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농업총생산액에서 단일품목으로는 쌀이 21.9%로 절

대적 우위를 차지하는데 수익성은 매년 떨어지고, 쌀 소비

량도 70년대의 절반 이하로 쌀 전업농의 소득보전에 위협

이 되고 있다. 그 동안 국내 쌀 산업 보전을 위하여 지켜오

던 개도국 지위도 포기해야만 하는 처지이다. 게다가 쌀 소

비자들의 식품안전성 요구와 지구환경보호 차원에서도 비

료와 농약 등 화학물질의 최소화로 친환경벼농사는 물론 

수익도 높여야하는 2중 부담을 갖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90년도 초반부터 연구 개발된 직파재배(Choi, 1994)

는 현재까지도 기술보급 저해요소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160만 톤 감축목표 중 벼농사

자동화에서 농업분야의 7.9%에 해당되는 최소경운 이앙농

볍씨의 규산코팅방법에 따른 이용특성과 육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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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silicate coating technology was developed which  reduces the impact of dust and loosening during seeding 

compared to existing silicate-coatings (Seed/Si/Zeolite), and therefore can lower the production costs of rice cultivation. In this 

method, 100 g of rice seed is coated with 18 mL of liquid silicic acid and then dressed with a mixture containing 80 g of dolomite 

and 5 g of iron. To determine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application and ensure that seedlings developed healthily, a series of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Infected seeds scattered in seedling boxes and pots (soil and hydroponic) were coated dry, without 

disinfection. In comparison to the seed which were not treated with the silicate-coating, the new seed (A) were 1.84 times heavier 

in weight, and were also improved in terms of coating strength and coating color. Compared to the seedlings grown from the 

non-coated seed, those grown from the new silicate-coated seed were of significantly higher quality (weight/length) and had erect, 

dark greenish leaves, which are ideal plant characteristics. This was most likely due to increased silicate uptake. The symptoms of

bakanae disease in the non-coated seed peaked after 38 days to 54.2%, whereas the control value was 68.8% in the new 

silicate-coated seed (A). In the infected seedlings grown from the new silicate-coated rice seed, subnormal macro-conidia, namely, 

a sickle shape spore without a septum; a straight oblong shape spore without a septum and with a thick cell wall; and inter-septal 

necrosis of a normal spore were detected. It is believed that the strong alkalinity of silicic acid have acted as unfavorable conditions 

for pathogenicity. In seedlings grown from the new silicate coated rice seed under hydroponic conditions without nutrients, normal 

root activity and growth was maintained without leaf senescence. Therefore, it was possible to reduce the rate of fertilization. In 

the future, a new silicate-coated rice seed was required for the study of minimal nutrition for anti-aging of seed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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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로서 벼농사 노동력

도 동시에 5%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는 드론의 다

양한 기능으로 농업적 이용이 활발해짐으로서 온실가스 감

축과 아울러 획기적인 노동력 절감이 가능한 벼 직파재배

의 보급저해요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되고 

있다. 직파재배에서 문제시 되는 새 피해와 발아저조 및 종

자전염병 방제를 위한 연구로 일본에서는 볍씨철분코팅 직

파재배가 이루어졌다(Inoue et al., 2009; Miyagawa et al., 

2013; Yamauchi et al., 2017). 한국에서는 규산코팅볍씨로 

직파재배와 기계이앙용 상자육묘에서 철분코팅볍씨에서와 

같은 효과는 물론 규산시비효과와 벼키다리병 경감을 동시

에 추구할 수 있는 기술(Kang et al., 2014; Kang et al., 2016; 

Kang et al., 2017a, 2017b)이 개발되었다. 특히 벼 키다리

병은 벼 출수기에 영화 내부로 침입하여 종자에 보균상태

로 있어 감염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저항성품종(Hur et al., 

2016) 선택은 물론 약제나 온탕침법 등 종자소독이 필수적

이다(Shin et al., 2014). 감염종자는 육묘 중에 발병되어 조

기고사 하지만 살아남은 이병묘와 보균건전묘 및 정상묘들

이 함께 본답이앙 후 고온기로 접어들면 대 발생으로 큰 피

해를 내는 세계 3대 병해이다(Gupta et al., 2015). 철분코팅

은 국내 및 일본 수입재료로 직파재배에 이용되고 있다. 규

산코팅제품은 국내생산으로 직파재배에서나 기계이앙용 

상자육묘에서 종자소독 없이 마른종자로도 건묘육성과 입

고병이나 키다리병 경감 및 규산시비효과로 농가에 이용되

고 있다(Kang et al., 2016; Kang et al., 2017a). 특히 정부 

공급 가용성규산의 시용노동력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관주와 엽면시비가 가능토록 개발 보급된 수용성규산에 이

어 종자에 직접시비하는 규산코팅기술은 민간기업에서 생

산하는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그러나 코팅강도가 약하여 

직파재배에서 파종 시에 코팅파우더가 날리고 담수 후에 

쉽게 풀어지는 결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볍씨규산코팅기술의 단점보완과 육

묘효과 증진을 위하여 개발된 신규 규산코팅볍씨의 이용

특성과 건묘육성 및 벼 키다리병 경감 효과 등이 검토되

었다.

