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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ing trends and concomitant increases in frost-free period are expected to alter cropping systems and
subsequent land productivity in temperate climate regions. Our agricultural and food systems need to adapt to
such changes. Here, we examined how nitrogen (N) availability would affect productivity of rice double
cropping in combination with its ratoon regenerated from their parents rice plant (Oryza sativa, cv.
Jomyeong) with early maturing habit. For main cropping season, rice plants were transplanted in experimental
paddy field (35°10'N, 26o53'E, alt. 33.0m)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n April 25, 2016, and grown
under local farmers’ agronomic practices. After main crops harvested on August 17, ratoon rice plants were
grown at five different levels of N availability [0 (N0), 9 (N9), 18 (N18), 28 (N28) and 37 (N37) kg N ha-1] and
harvested on November 20. Unexpectedly, plant height of ratoon rice was unaffected by N availability.
However, aboveground biomass (AGB) and yield of ratoon rice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N availability,
displaying an increase of 56.5 kg ha-1 and 26.3 kg ha-1 per unit (1 kg ha-1) increase in N fertilization,
respectively. As a result, while at N0, the AGB and yield of ratoon rice plants were 4.14 Mg ha-1 and 1.46 Mg
ha-1, respectively, they increased to 6.32 and 2.35 Mg ha-1 at N37, corresponding to 47% and 41% of those (i.e.
13.39 Mg ha-1 in AGB and 5.68 Mg ha-1 in yield) of main rice plants. Under high N availability, the greater
number of regenerated tillers and panicle per m2 contributed to greater ratoon rice productivity. Combined
annual productivity of the main and ratoon seasons ranged from 17.5 to 19.7 Mg ha-1 for AGB and from 7.1 to
8.0 Mg ha-1 for yield depending on N availability. The results suggest that ratoon rice double cropping could
provide an ample opportunity to consolidate national food security in the warming world by increasing annual
land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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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landscape of ratoon rice at harves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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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우리나라 농업인의 85%이상이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농업은 기후변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Park et
al., 2014). 한편, 기후변화는 농업부문에 위협요인이기는 하지만 기회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기후온난화
가 중위도 온대농업 지역의 무상기간을 연장하여 작물재배기간과 작부체계 구성의 유연성이 확대된다면 잠재적 토지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온난기후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벼 2기작 연구가 일부 추진된 바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생산성 및 생산비 등에 합리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는 극조기 이앙에
따른 전기작의 생육초기 냉해와 극만기 이앙에 따른 후기작의 등숙기 냉해 때문에 안정적으로 경제성 있는 생산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Ku et al., 2014).
한편, 저위도 열대지역에서는 벼 2기작뿐만 아니라, 벼를 수확한 후에 그루터기에서 재생하는 벼 (Ratoon rice) 재
배가 실용화되고 있다 (Munda et al., 2009; Setiawan et al., 2014; Mareza et al., 2016). 미국 Louisiana와 Texas 걸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열대 벼 재배지대에서도 1960년대 초기부터 Ratoon 벼를 재배하기 시작하여 최근 조생품
종과 다수확품종이 개발되면서 Ratoon 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Jones, 1993; Harrell et al., 2009). 우리나라
와 유사한 온대기후대에 위치한 중국과 일본에서도 Ratoon 벼의 재배 및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다 (Yoshida and
Hozono, 1995; Akita et al., 1997; Dong et al., 2017; Ye et al., 2017).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Ratoon 벼에 대한 인식
이 낮고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Shin et al., 2015). 이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만생종 벼를 보통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9~10월경에 수확기를 맞이하게 되어 수확 후 Ratoon 재생에 필요한 온도를 확보하기 곤란한 작부체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전남을 비롯한 남부지역에 적응하는 조생종 품종이 보급되면서 조기조식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8월 중순경에 수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Ratoon의 재생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따
라서 온난기후자원을 포함한 제반 환경여건의 변화를 농경지의 효율적 이용에 의한 토지생산성 증대에 연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Ratoon 벼는 2기작 재배의 후기작과 달리 별도의 이앙이 필요 없는 만큼, 생산비를 최소화하면서 농경지를 효율적
으로 이용하여 부가적인 식량, 사료 또는 유기물자원을 생산함으로써 토지생산성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는 있지만, 지속적인 벼 재배면적의 감축정책 등 최근 농업여건과 농업의 기후취약성 및
이에 따른 식량안보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고려할 때, 제한된 농경지에서 토지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우리나라 논토양의 평균 유기물함량은 적정범위 (25~30g kg-1)에 있으나, 지역 간 및 농가 간 편차가 큰 편이어서
적정범위 이하의 논토양이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Kang et al., 2012). 국내산 축산 조사료원으로 볏짚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50%를 차지하고 (Ahn et al., 2016) 있기 때문에 별도 조사료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논토양 유기물관리에 취약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또 토양유기물의 동역학은 프라이밍효과에 따라 달라지지만
(Bengtson et al., 2012; Mau et al., 2018), 기후온난화는 토양유기물 분해속도를 가속화하여 잠재적 지력저하 원인으
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다 (Lu et al., 2013; Wang et al., 2014). 본 연구는 주작기 (Main season) 벼 수확 후
어미식물로부터 재생하는 Ratoon 벼의 질소 유효도에 따른 유기물생산과 수량 반응을 계량화하여 연간 토지생산성
을 평가하고, 식량자원 및 토양 유기물자원으로서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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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시험 site 및 토양특성 본 시험은 2016년 전남대학교 농업실습교육원 답작포장 (35°10'N, 26°53'E, alt. 33.0 m)
에서 실시하였다. 시험포장의 토양 이화학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낸바와 같다. 토양 pH, 전기전도도 (EC), 유기물,
총질소, 유효인산 함량은 농촌진흥청의 토양화학분석법 (NAAS, 2010)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토양 pH 와 EC는 각각
pH (MP 220Mettler Toledo, USA)와 EC (Mettler Toledo, S230, USA) 측정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기물함량
(Organic Matter)은 Walkley & Black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유효인산은 Bray No.1법으로 추출한 후 분광광도계
(UVmini-1240,SHIMADZU)를 이용하여 660 nm에서 비색정량 하였다. 양이온 교환 용량 (CEC)은 NH4OAc-켈달
증류법으로 분석하였고, 토성은 모래는 체가름하여 분리한 후 실트와 점토는 Stoke’s 법칙을 이용한 피펫법으로 분석
하여 결정하였다.
Table 1. Selected physiochemical properties of soil used in the study.
pH
(1:5)
5.69

