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류의 안전한 겨울나기와 생산량 확보를 위해서는 제때 심어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맥류의 저온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역에 알맞은 파종 시기를 재설정하고
우수한 품종의 맥류를 제때 심어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주시길 당부했습니다. 전남 곡성에서 맥류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강보리 씨는 현장에서 경험해 보니 재설정된 맥류 파종 적기를 잘 지키면
겨울철 온난화에 따른 저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 밀, 보리 파종기 적기 >
중부지역 10월 15일∼31일, 남부지역 10월 20일∼11월 10일
※ 재설정된 파종 적기는 기존보다 평균 7일 정도 늦음.

기후 온난화에 따른 밀·보리 파종 적기 이동

농촌진흥청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온난화에 따라 새로 설정된 평야지 맥류 파종 적기는 중부지역은 10월 15일부터 31일, 남부지역은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입니다.
- 시험수행 지역 : 중부(예산, 익산, 대구), 남부(순천, 진주)
▶ 밀, 보리와 같은 맥류는 일찍 심은 상태에서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 추워지기 전에 웃자랍니다. 겨울나기 중이거나 봄철 이상저온 발생이 발생하면 일찍 나온 어린 이삭이 얼어 죽기 쉽습니다.
▶

❮

밀·보리 파종 적기 이동(국립식량과학원, ’17∼’19) ❯

지대구분(표고 100m 이하)
중부
익산, 순창, 합천, 청도, 삼척선 이북
남부
익산, 순창, 합천, 청도, 삼척선 이남
※북부(수원, 대전, 영주, 강릉선 이북) 파종적기는 10월 상순으로 기존과 동일함
❮

1월 최저기온 평균(℃)
-5.1 ~ -7.0
-3.1 ~ -5.0

밀의 어린 이삭 형성기(3∼4월) 저온에 따른 수량 감소율(’17, 농촌진흥청 영농활용기술) ❯
어린 이삭 길이

-4℃ 이하 누적 노출시간
14
25
19
26

1.2 mm
1.9 mm

기존 파종 적기(월·일)
10.10 ~ 10.25
10.15 ~ 10.30

재설정 파종 적기(월·일)
10.15 ~ 10.31
10.20 ~ 11.10
※ 농촌진흥청 영농기술정보(농업기술길잡이)

주요 피해 유형
수량 감소율(%)
퇴화
8∼9
퇴화
9∼10
부분 불임
4∼6
부분 불임
6∼8
※ 퇴화 : 이삭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아 형태가 불완전하고 기능을 상실한 상태

춘화일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맥류 월동기(11∼1월) 평균기온 및 춘화일수 변화
가을에 심은 맥류가 다음해 봄에 정상적으로 출수․개화하기 위해서는 겨울나기 중에 일정
기간의 저온(일평균 기온 0∼7℃)이 요구됩니다. 이를 ‘춘화’라고 합니다. 최근 겨울철
온난화 현상으로 춘화된 날의 일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춘화일수가 증가하면 어린 이삭이 생기는 시기도 빨라지게 돼 봄철 이상저온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겨울철(11월∼1월) 춘화일수는 2010년 30일에서 2019년
55일로 25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온난화 적응 밀, 보리 파종기 지켜주세요.

밀
▶

보리

맥류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식물체 잎이 5∼6개 정도 돼야 얼어 죽지 않고 안전한 겨울나기가 가능하므로 파종 적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늦게 심은 맥류는 겨울나기 중 얼어 죽을 수 있으며 반대로 일찍 심은 경우는 3∼4월의 이상저온으로 이삭이 하얀 쭉정이가 되는 백수현상이 발생해 생산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온피해는
2020년 전체 보리 재배지의 7.9%에서 발생한 바 있다.
▶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 겨울나기를 한 밀이 어린 이삭 시기에 영하 4℃ 이하의 낮은 온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생산량이 4∼1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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