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쌀 품질 향상에 

의한 소비자들의 만족도 향상 뿐만 아니라 벼의 육묘단계

를 생략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직파재배의 확대가 

필요하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벼 직

파재배는 1995년에 당시 벼 재배면적의 11.1%에 해당되는 

117.5천 ha에서 재배된 후 점차 면적이 감소하여 현재 벼 

재배면적의 2.8%에 해당하는 약 21천 ha에서만 재배되고 

있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4). 

직파재배의 재배가 시작된 후 재배안정성 확대를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벼는 평균기온 13~15°C인 시기에 

출아능력을 가지고 있어 많은 연구가들은 온도가 낮은 조

기에 파종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Hwang et al., 1998; Choi 

et al., 1994; Kim et al., 1992; Kim et al., 1997). 그러나 

온도가 낮은 시기에 파종을 하면 입모가 불량한 단점이 있

어 이 후 지역별 파종한계기 및 파종만한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남부지역에서는 파종한계기와 이모작 벼의 

파종만한기에 대한 연구 결과 영남지역은 5월 25일 내외, 

호남지역은 6월 10 내외에 파종하면 가장 유리한 수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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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고 보고된바 있다(Hwang et al., 1998; Back et al., 

2007). 잡초성벼는 직파재배 안정성을 낮추는 가장 큰 요인

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의 방제를 위해 잡초성벼 출아특성 

및 약제방제 기술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Jeong et al., 

2000, 2001). 그러나 최근에는 무논점파의 파종시기를 잘 

선택하면 이앙재배와 동일한 수량성을 나타낸다고 하여 직

파재배에서 파종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hon et al., 

2012; Hwang et al., 2018). 

직파재배 면적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떨어진 내용을 보면 

건답직파재배 면적의 증감이 그 원인이 되고 있는데(NICS, 

2018) 이는 조기파종에 따른 입모불안정과 직파재배에 따

른 잡초성벼의 다발생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Shon et 

al., 2012; So et al., 1995; Jeong et al., 2001). 이 때문에 

직파재배의 면적확대를 위해서는 입모확보 및 잡초성벼 방

제를 효율성을 높여 재배 안정성을 높일수 있는 기술 개발

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잡초성벼 방제 후 적정 파종시기 

및 수확시기를 분석하여 직파재배가 가능한 지역과 실패와 

성공이 교차하는 지역, 직파재배가 어려운 지역을 설정하

여 벼 직파재배의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벼 무논직파 안정지역 설정을 위한 전국 기상분석 및 포장

수행 지역

국내 벼 무논직파 안정지역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별 온

도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기상자료는 기상청

의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개년치의 자료를 활용하였으

며 자료가 수집된 지점의 위치는 경기도 61개 지점, 강원도 

86개 지점, 충청북도 31개 지점, 충청남도 42개 지점, 전라

북도 36개 지점, 전라남도 70개 지점, 경상북도 70개 지점, 

경상남도 64개 지점 등 전국 460개 지점이었다(Fig. 1A). 

벼 무논직파 시 지역별 파종기에 따른 출수기를 조사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강원도 춘천 등 6개도

에서 각 지역별로 많이 재배되는 품종을 이용하여 재배시

험을 수행하였다. 파종 시기는 강원도, 충청북도의 경우 4

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 간격으로 4차례 파종하였

으며, 전라남북도 및 경상남북도는 5월 10일부터 6월 10일

까지 10일 간격으로 4차례 파종하였다. 파종 이후 재배는 

표준재배법에 따라 수행되었다.

벼 직파재배 시 적정 파종시기 설정

벼 직파재배 시 적정 파종시기는 잡초성벼 방제 및 입모

확보 효율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먼저 잡초성벼 방제 후 

적정 파종시기를 설정하기 위해 온도에 따른 잡초성벼의 

출아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Hwang et al., 2018), 잡초

성벼의 80%가 출아하는 온도인 14일간 평균기온이 15°C

가 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이후 10일간의 영농준비 기간을 

더하여 지역별 벼 직파재배 적정 파종시기를 설정하였다. 

또한 직파재배 시 입모율을 고려한 적정 파종시기를 설정

하기 위해 평균온도에 따른 벼 발아정도 및 입모율 변화 결

과를 바탕으로(Hwang et al., 2018), 지역별 평균온도 20°C

가 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어린모의 생장이 3 cm이상 확보

가 가능한 10일 후를 적정 파종시기로 설정하였다.

Fig. 1. (A) Weather date collection sites and (B) direct-seeded rice cultivation areas, cultivars, and seeding date for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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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직파재배 시 지역별 벼 안전출수한계기 설정

지역별 벼 안전출수한계기는 지역별로 등숙이 진행되는 

온도인 평균기온 15.5°C가 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적산온도 

1,100°C가 되는 시기로 설정하였다. 