Electrical conductivity Organic matter
(g kg-1)
(dS m-1)
0.07

20.2

Total N
(g kg-1)

Available P2O5
(mg kg-1)

Cation exchange capacity
(cmol kg-1)

Soil texture

0.91

13.1

15.2

Loam

공시품종 및 주작기 벼 재배 본 시험에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조생종 조명벼를 공시하였다. 시험은 랜
덤화 완전 블록 설계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 3반복(3 blocks)으로 실시하였다. 각 블록의 규모는 420
m2 (총 1,260 m2)이었으며, 2016년 3월 26일 파종하여 30일간 보온 육묘한 모를 4월 25일 30 cm × 15 cm (22.2주 m-2)
의 재식밀도로 기계 이앙 하였다. 질소 - 인산 - 칼리를 성분량으로 각각 70 - 45 - 57 kg ha-1 시비하여 재배하였다. 질
소는 기비-분얼비-수비로 각각 50% - 25% - 25%의 비율로 분시 하였으며, 인산은 전량 기비로 시용하였고 칼리는 기
비와 수비로 50%씩 분시 하였다. 재배기간을 통하여 초기제초제와 중기제초제를 각각 1회씩 살포하여 잡초를 방제
하였고, 병해충의 발생은 없었기 때문에 방제약제는 살포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물 관리와 중간낙수를 1회 실시하고
수확 약 10일전에 완전 낙수하였다. 8월 17일 콤바인 수확직전 각 블록 당 10주씩 샘플링하여 생육 및 수량조사에 공
시하였고, 나머지는 콤바인을 이용하여 수확하였다. 콤바인 수확은 지상부로부터 통상적인 높이 (7~10 cm)에서 절단
하여 수확하였다.
Ratoon 벼 질소 추가 처리 및 재배 주작기 벼 수확 (8월 17일) 직후 각 블록별로 물결형 플라스틱 판넬 (썬라이
트)로 구분된 시험구 (4 m2) 5개씩 설정하고, Ratoon 벼에 대한 5수준의 질소 유효도 처리 (0, 9, 18, 28, 37 kg ha-1) 시
험구로 하였다 (Table 2). 질소 유효도 처리는 판넬 설치 직후 실시하였고, Ratoon의 부패를 억제하기 위하여 Ratoon
벼가 10 cm 이상 재생된 이후 천수담수상태 (2~3 cm)를 유지하였다. 이후 Ratoon 벼의 재배과정에서 물 관리 이외의
어떤 추가적인 관리 노력이나 에너지의 투입도 없었다. 11월 20일 Ratoon 벼의 각 질소 유효도 시험구로부터 5주씩
샘플링하여 생육 및 수량조사를 하였다.
주요 기상경과 주작기 및 Ratoon 재배기간 중의 주요 기상경과는 Fig. 1과 같았다. 기상정보는 시험포장으로부
터 직선거리로 약 500 m 지점에 위치한 광주지방기상청 자료를 활용하였다 (KMA, 2016). 주작기 벼 재배기간 (4월