재료 및 방법

시험 종자는 벼키다리병에 감수성인 백운찰벼와 중도저

항성인 메벼인 삼광벼(Lee et al., 2011)로서 전자는 전년도 

농가포장에서 채종한 감염 종자이었고 후자는 소독된 보급

종자 이었다.     

코팅소재는 벼농사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수용성 액상규

산(25%)을 코팅바인더로 하였고 종자피복용 분말로서 Zeolite, 

Dolomite를 코탕파우더로, 철분과 Cement는 코팅경화재로 

이용되었다. 

코팅방법은 직파면적 300평(10a)당 종자 5 kg을 기준으

로 민간기업에서 생산된 “새빛코팅재”의 매뉴얼을 참조하

였다. 코팅순서는 액상규산을 기반으로 한 새빛바인더 18 

ml를 종자 100 g에 교반하여 해당피복재의 용량을 고르게 

뿌려서 수작업으로 피복되었다. 신규 규산코팅볍씨 A와 C

의 Dolomite는 한국산이었고 B와 D는 베트남 수입산이었

다(Table 1). 

시험방법은 처리별로 작성된 코팅볍씨를 이용 특성조사

와 상자육묘시험 및 Pot 수경시험으로 실시되었다. 

  

규산코팅볍씨의 조제특성

코팅소재로 쓰인 코팅바인더(수용성 규산)와 코팅파우더

로서 코팅피복재(Zeolite, Dolomite) 및 코팅경화재(철, 시

멘트)의 이용특성 조사는 pH (1:5)와 용적무게(W/V)를 측

정하였다. 기존 규산코팅볍씨 작성용 코팅바인더 “규산”과 

코팅파우더 “Zeolite”는 시판용 “새빛코팅재”를 이용하였

다. 신규 규산코팅볍씨용으로 칼슘과 마그네슘으로 조성된 

코팅피복재 Dolomite는 국내산과 베트남 수입산을, 철은 

시판용 분말을, Ca/Mg/Si으로 이루어진 시멘트는 시판용 

포트랜드 시멘트를 이용하였다. 처리별 규산코팅볍씨는 코

Table 1. Composition of coating powders applied to rice seed coated with water-soluble silicate.

Coating methods
Seed

(g)

Silicic acid 

(ml)

Coating powder (g)

Zeolite Dolomite  Iron Cement

Seed alone

Seed coated (Old) 

New seed coated (A)

       "        (B)

       "        (C)

       "        (D) 

100

100

100

100

100

100

-

18

18

18

18

18

-

50

-

-

-

-

-

-

80

80

80

80

-

-

5

5

-

-

-

-

-

-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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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볍씨무게, 잔분량, 코팅율, 코팅강도 및 코팅 색택으로 나

타내었다. 코팅강도는 피복 경화속도와 피복 거칠기 등 피

복 상태와 코팅마모성 및 코팅풀림성 등의 견고도를 달관

과 필링으로 판단하였다. 