벼 직파재배 적합 지역 설정 

지역별 벼 직파재배 적합여부는 지역별 적정 직파 파종

시기 및 안전출수한계기를 고려하여 파종 후 수확가능 여

부를 판단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잡초성벼 방제 후 지역별 파종 가능시기 설정

잡초성벼는 일반벼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도 발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 2013; Chung & Paek, 2003). 기

존 연구결과, 잡초성벼는 일평균기온 14°C 조건에서 파종 

후 21일이 경과되거나 15°C 조건에서는 파종 후 약 14일이 

경과되어야 80% 이상이 출아하며 재배벼는 15°C 조건에

서 21일이 경과하여도 출아율은 46% 정도에 불과하여 잡

초성벼가 재배벼 보다는 저온 출아에 강한 특성을 나타내

었다(Hwang et al., 2018). 따라서 잡초성벼의 80% 이상이 

출아되는 시기는 각 지역별 14일간의 평균기온이 15°C 되

는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시기 후 10일간의 

영농준비 기간을 더하여 잡초성벼의 80% 정도가 출아하는 

시기보다 10일 늦은 시기를 파종가능시기로 설정하였다

(Fig. 2).

잡초성벼를 경종적으로 방제한 후 벼 지역별로 직파재배

가 가능한 시기는 영남 남부지역이 5월 15일 전후로 가장 

빠르며 그 다음이 호남 남부지역으로 5월 17일~19일 경이

었으며 중부 서해안 지역은 5월 20일이 지나야 파종이 가

능하며 강원도 지역은 5월 하순 경에나 가능하였다. 이 시

기보다 이른 시기에 파종하면 온도가 낮아 벼는 생육이 매

우 늦고 잡초성벼들이 먼저 출아하여 잡초성벼 방제가 어

려우며 나중에 벼가 출아하더라도 입모가 매우 나빠질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벼 직파재배 시 입모개선를 위한 적정 파종시기

벼 직파의 경우 파종 후 입모율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온도에 따른 볍씨 발아율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잡초성벼 방제 후 볍씨 파종을 위해 볍씨 파종시기에 해당

하는 4월 하순부터 6월 상순까지 우리나라 지역별 평균기

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Fig. 3), 4월 하순이 되면 영남 남

부지역부터 온도상승이 빨라지며 5월 중순이 되면 영남 남

부지역은 평균기온이 약 18°C, 호남 내륙지역은 약 17.5°C

가 되지만 호남 해안지역은 약 17°C로 온도 상승 정도가 

늦었는데 이는 바닷물의 비열이 높아 해안가의 온도가 쉽

게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6

월 상순이 되면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의 내륙지역은 평균

기온이 21°C 이상 상승하였으나 해안지역은 내륙지역 보

다 낮게 경과되고 있어 해안지역의 파종시기는 내륙지역보

다 늦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지

역별 파종시기를 설정하였다(Table 1).

지역별 벼 안전출수한계기 설정

전국 각 지역별 일 평균기온 15.5°C 이상에서 적산온도

가 1,100°C가 되는 가장 늦은 시기를 안전출수한계기로 설

정하여 분석한 결과(Fig. 4), 강원도 및 일부 산간내륙지역

의 경우 안전출수한계기가 8월 초에서 중순으로 나타났으

며, 중부내륙지역의 경우 8월 중하순, 남부지역의 경우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가 안전출수한계기로 나타났다.

Fig. 2. Recommended sowing date for direct-seeding rice for the control of weedy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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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안전출수한계기 분석을 통한 지역별 직파재배 가능성 

검정

벼 직파재배의 안정성은 지역별 파종시기에 따른 출수기

에 따라 크게 변동되기 때문에 출수반응이 다른 생태형별

로 구분하여 지역별 벼 직파재배 가능시기 분석을 진행하

였다. 2015~2017 3년간 춘천, 청원, 나주, 대구 등 6지역을 

대상으로 생태형별 직파시기에 따른 출수기를 분석한 결과, 

조생종에 비해 중만생 품종의 경우 파종기가 늦어질수록 

출수기 지연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지역별 파종기에 따른 출수기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

생종 대상으로 파종시기별 출수기 변화를 분석한 결과, 파종 

Fig. 3. Mean daily air temperatures from late April to early June in South Korea.

Table 1. Recommended seeding date of direct-seeded rice for improving seeding establishment.