258 ∙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Vol. 51, No. 3, 2018

25일~8월 17일)의 평균기온, 누적일조시간, 누적일사량 및 누적강우량은 각각 23.7°C, 769시간, 2209 MJ m-2 및 623
mm이었고, Ratoon 벼 재배기간 (8월 17일~11월 20일)에는 각각 19.2°C, 467시간, 1199 MJ m-2 및 533 mm이었다
(Fig. 1).

Fig. 1. The air temperature (a), solar radiation (b), and rainfall (c) over the main and ratoon rice season in Gwangju in
2016 (KMA, 2016).

작물조사 및 통계분석 주작기 벼와 Ratoon 벼의 출수기 및 작물생육기간을 조사하였다. 연간 토지생산성을 평
가하기 위하여 수확기에 샘플링 한 개체 (10주)를 대상으로 주작기 벼의 생장과 수량조사를 포함하여, Ratoon 벼의 각
질소 추가 처리구별로 5주를 대상으로 초장, 경수, 지상부 건물중,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와 수확지수를 조사하였다.
각 샘플시료의 건물중은 80°C 열풍 건조기에서 3일간 건조한 후 계량하였다. 쌀 수량은 정조수량에 일반적인 도정율
(74%)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수분 15%를 포함하는 수량으로 환산하였다. Ratoon 벼의 질소 추가 처리구에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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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대하여 블록 (3 blocks)별로 평균을 산출한 다음, SPSS 14.0 통계분석 패키지 (SPSS Inc., Chicago, IL)를 이
용하여 분산분석 (ANOVA)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95%수준 (p＜0.05)에서 유의성이 인정되는 작물 파라미터에 대
하여 최소유의차 (LSD) 검정을 실시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결정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출수기 및 작물생육기간 2016년 4월 25일 이앙한 주작기 벼의 출수기는 7월 11일이었고, 8월 17일에 수확하여
총 생육기간은 125일 이었다 (Table 2). 8월 17일 주작기 벼를 수확한 후 Ratoon이 재생하여 출수까지의 기간은 질소
시비 수준에 따라 29~30일 (9월 15일~9월 16일)소요 되었으며, 생육기간은 95일이었다. 따라서 주작기를 포함한
Ratoon 작기까지 총 작물생육기간은 220일이었다.
Table 2. Description of major agronomic events and crop duration in the main season and those in the ratoon season
as affected by different levels of nitrogen availability.
Main season

Ratoon season

crop
N availability Transplanting Heading Harvesting
duration
date
date
date
(kg ha-1)
(d)

crop
N availability Heading Harvesting
duration
(kg ha-1)
date
date
(d)