상자육묘 

벼키다리병 이병성 품종 “백운찰벼”를 이용한 규산코팅

볍씨를 기계이앙용 육묘상자에 중묘 파종적량인 120 g 기

준으로 상자당 2 처리씩 완전임의배치 단반복으로 파종되

었다. 파종 후 출아상태, 묘소질, 엽색도, 엽신 규화세포수, 

토양산도 및 벼키다리병 발병조사가 이루어졌다. 묘 생육

조사는 육묘상자의 양 가변부와 중앙부 3지점으로 반복하

였고 엽색도는 KONICA MIMNOLTA 일본산 SPAD를 이

용하여 상위 완전전개엽의 중앙부위에서 측정 하여 SPAD 

치로 나타내었다. 규화세포수 조사는 Safranin-phenol법(NICS, 

RDA & INIA, Uruguay, 2005)으로 제3본엽의 중앙부에 분

포된 규질화 세포(아령세포, 규산세포 및 규산체)를 검경하

고 광학현미경 160배율에서 시야당 규산체 분포수로 나타

내었다. 벼키다리병 발병조사는 상자육묘 전 개체를 대상

으로 생육진전에 따라 다양한 발병증상 중에서 위조나 고

사되는 발병개체(Ou, 1987)를 매번 제거하면서 8회 전수조

사 하였다. 방제가는 1－(코팅볍씨 발병률/무코팅볍씨 발병

률)×100으로 환산하였다. 발병묘의 병원포자 분포조사는 

slide glass에 증류수 1방울(0.1 ml)을 떨어뜨리고 줄기의 기

부조직을 이개서 적셔낸 후 광학현미경 640배율로 검경하

였다. 

수경 Pot I

상자육묘와 동시에 동일처리로 300 ml 투명플라스틱 컵당 

코팅볍씨 20립씩 넣고 영양 결제된 수돗물을 100 ml 채워서 

시험 중 발아력, 물의 탁도, 잔류물의 pH, 엽색도 및 묘소질 

등을 조사하였다. 발아속도지수는 파종부터 발아 완료되는 

후 5일까지 매일 발아개체를 조사하여 PI=∑[(T-ti+1)ni] 

공식(PI: 발아속도지수, T: 총조사일수, ti: 치상후 조사일

수, ni: 조사당일의 발아수)으로 계산하였다. 종자의 이유기

에 해당되는 파종 후 14일에는 신선한 수돗물로 갈아주었

고 27일까지 생육을 진전시켜 묘의 생육량과 엽의 노화척

도로서 엽색도를 SPAD기로 측정하였다. 

수경 Pot II

벼키다리병 이병성인 찰벼품종 “백운찰”을 종자소독 없

이 마른상태로 코팅된 “신규 규산코팅볍씨 A”의 상자육묘

와 수경 Pot I에서 가장 우수했던 육묘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자조건을 달리하여 종자 소독된 보급종 메벼품종 

“삼광벼”에서 검토되었다. 무코팅, 기존 규산코팅, 신규 규

산코팅볍씨를 작성하여 150 ml 플라스틱 용기에 컵당 30립

씩 넣고 영양결제 수돗물을 100 ml 채워서 수경시험 I에서

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파종 후 7일 간격으로 코팅

퍼짐성 및 출아상태, 묘의 뿌리활력과 묘의 생장 및 엽의 

노화를 사진으로 나타내었다. 파종 후 21일에는 신선한 수

돗물로 갈고 6일간 관리하였다. 뿌리의 산화력(Armstrong, 

1967; Yoshida, 1981)은 뿌리표면에 부착된 이산화철 착색 

정도로 달관조사 하였고 엽의 노화(Yoshida, 1981)는 SPAD

치로 생육량은 키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코팅소재와 신규 규산코팅볍씨의 이용특성

Table 2에서와 같이 기존 규산코팅볍씨의 코팅강도와 새 

피해 회피성을 높이기 위하여 코팅바인더로 사용된 규산은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coating binder, coating powder and coating enhancer used as coating materials for the silicate- 

coated rice seed.

Coating materials pH (1:5) Degree of powder Color Bulk density (Wt./Vol.)

Coating binder

 - Silicic acid

Coating powder

 - Zeolite

 - Dolomite

(Korea product)

(Vietnam product)

Coating enhancer

 - Iron

 - Cement

11.0

 8.10

 8.22

 7.88

 

 9.3

11.8

- 

120 mesh

100  "

 50  " 

   

 80  "

100  "

none

slight brown

whitish

gray 

 

black

dark gray  

1.4

0.8

1.8

1.5

3.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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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용성 액상으로 무색이고 강알칼리로서 1.4의 가비중

을 보였다. 신규 코팅피복재 Dolomite와 코팅경화재 철과 

시멘트는 기존의 피복재 Zeolite 0.8보다 가비중이 1.5~3.7

로 현저히 높아서 코팅볍씨의 중량감을 갖게 하고 외관과 

색깔을 종자와 달리하여 새의 공격으로부터 회피될 수 있

는 특성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코팅소재들로 조합된 신규 규산코팅볍씨들의 무

게, 잔분량, 코팅색도 및 코팅강도 등의 특성을 기존 규산

코팅볍씨와 비교하여 보면 Table 3과 같다. 코팅바인더 규

산으로 코팅파우더인 Dolomite와 철분을 종피에 피복시킨 

신규 규산코팅볍씨(A와 B) 그리고 Dolomite와 시멘트로 피

복된 신규 규산코팅볍씨(C와 D)에서는 모든 특성이 기존

코팅방법보다 크게 개선되었다. 철분결합코팅(A와 B)은 짙

은 검정색으로 매끈하게 코팅강도가 증가되었고 시멘트결

합코팅(C와 D)은 빠른 경화속도로 코팅종피가 모나고 거

칠게 코팅강도가 증진되었다. 모두 코팅두께나 코팅강도 및 

수분 흡수 시 견고성 개선으로 새 피해 회피성이나 낙종 시 

토양부착, 종자소독 및 묘 생장 등 직파적성과 상자육묘에 

유리한 특성으로 나타났다.