Region Area Seeding date (m.dd) Heading type

Central

Inland Plains 5.20~5.25 All

Central 5.26~5.27
Early heading 

West Coast 5.25~5.31

South Coast 5.24~6.09 None

Honam

Inland Plains 5.20~5.31 Middle and middle late flowering

Central 5.21~5.31 Early heading

Coast 5.20~5.31 Middle and middle late flowering

Yeongnam

Central Inland Plain 5.20~5.31 Middle and middle late flowering

Central 5.21~5.27 Early heading

South Coast 5.20~5.31
Middle and middle late flowering

East Coast, south of Pohang city 5.20~5.31

Fig. 4. Safety rice heading stage limit dat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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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출수까지의 평균기온과 각 지역별 품종의 출수까지 소요

기간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었다(Fig. 5). 파종 후 출

수기까지 평균기온이 상승할수록 출수까지 소요일수는 직선

적으로 감소하였는데 평균기온 1°C가 상승에 따라 출수까지 

소요일수는 약 7.1일 단축되었다. 따라서 잡초성벼의 경종적 

방제 후 파종가능 시기에 조생종 품종을 파종을 할 경우 최

소한 안전출수한계기에 출수가 가능하여야 조생종을 이용한 

직파가 가능하며 안전출수한계기보다 더욱 이른 시기에 출

수가 가능하면 중만생종 재배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지역별로 직파가능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각 지역의 적

정 파종기와 안전출수한계기를 바탕으로, 적정 파종기에 

파종 시 출수기까지의 평균온도를 기반으로 실제 출수까지 

Table 2. Heading date of direct-seeded rice according to seeding date in each province.

Province Cultivar　 Heading type
Seeding date (M.DD)

4.30 5.10 5.20 5.30

Gwangwon-do
Oryum Early maturing 8.01 8.05 8.09 8.15

Samkwang Mid late maturing 8.13 8.19 8.27 9.02

Chunchengbuk-do
Unkwang Early maturing 8.03 8.04 8.11 8.18

Daebo Mid late maturing 8.15 8.19 8.20 8.28

Province Cultivar　 Heading type
Seeding date (M.DD)

5.10 5.20 5.30 6.10

Jeollabuk-do Sukwang Mid late maturing 8.15 8.19 8.22 8.27

Jeollaanm-do
Jomyeong1 Early maturing 8.05 8.08 8.12 8.18

Hyeonpum Mid late maturing 8.02 8.23 8.25 8.27

Gyeongsangbuk-do
Haedam Early maturing 7.25 8.02 8.10 8.17

Samkwang Mid late maturing 8.14 8.18 8.22 8.25

Gyeongsangnam-do Yeonghojinmi Mid late maturing 8.21 8.23 8.28 8.31

Table 3. Review of thepossibility of using direct-seeded rice by region.

Region
Sowing date

(M.DD)

Heading date

(M.DD)

From sowing to heading
Remaining days

(day)
Suitable heading typeMean temp.

(°C)

Required days 

(day)

Icheon 5.17 8.16 23.2 91 0 Early maturing

Chunchen 5.16 8.13 23.3 90 -1 Early maturing

Buyeo 5.17 8.19 23.7 88 6 Middle maturing

Gunsan 5.18 8.22 23.5 89 7 Middle maturing

Jangsu 5.22 8.09 21.8 101 -22 None

Gwangju 5.11 8.30 24.2 84 27 Mid late maturing

Daegu 5.05 8.29 24.3 83 33 Mid late maturing

Bonghwa 6.01 8.03 21.4 104 -41 None

Required days was calculated by considering Fig. 5 in each area.

Remaining days = (Heading date-Sowing date) - Required days

Fig. 5. Correlation of mean temperature with growth period from 

sowing to heading in direct-seeded, early-maturing rice 

cultiv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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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일수를 계산하여 직파가능 여부를 분석하였다(Table 

3). 그 일부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이천과 강원도 춘천지

역은 조생종을 파종하였을 경우 안전출수한계기에 맞추어 

출수가 되므로 조생종 재배만 가능하였고 충남 부여와 전

북 군산은 6~7일 정도 여유가 있어 중생종 이상 재배가 가

능하였으며 대구나 광주광역시는 약 30일 정도 여유가 있

어 안정적인 직파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수까

지의 일수가 부족하여 직파재배가 어려운 지역이나 직파재

배를 할 경우 지역에 따라 조생종 또는 중생종까지만 재배

가 가능한 지역은 가급적 직파재배를 지양하고 비교적 안

정적인 이앙재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벼 직파시 입모확보를 고려한 지역별 직파재배 가능성 검정