70

Apr. 25

Jul. 11

Aug. 17

125

0
9
18
28
37

Sep. 15
Sep. 15
Sep. 15
Sep. 16
Sep. 16

Nov. 20
Nov. 20
Nov. 20
Nov. 20
Nov. 20

95
95
95
95
95

Annual
crop
duration
(d)
220
220
220
220
220

우리나라와 같이 기온의 뚜렷한 계절변화 특성을 나타내는 온대지역에서는 Ratoon 벼의 출수일수는 등숙과 생산
성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험에 공시한 일본형 품종 (조명벼)의 Ratoon 벼 출수일수 (29~30일)는 중국 중부
지역 (29°51'N, 115°33'E)의 인도형 Ratoon벼 출수일수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Dong et al., 2017). 경기도 농업기술
원에서 진부올벼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수량성이 가장 높았던 Ratoon 벼 (지상부 10 cm 높이에서 절단수확)의 경
우, 주작기 수확 후 3주 이내에 출수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Fig. 2 in Shin et al., 2015). 한편, 벼 2기작 재배의 후기
작으로 전북익산과 전남무안에서 금호1호와 만종벼를 7월 26일, 7월 31일 및 8월 5일에 관행 이앙 재배한 경우, 출수
일수는 39~41일 소요되어 (Ku et al., 2014), 본 시험에 공시한 조명벼 Ratoon의 출수일수보다 약 10일정도 연장되었
다. Ratoon 벼 출수 후 수확까지 60일 이상 소요되었으나, 출수로부터 최초로 최저기온이 10°C이하로 내려간 10월 29
일까지의 적산평균기온이 827.5°C로 등숙에 지장이 없었으며, 등숙 후기에 평균기온이 대체로 낮게 (11.5°C)경과하
면서 등숙속도가 완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작기와 Ratoon 작기의 총 생육기간 220일은 우리나라 남부해안
지역의 무상기간 (Kwon, 2006)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조생벼를 조합한 온난기후자원
활용형 Ratoon 작부체계설계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atoon 벼 생산성과 연간 토지생산성 무질소구의 Ratoon 벼 지상부 건물중과 쌀 수량은 각각 4.14 t Mg ha-1
과 1.46 Mg ha-1로 주작기 건물중 (13.39 Mg ha-1)과 수량 ( 5.68 Mg ha-1)의 30.9%와 25.6%에 해당하였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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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oon 벼의 건물중과 수량은 질소 증시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여 본 시험의 최대 시비구 (37 kg ha-1)에서는 주작기
대비 각각 47.2% (6.32 Mg ha-1)와 41.3% (2.35 Mg ha-1)수준에 달하였다. 질소시비 수준에 대한 Ratoon 벼의 건물중
과 수량 응답을 직선회귀식으로 나타내면, 전자와 후자는 각각 ha 당 56.5 kg N kg-1과 26.3 kg N kg-1이었다 (Fig. 2).
주작기와 Ratoon 작기를 포함한 연간 ha 당 건물생산량은 Ratoon 작기의 질소 유효도에 의존하면서 17.54~19.72 Mg
ha-1, 쌀 생산량은 7.14~8.03 Mg ha-1 범위에 있었으며, Ratoon 재배에 따라 연간 토지생산성이 각각 31~47% (건물생
산량)와 26~41% (수량) 증가하였다 (Table 3).
Table 3. Aboveground biomass and yield in the main season and those in the ratoon season as affected by different
levels of nitrogen availability, and annual productivity.
N availability (kg ha-1)

Aboveground biomass (Mg ha-1)

Main crop

Ratoon crop

Main crop

70

0

13.40

Ratoon crop

Annual biomass

Milled rice yield† (Mg ha-1)
Main crop

Annual yield

4.14a

17.54a

1.46a

7.14a

9

4.60a

17.99a

1.81ab

7.49ab

18

5.02ab

18.42ab

2.03bc

7.71bc

28

5.77bc

19.17bc

2.24bc

7.92bc

37

6.32c

19.72c

2.35c

8.03c

<0.001

<0.001

<0.01

<0.01

ANOVA results (p-value)

-

5.68

Ratoon crop

-

†

Milled rice yield presented with a 15% of moisture content.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Fig. 2. The relationship between ratoon rice productivity and nitrogen availability.