기존 규산코팅볍씨와 같이 새로이 개발된 4종의 규산코

팅볍씨를 활용하여 기계이앙용 상자육묘에서 묘의 생육상

태와 규산흡수 및 벼키다리병 발생 등에 대한 육묘효과가 

검토되었다. 동시에 영양이 결제된 수돗물조건에서 볍씨 발

아 및 묘의 생리활성도 검토되었다.

육묘효과  

규산코팅볍씨의 벼키다리병 등 종자소독효과와 건묘육

성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병성품종의 감염보균종자

를 채종, 종자소독 없이 마른상태로 코팅하여 발병을 유도

하고 육묘환경을 불량하게 육묘한 결과는 Table 4와 Fig. 1

과 같았다. 33일간 육묘된 상토의 pH는 무코팅볍씨의 6.73

에 비하면 기존 규산코팅볍씨에서 7.33, 신규 규산코팅볍씨

들에서는 7.52~7.62로 코팅소재들의 알칼리 특성이 나타났

다. 무코팅볍씨에서 자란 묘는 키가 크면서 옅은 엽색에 엽

신 규화세포 형성이 미미하여(Table 4, Fig. 1①B) 늘어지

는 초형으로 거의 전 개체가 마치 벼키다리병 증상처럼 길

게 신장되었다(Table 4, Fig. 1①). 반면에 규산코팅으로 자

란 묘는 다소 키가 작고 엽색이 짙으며 엽신 중 규화세포 

밀도가 현저히 높아서 잎이 직립되는 군락구조를 보였다

(Table 4, Fig. 1②~⑥). 또한 묘의 생육량(생체중, 건물중)

도 유의하게 높았고 키에 대한 생체중 비율로 나타낸 묘의 

충실도(묘소질)로 보아 건묘 육성효과가 뚜렷하였다. 신규 

Table 3. Weight, falling powder, coating color and coating strength of rice seed coated with different silicate coating materials. 

Treatment Weight (g) Falling powder (g) Coating Color Coating* strength

Seed alone

Seed coated (Old) 

New seed coated (A)

       "        (B)

       "        (C)

       "        (D) 

100

143.4

184.4

183.8

189.4

192.6 

-

20.8

10.7

11.8

 7.0

 8.2 

yellowish

slight gray

dark-brown

black

slight black

dark brown

-

++

+++

++++

+++

++++

* ++: moderate, +++: moderate strong, ++++: strong

Table 4. Effect of seed silicate coating on the soil pH and growth of 33-day-old seedlings.

Treatment
Soil pH

(1:5)

Ht.

(cm)

No. of 

Silica body  

SPAD

value

Weight. (mg/seedl.) Seedling quality 

(mg/cm×100)Fresh Dry

Seed alone

Seed coated (exist) 

New seed coated (A)

       "        (B)

       "        (C)

       "        (D) 

6.93

7.33

7.52

7.54

7.62

7.53

19.1 b*

17.8 a

17.6 a

17.3 a 

16.9 a

16.8 a

 0.5†

 8.4

15.9

15.3

13.5

 5.6

18.1 a* 

20.6 b

22.8 b

22.2 b

21.6 b

21.4 b

51.1 a* 

58.7 b

67.6 c

65.0 c

59.1 b

56.6 b

 8.3

10.1

10.8

10.3

10.1

 9.9

28.2

33.0

38.4

38.5

35.6

34.5

†: no. of silica bodies per eye view at 160 magnification.

