 수량을 기준으로한 최적파종기는 3월 10일 ~ 3월 31일이었음
- 품종이 바뀌고, 각 년도 별 파종기가 일정치 않아 비슷한 파종기를 그룹으로 묶고, 상대수량으로 계산,
최적파종기는 그림 1의 PW2(3월 11~22일) 및 PW3(3월 27~31일)에 해당함

* 시험 장소 : 미국 루지애나주 남부 Crowley시에 위치한 HRCRRS( 30°14′30″ N, 92°20′46″W)
* 시험 품종 : 장립, 단립종 / 제초제내성, 감수성 / 교잡종 / 향미 등 매년 12-13개 품종
❍ 수량 변이에 관여하는 주요 요소는 파종시기(55.6%)였으나, 도정수율에 대해서는
품종의 상호작용이 파종시기보다 더 컸음(22.8%)

그림 1.파종기에 따른 수량, 도정수율, 출수기 및 초장

그림 2. 파종기에 따른 상대수량 변이 및 회귀곡선

❍ 파종기에 따른 상대수량이 가장 높은 날은 3월 20일이었고, PW3 파종기 그룹의
3월 31일 이후부터는 매일 0.54%씩 수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그림 2)
❍ 기상과 포장 조건(파종에 적합한

수분 상태)에 따라 최적파종기 기간 중

적절한 시기에 파종하되, 가급적 빨리 파종할수록 수량 확보에 유리함

■ 금후 계획
❍ 벼 이앙적기 재설정 연구과제의 시험 성적(2018~2021)을 분석하여 경기, 강원,
충북 지역의 벼 최적 이앙시기 구명하고자 함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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