이러한 결과는 Ratoon 벼 건물생산과 쌀 생산성 확보에 질소 유효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일본의 관동지역 (Akita
et al., 1997)에서 무질소 방임상태에서 관찰한 Ratoon 수량은 주작기 수량의 27%에 해당하는 137 kg ha-1로, 본 연구
의 무질소구에서 관찰된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Ratoon 벼의 연구사례가 많지 않지만, Shin et
al. (2015)이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질소 30 kg ha-1 시비하여 재배 한 진부올벼의 Ratoon 수량은 주작기의 약 45%
에 해당하는 최대 2.81 Mg ha-1에 달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질소 37 kg ha-1 시비구 수량 2.35 Mg ha-1 (주작기 수량의
41.3%)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최근, 중국의 인디카 Ratoon 벼의 수량은 주작기 (7.88~8.63 Mg ha-1)의 55~6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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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우리나라 주작기의 쌀 수량에 필적하는 4.67~4.87 Mg ha-1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Dong et al., 2017).
본 연구의 결과와 이들을 종합하면, Ratoon 벼의 수량은 질소 유효도와 재배지역의 기후조건뿐만 아니라, 품종의 유
전요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Harrell et al., 2009; Shin et al., 2015; Dong et al., 2017).
한편, Dong et al. (2017)은 Ratoon 재배를 목적으로 140 kg N ha-1 투입하였는데, 이 중 1/2은 주작기 출수 후에, 나
머지는 수확 3일 후 Ratoon에 분시하여 이삭수 또는 수당입수를 확보함으로써 높은 Ratoon 수량을 얻었다고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품질중점 벼 재배기술에서는 출수 전후의 알거름 시비를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Ratoon 재배를
전제한 벼 작부체계에서는 Ratoon의 초기 영양과 생장확보를 위한 시비시기 조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즉, 주작기 벼의 알거름 시용에 따른 품질훼손을 회피하면서 Ratoon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작기 수확
전 질소시비 체계와 Ratoon 초기생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Ratoon 체내 잔류 질소나 비구조성탄수화물
(Bollich et al., 1982) 확보를 고려한 주작기 수확적기 등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 주작기 벼의 수확 예취고도
Ratoon의 생육과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Harrell et al., 2009; Setiawan et al., 2014; Shin et al., 2015), 줄기기
부로 40 cm 이상의 높은 위치에서 예취할 경우 Ratoon의 출수가 지연되어 오히려 수량이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Harrell et al., 2009).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콤바인 수확체계에서 예취되는 지상부의 길이가 짧아져 탈곡부
로 전송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질소 유효도에 대한 Ratoon 벼 지상부 건물중 응답은 수량의 2배 이상에 달하여 질소효과가 더욱 명확하였다 (Fig.
2). 따라서 주작기와 Ratoon작기를 포함한 연간 토지생산성의 질소 유효도 반응도 쌀 수량보다 건물수량에서 컸으나,
본 연구의 질소무시용 결과는 Ratoon 발생 후 물관리만으로 쌀 생산측면에서 연간 토지생산성이 26% 개선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지속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정책 등 최근의 농업여건과 농업의 기후취약성 및 이에 따른 식량안보의 구조
적인 취약성을 고려할 때, Ratoon작기를 포함하는 작부체계는 최소비용으로 식량안보의 완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반여건이 Ratoon의 곡물수확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만큼의 유기물을 환원하
는 효과가 발생하며 (Akita et al., 1997), 이에 따른 가축조사료용 등으로 완전 수거되는 볏짚 유기자원 손실의 보전효
과는 Ratoon 작기의 질소 유효도에 따라 51~79%로 평가되었다 (Table 3).
Ratoon 벼 생장과 수량구성 특성 Ratoon 벼 초장에 대한 질소시비 처리 영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주작기 벼
초장 (90.3 cm)의 66~71% 수준인 61.8~66.4 cm 범위에 있었다 (Table 4). 이와는 대조적으로 Ratoon 벼의 재생으로
형성된 경수 (분얼수)는 질소시비 처리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질소 28 kg ha-1 이상 처리구에서 단위면적
당 경수의 증가는 주작기의 경수 (355.6개 m-2)에 필적 28 kg N ha-1: 353.6개 m-2)하거나 상회 (37 kg N ha-1: 387.7개
m-2)하는 수준이었다. Ratoon 벼의 단위면적당 이삭수의 질소반응은 경수의 질소반응과 매우 유사하였다. Ratoon 벼
의 수당입수는 38~39개로 주작기 벼 (89.2개)의 42~44%에 불과하였으며, 질소 추가시비 처리에 따른 차이도 인정되
지 않았다. Ratoon 벼의 임실율은 질소 37 kg ha-1 처리구에서 약간 감소 (p＜0.05)하였을 뿐, 주작기의 임실율과도 차
이가 없었다. Ratoon 벼의 천립중과 수확지수는 주작기에 비하여 약간 감소하였으나, 질소처리 간에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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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racteristics of the growth and yield components of ratoon rice crops as affected by different levels of
nitrogen availability.
N availability
(kg ha-1)
0
9
18
28
37
ANOVA results
(p-value)