*: marks 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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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산코팅볍씨(A와 B)에서는 엽신에 집적된 규산체 수, 엽

색도, 생육량 및 묘소질 등 모든 특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기동세포에 집적된 규산체(Fig. 1③C)와 

관다발에 위치하는 아령형 규산세포(Fig. 1③A)들이 현저

하게 많이 분포되어 코팅으로 규산공급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Ma & Takahashi (2002)는 엽신중 규화세포수

와 규산함량 관계에서 기동세포에 집적된 많은 규산체가 

보이면 10.5%, 관다발에 규산세포가 보이면 4.07% 그리고 

규화세포(규산세포와 규산체)가 거의 안보이면 0.11%로 판

단하였다. 이와 비교하면 신규 규산코팅볍씨의 규화세포의 

분포상태로 보아 10% 이상의 규산흡수로 판단되었다. 규

산코팅볍씨의 많은 규산흡수는 묘의 엽신 직립화(Cock & 

Yoshida, 1970; Yoshida, 1975; Kang, 1981; Kang, 1985; 

Sanster & Hodson, 1986)로 인하여 엽록소 파괴로 노화를 

촉진시키는 에틸렌호르몬(Baardseth & Elbe, 1989; Marie 

et al., 2017)의 생성을 억제(Kays & Pallas, 1980; Hays, 1981; 

Kang, 1981; Kang, 1985)시킴으로서 엽 노화 없이 생육량

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벼키다리병 경감효과

육묘 중 발생양상을 보면 Fig. 2와 같이 모든 처리에서 파

종 후 20일부터 옅은 엽색으로 엽병이 길어지고 키가 크면

서 엽신이 늘어지는 전형적인 병증(Ou, 1985)이 나타나고 

12

34

56

56

34

12

A

  C

  B

Fig. 1. Effect of seed silicate coating on plant type and dis-

tribution of silicified cells formed in the third leaf of 

33-day-old seedlings.
†A: dumbell-shape cell located on vascular bundle

B: silica cell located on vein

C: silica body accumulated in bulliform cell   

①: seed alone ②: seed coated (Si/zeolite: old)

③: seed coated (Si/Kr.dol/Fe) ④: seed coated (Si/Vn.dol/Fe)

⑤: seed coated (Si/Kr.dol/Ce.) ⑥: seed coated (Si/Vn.dol/Ce.)

Fig. 2. Effect of seed silicate coating on seasonal prevalence 

of bakanae disease (caused by Gibberella fujikuroi)

compared to a control (no silicate coating).

Fig. 3. Comparison of control value and percentage of diseased 

seedlings, in seedlings grown from different silicate 

coated 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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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엽 추출 없이 고사되는 개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Ou, 

1987; Kang et al., 2017a). 고온기로 들면서 발병이 진전되

어 파종 후 38일에 정점을 이루다가 47일까지도 3.0~8.9%

의 높은 발병률을 계속 보여 이후에도 육묘 중 외관상 건전

묘로 보일지라도 보균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있었다. 규산

코팅볍씨에서는 47일간의 육묘기간을 통하여 무코팅볍씨

에서 발병률 54.2%에 대한 68.8-70.7%의 방제가로 발병경

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Fig. 2, Fig. 3). 코팅방법 간 발병

률은 기존 코팅볍씨 18.2%보다 신규코팅에서 15.9~16.9%

로 다소 낮았고 신규코팅 간에는 경미한 차이를 보여 기존 

코팅파우더 Zeolite를 신규 코팅 피복재(Dolomite)와 경화

재(Iron)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발병 진전이 peak 이었던 파종 후 38일 무코팅볍씨와 코

팅볍씨에서 자란 감염묘의 병원포자 분포와 활력상태를 보

면 Fig. 4에서와 같다. 극심한 발병으로 자란 무코팅볍씨의 

이병묘에서는 좋은 서식환경에서 무성생식으로 활발하게 증

식되는 소형포자와 중형포자가 주로 산재되어 있었다(Fig. 

4①B,C). 그리고 불량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유성생식

(Choi, 2009)으로 증식시킬 3개의 격막을 갖는 낫 모양의 

전형적인 완전 대형포자(Ou, 1985; Saremi & Farrokhi, 2004)