지역별로 벼 직파재배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두 번째 

분석은 초기의 입모안정화가 가능하고 이앙재배에 비해 수량

성에서 차이가 없는 파종시기인 파종 후 10일간 평균기온 

20°C인 시기에 파종한 후 수확 가능시기(일 평균기온 15.5°C 

이상)까지의 적산온도를 산출하여 검정하였다. 파종~출수까

지 평균기온과 출수일수와의 관계(Fig. 5) 의 수식을 참조하

면 조생종 벼의 파종~출수까지 필요한 적산온도(일 평균기온

의 합)는 약 1,800~1,900°C 정도이며 출수기부터 수확기까지 

필요한 적산온도는 약 1,100°C가 되므로 직파재배로 조생종 

벼를 안정적으로 수확하기 위해서는 약 2,900~3,000°C의 적

산온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파종에서 수확기까지 적산온도가 

3,000°C 이하면 직파재배를 지양해야 하며 3,100°C 이상이

면 중만생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벼 안전출수한계기 및 입모확보를 고려한 지역별 직파가

능성 검정

위에서 분석한 두 가지 요인인 벼 안전출수한계기 및 입

모확보가능성을 비교하여 지역별 벼 직파재배 가능성 여부

를 비교하였다(Fig. 6).

Fig. 6. (A) Remaining days for rice cultivation in each area when conducting direct-seeded rice cultivation. (B) Accumulated 

mean temperature in each area from sowing to harvesting when conducting directseeded rice cultivation. 

Fig. 7. Region for direct-seeded rice cultivation by heading type. Region to (A) avoid rice direct-seeding, (B) cultivate early 

and middle-maturing type, and (C) cultivate all heading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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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수 전 생육온도에 따른 안전출수한계기까지의 출수가

능 여유 일수로 판단한 직파재배 가능성을 검정한 그림

(Fig. 6A)은 파종에서 수확까지 적산온도로 판단하여 직파

재배 가능성을 검정한 그림(Fig. 6B)은 대체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전국 지역별 벼 직파재배 가능성 검토 결과 두 가

지 측면 즉, 지역별로 조생종을 재배하였을 경우 파종~출수

까지 소요일수 여유정도와 파종 후 10일간 평균기온 20°C

인 시기에 파종한 후 수확 가능시기(일 평균기온 15.5°C 이

상)까지의 적산온도를 종합하여 지역별 벼 품종생태형에 

따른 재배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는 Fig. 7에서 나타낸 바와 

같으며 벼 직파재배를 회피하여야 할 지역은 강원도의 대

부분 지역과 충북과 경북 북부 지역 및 영호남 지역의 일부

분인 중간지가 이에 해당되었다. 또한 조생종 또는 중생종 

재배만 가능한 지역은 경기도 내륙평야지 및 해안지, 충남 

서해안지 및 충남과 영남 중북부 내륙평야지의 일부가 해

당되었으며 직파안정 재배가 가능한 지역은 남부 평야지의 

대부분과 지대가 낮은 중부 내륙평야지의 일부가 이에 해

당되었다.

적  요

벼 직파재배의 재배안정성 확보 및 재배면적 확대를 위

해 적정파종시기 및 잡초성벼 방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

행되었지만 농가에서는 여전히 볍씨 조기파종에 따른 입모

불안정과 잡초성벼 발생의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직파재배 면적 확대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잡초성벼 방제 후 적정 파종시기 및 수확시기 분석을 통해 

직파재배 안정성이 확보되는 지역, 직파재배가 어려운 지

역 및 불가능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벼 직파재배의 안정성

을 확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 지역별로 잡초성벼를 경종적으로 방제 후 벼 직파재배가 

가능한 시기는 영남 남부지역이 5월 15일 전후, 호남 남

부지역은 5월 17일~19일 경이었으며 중부 서해안 지역

은 5월 20일이 지나야 파종이 가능하며 강원도 지역은 

5월 하순 경에나 가능하였다.

2. 벼 직파재배 시 입모확보를 위한 적정 파종시기를 분석

한 결과, 대체로 5월 하순이 되어 파종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별 벼 직파재배 가능성을 생육온도 따른 지역별 벼 

출수기 변화 및 적산온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두 가지 

분석에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4. 그 결과, 벼 직파재배를 회피하여야 할 지역은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과 충북과 경북 북부 지역 및 영호남 지역의 

일부분인 중간지가 이에 해당되었다. 또한 조생종 또는 

중생종 재배만 가능한 지역은 경기도 내륙평야지 및 해

안지, 충남 서해안지 및 충남과 영남 중북부 내륙평야지

의 일부가 해당되었으며 직파안정 재배가 가능한 지역

은 남부 평야지의 대부분과 지대가 낮은 중부 내륙평야

지의 일부가 이에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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