Plant height
(cm)
61.8
(90.3)†
64.6
64.2
66.0
66.4

Tillers
(no. m-2)
254.3a
(355.6)
296.3ab
316.0ab
353.1ab
387.7b

Panicles
(no. m-2)
217.3a
(350.6)
266.7ab
303.7bc
325.9bc
367.9c

Spikelets
(no. panicle-1)
38.4
(89.2)
38.7
39.1
38.1
37.8

Fertility
(%)
96.2a
(94.5)
96.3a
95.7ab
95.7ab
93.7b

1000-grain
mass (g)
21.2
(22.1)
21.2
20.9
21.9
21.2

Harvest
index
0.40
(0.49)
0.45
0.46
0.45
0.42

>0.05

<0.01

<0.01

>0.05

<0.05

>0.05

>0.05

†

The number within parenthesis shows data from main crop.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Ratoon 벼의 생장과 수량구성 특성을 분석한 결과, Ratoon 벼의 단위면적당 경수와 유효경비율 (이삭수/경수,
Table 4) 및 이삭수의 질소 유효도 의존성은 전술한 수량의 질소 유효도 의존성 (Table 3)과 매우 유사하였다. 이로부
터 Ratoon의 수량은 주로 단위면적당 재생경수와 이삭수에 의해 성립된다는 사실과 수량성립과정에서 질소 유효도
의 중요성이 시사되었다. Dong et al. (2017)이 보고한 인디카 벼의 Ratoon에서도 높은 유효경비율 (94~96%)과 단위
면적당 이삭수 (525~544개 m-2) 및 수당입수 (54~61개)가 Ratoon의 수량을 견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명벼 (자
포니카) Ratoon에서는 질소 유효도로부터 기대되는 수당입수는 확보되지 않았다. 이는 질소 유효도의 증대에 따라
이삭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삭수와 수당입수의 일반적인 상보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대표
적인 조생품종인 진부올벼 (자포니카) Ratoon의 경우에도 수당입수는 22~26개로 주작기 수당입수 66개의 33~39%
에 불과하였다 (Shin et al., 2015). 이러한 현상은 본 시험에 공시한 조명벼를 포함한 우리나라 조생품종에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주작기 수확 후 Ratoon 벼의 출수까지 기간이 20~30일 (Shin et al., 2015; Table 2)에
불과한 점과 이후의 등숙 기후조건을 감안할 때, 주력 조생품종을 곡물용 Ratoon 작부체계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
해서는 출수일수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단기간 내에 Ratoon의 수당입수 확보가 가능한 품종이나 재배기술개발이 요
구된다.

Conclusions
전남지역에 적응하는 조생품종 조명벼의 Ratoon을 대상으로 질소처리 수준을 달리하여 작물생산성과 연간 토지
생산성을 검토한 결과, 질소 유효도가 증가할수록 Ratoon 벼 생산성과 연간 토지생산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질소
무처리의 경우에도 Ratoon 벼의 건물과 쌀 생산성은 각각 4.14 Mg ha-1과 1.46 Mg ha-1으로 주작기 생산성의 30.9%
와 25.6%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Ratoon의 건물과 쌀 생산성은 질소 유효도가 1 kg ha-1 증가함에 따라 각각 56.5 kg
ha-1와 26.3 kg ha-1 개선되었다. 질소 유효도 증가에 따른 Ratoon의 생산성 증대는 주로 단위면적당 재생경수와 이삭
수 증가에 기인하였다. 주작기와 Ratoon작기의 연간 건물과 쌀 생산성은 질소 유효도에 의존하면서 각각
17.53~19.71 Mg ha-1과 7.14~8.03 Mg ha-1 범위에 있었다. 결과적으로 Ratoon 재배에 따라 유기물과 쌀 수량측면에
서 토지생산성은 각각 31~47%와 26~41% 개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 단계의 남부지역 온난기후조건에서 이앙 2
기작재배의 한계 (생산성, 경제성, 기후 리스크)를 고려할 때, Ratoon 2기작 재배가 이앙 2기작재배를 대체하여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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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임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atoon 벼의 생산성 강화를 위한 수
당입수 개선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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