도 간혹 검경되었다(Fig. 4①A, ②A). 반면에 규산코팅볍씨

(Fig. 4②~⑥)에서는 활동성인 소포자나 중형포자의 분포

밀도가 낮았고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형 대형포자가 드물게 

관찰되었다. 그들은 격막이 없는 초생달형 대형포자(Fig. 4

②a, ③a), 격막이 없고 세포막이 두터운 장방형 대형포자

(Fig. 4④b) 그리고 세포 양단조직이나 격막 간 세포조직이 

허물어져 사멸되는 대형포자(Fig. 4⑤c, ⑥d) 등이 포착되

었다. 이것은 Kang et al. (2016, 2017a, 2017b)이 보고한 

기존 규산코팅볍씨에서 세포분열을 유도하는 격막이 없고 

불량환경에서 적응하려고 두터운 세포막을 갖는 이상 대형

포자의 출현과 동일하였다. 규산코팅볍씨에서 대형포자의 

이상 형태나 사멸증상은 병원포자의 발육과 증식을 억제시

킬 수 있는 코팅기능이 불량서식환경으로 작용되었을 것으

로 판단되었다. 전보(Kang et al., 2016, 2017a)에서 기존 

규산코팅볍씨의 종자소독과 벼키다리병 경감효과는 코팅

으로 두터운 종피피복층을 갖게 하여 토양전염이나 종자전

염으로 접촉감염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호산성인 벼키다

리병원균의 탄소영양원이 되는 종피인 왕겨(Ramesh, et al., 

2014)에 강알칼리성 규산을 흡착시켜 호기성인 키다리병원

균이 다공성 피복층으로 유인되면 영양부족으로 증식을 억

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었다. 

볍씨 발아 및 묘 생리활성

영양이 결제된 수경조건에서 볍씨 자체영양이 거의 고갈

되는 파종 후 14일(Yoshida, 1973)과 묘 자체 광합성 의존

으로 생장하는 파종 후 27일에 무코팅볍씨와 규산코팅볍씨

에 대한 발아특성과 묘의 생육을 검토한 결과는 Table 5와 

Fig. 5와 같다. 볍씨의 발아율은 무코팅볍씨 94.3%, 규산코

팅볍씨 93.0~94.7%로서 경미한 차이를 보였다. 규산코팅볍

씨들에서 파종 후 3일 발아시작에서 5일 완료까지 5일간의 

발아속도는 볍씨코팅으로 현저히 촉진되었다. 파종 후 14

일 동안 생육한 묘의 키, 뿌리길이, 엽색도로 나타낸 SPAD

치 그리고 잔류 수경용액의 pH와 탁도 등 모든 특성이 무

1 2

3 4

5 6

A  B

C

     A

 a

 d

c

     b

  a

Fig. 4. Distribution of typical healthy macro-conidia (①A, ②A) 

with sickle shape and three septa and micro-conidia 

(①B, ①C); undeveloped abnormal macro-conidia without 

intact septum (②a, ③a), thickened cell walls and a 

straight oblong shape without intact septum (④b); and 

inactive, abnormal macro-conidia with a dead cell in 

the tip tissue (⑤c) and center cell (⑥c); caused by 

Gibberella fujikuroi, in the fresh tissue of 38-day-old 

infected rice seedlings grown from non-coated (①) vs. 

coated seeds (②∼⑥). Images are shown at 640 mag-

nification. 

①: seed alone ②: seed coated (si/zeolite: old)

③: seed coated (Si/Kr.dol/Fe) ④: seed coated (Si/Vn.dol/Fe)

⑤: seed coated (Si/Kr.dol/Ce.) ⑥: seed coated (Si/Vn.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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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볍씨에서 보다 현저히 증가되었다(Table 5). 또한 기존 

규산코팅볍씨에서 보다 피복재 Dolomite와 코팅경화재인 

철분 및 시멘트로 코팅된 볍씨들에서 모든 특성이 토경조

건인 상자육묘에서와 거의 같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자육묘에서 나타나던 벼키다리병은 전연 발생되지 않았

다. 이것은 이병성 품종의 감염보균종자를 종자소독 없는 

발병 유도조건일지라도 혐기조건인 수경육묘에서는 호기

성인 키다리병원균의 특성이 억제되었을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무코팅볍씨에서는 엽의 노화가 급속히 진전되면

서 키와 뿌리의 생육이 정체상태에 이르렀다. 반면에 철분

조합 규산코팅볍씨(A와 B)에서는 기존 규산코팅볍씨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멘트조합 규산코팅볍씨(C와 D)

에서는 생육량이나 엽색도가 다소 떨어졌다(Fig. 5). 이는 

호기성이고 pH 완충력이 큰 토경조건에서와는 달리 혐기

성이고 영양 무공급상태의 수경조건에서는 시멘트의 알칼

린 독성에 기인되었을 것으로 보였다.

이상의 상자육묘와 영양이 결제된 수돗물 육묘의 양 조

건에서 생육형질이 가장 우수하였던 종자/규산/Dolomite/

철분으로 조합된 신규 규산코팅볍씨(A)의 생육특성을 명확

히 하고자 종자 소독된 보급종 삼광벼에 대한 코팅반응이 

육묘단계별로 검토되었다(Fig. 6). 

신규 규산코팅볍씨(A)에서는 무코팅볍씨에서와 기존코

팅볍씨에서 보다 파종 후 7일까지 종피색이 진하게 검고 

코팅재의 종피부착이 양호하여 외관상 새 피해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볍씨코팅으로 파종 후 7일째 발아와 발

아속도 촉진으로 생장속도가 빨랐던(Table 5) 것이 재확인

되었다(Fig. 6). 

육묘 중 볍씨의 영양이 고갈되는 이유기경인 파종 후 14

일째 무코팅볍씨에서는 엽색이 질소 결핍 증상으로 옅어지

고 최종 미전개엽의 발육이 정체되었다. 반면에 코팅볍씨

에서는 특이하게도 낚시 바늘처럼 둥글게 휘어진 발육과정

을 보이면서 짙은 녹색으로 경과되어 엽 신장이 촉진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Dolomite/철분함유 신규 규산코

팅 A에서 영양공급 없이도 자체광합성만으로도 짙은 엽색

이 주목되어 금후 묘 영양생리적인 구명이 요구되었다.

파종 후 21일째 모든 처리에서 엽색이 옅어지는 질소결

핍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무코팅볍씨에서는 급격한 

Table 5. Effect of seed (water-soluble silicate) coating treatment on seed germination, promptness index (of seed germination), 

water quality and growth of 14-day-old seedlings grown in a tap water culture without nutrients.

Treatment

Germination 
Plant hight

(cm)

Root

(cm)

SPAD

value

Water

pH

Water*

turgidity%
Promptness index 

(%)

Seed alone

Seed coated (Old) 

New seed coated A

       "        B

       "        C

       "        D 

94.3

94.0

93.7

93.0

93.3

94.7

29

32

34

37

35

36

5.5

7.2

8.0

8.3

7.5

7.4

2.8

4.5

6.4

7.3

5.2

4.0

14.3 a**

16.4 b

17.2 c

17.1 c

16.6 bc 

16.3 b

5.86

6.13

6.61

6.30

7.21

6.79

+

++

+++

++

+++

++

* : + (clear), ++ (moderate), +++ (turbid)

**: marks 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test at 

P<0.05.

    ①     ②       ③      ④      ⑤      ⑥

    8.7   13.6      15.3    14.8     11.7    10.2

Plant height (cm)

    7.6   16.3      18.4    17.9     11.5    11.3 

Leaf color (SPAD value)     

Fig. 5. Effect of seed coating treatment (water-soluble silicate 

and dolomite/iron complex powder) on plant height 

and leaf color of 27-day-old seedlings grown in a tap 

water culture without nutrients. 

①: seed alone ②: seed coated (si/zeolite: old)

③: seed coated (Si/Kr.dol/Fe) ④: seed coated (Si/Vn.dol/Fe)

⑤: seed coated (Si/Kr.dol/Ce.) ⑥: seed coated (Si/Vn.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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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색 퇴화와 엽맥백화를 보이면서 최종 완전전개엽의 신장

이 차엽을 벗어나지 못하는 묘 생육정체 현상이 뚜렷하였

다. 기존 규산코팅볍씨에서도 약간의 엽록소 퇴화와 더불

어 생육정체가 시작된 반면에 신규 규산코팅볍씨(A)에서는 

하위엽에서 상위엽으로 이동되는 질소결핍 초기증상은 약

간 있었으나 엽신 신장은 지속되었다. 

21일간 종자/코팅재 분해물과 묘 대사산물의 뿌리배출로 

pH와 탁도 변화로 탁해진 용액을(Table 5) 신선한 수돗물

로 교체하여 6일간 묘를 회복시켜 27일간 노화된 뿌리의 

활력과 묘 생장을 진단하였다. 무코팅볍씨에서는 종자양분

으로 살아가는 어린묘의 활력 있는 백색뿌리에서 독립영양

으로 뿌리활력을 높일 수 있는 연갈색 산화철피복 뿌리

(Yoshida, 1975a)로의 전환 없이 백화상태로 머물러 묘의 

생장정체에서 고사단계에 이르렀다. 반면에 신규 규산코팅

볍씨 A에서는 건전한 뿌리발육과 외관상 정상생육이 오래 

지속되었다. 이는 코팅볍씨의 규산, Zeolite, Dolomite, 철 및 

시멘트 등 코팅재의 자체영양 공급으로 묘의 뿌리활력, 엽

신노화억제 및 광합성 등 생리활성에 기여되었을 것으로 판

단되었다. Kang (1985), Kang & Jung (2002)의 보고에서 규

산은 벼 생육에서 근산화력 증진, 호흡저하, 엽신 직립화와 

광합성 촉진 및 엽록소를 파괴하는 생장억제호르몬 에틸렌

(Baardseth & Elbe, 1989) 생성억제로 엽신 노화를 막아낸

다. 또한 규산은 에너지합성장소인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에 존재하면서 인산대체기능(Alyoshine et al., 1985, 1988, 

1989)과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Kang & Park, 1999, 

2001; Marie et al., 2017), 철, 망간 등 독성금속의 생리장

해 경감으로 뿌리의 활력을 증진시키는(Oertli & Jacobson 

1960) 등으로 모든 코팅볍씨에서 육묘효과가 복합적으로 나

타날 것으로 본다. 또한 코팅파우더 Dolomite는 Ca/Mg의 

공급원이 되어 엽록체 핵심원소로 광합성 활성과 엽 노화

경감에 규산과 더불어 상승적으로 기여될 것이다. 코팅피

복재 철분은 뿌리표면을 피막으로 형성하여 근산화력을 높

여 뿌리노화를 막는 기능(Oertli & Jacobson, 1960; Ma & 

Takahashi, 2002)으로 규산과 Dolomite와 더불어 상승적으

로 육묘효과에 기여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

과를 종합하여 보면 규산/Dolomite/철의 조합으로 구성된 

신규 규산코팅볍씨에서 장기 영양결제에도 육묘 중 뿌리 

활력이나 엽의 노화 없이 정상생육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

아 육묘시비량 절감 가능성도 보였다. 금후 묘의 노화경감

을 위한 최소 영양공급 연구가 요구되었다.

적  요

벼 직파재배나 육묘에서 종자소독, 병충해방제, 시비 등

에 요구되는 생산비절감기술로 개발된 기존 규산코팅볍씨

(규산/Zeolite)의 단점 보완으로 신규 규산코팅기술이 개발

되었다. 신규 규산코팅볍씨의 제조 및 이용특성과 육묘상

자에서 건묘육성 및 벼 키다리병 경감효과를 명확하게 하

기 위하여 벼 키다리병 이병성 감염종자를 소독 없이 마른 

상태로 코팅한 볍씨와 중도저항성 소독된 보급종자를 마른 

7 DAS

14 DAS

21 DAS

27 DAS

        11.3          15.2          25.9

             Leaf color (SPAD value) 

         +            +++         ++++

        Root color (Root oxidizing activity)*

        Seed          Old         New A

        alone              Seed coated

Fig. 6. Effect of seed coating treatment (water-soluble silicate 

and dolomite/iron complex powder) on leaf senescence, 

root oxidizing activity and growth of 27-day-old seedlings 

grown in a tap water culture without nutrients 

* +: whitish, +++: brownish, ++++: dark brow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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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코팅한 볍씨를 토경조건과 수경조건에서 시험이 수

행되었다.

1. 신규 규산코팅볍씨는 종자 100 g에 코팅 바인더 점액성 

수용성규산 18 ml을 충분히 묻히고 거기에 Dolomite 80 

g/철 5 g의 혼합분말을 고루 뿌려서 코팅되었다.

2. 신규 규산코팅볍씨의 특성은 종자무게의 1.84배이었고 중

량, 코팅강도와 코팅색택 등이 기존 규산코팅볍씨보다 훨

씬 개선되었다. 

3. 신규 규산코팅볍씨의 묘는 무코팅볍씨에서 자란 묘의 연

한 엽색과 늘어지는 초형에 비하여 짙은 엽색(SPAD치)

으로 직립되었고 엽신의 규질화가 현저히 높았으며 묘소

질(w/cm)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특히 생육량과 엽색

도는 토경조건에서 보다 영양이 결제된 수경조건에서 뚜

렷하였다. 

4. 47일간 육묘 중 벼 키다리병 발생은 파종 후 38일에 peak

를 보였고 무코팅볍씨 발병률 54.2%에 비하여 신규 규

산코팅에서는 68.8~70.7%의 방제가를 나타내었다. 이상

을 종합하여 보면 벼농사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규산

질 비료를 Dolomite와 철분으로 종피에 코팅시켜서 만

든 신규 규산코팅볍씨로 종자소독, 건묘육성 및 벼 키다

리병 경감 효과 등은 친환경 저비용과 안전 쌀 생산에 

크게 기여되리라 본다. 또한 장기 영양결제에도 육묘 중 

뿌리 활력이나 엽의 노화 없이 정상생육이 지속되어 육

묘시비량 절감 가능성도 보였고 금후 묘의 노화경감을 

위한 최소 영양공급 연구가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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