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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적응 고품질 내도복성 벼 『맛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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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tdream’ was derived from a cross between ‘Yeongdeok34(Pungmi)’ and ‘Ilpumbyeo’ in 2001. This variety had a heading date
of August 8 in Gyeonggido. It had a semi-elect plant type and resistance to lodging with strong culm. Its culm length was 78 cm. This
variety had 12 tillers per hill and 122 spikelets per panicle. It was a medium grain variety, and the 1,000 grain weight of brown rice was
22.2 g. Its cold tolerance was stronger than that of ‘Hwaseongbyeo’. This variety had wind tolerance. It was moderately resistant to rice
blast diseases and had stripe virus resistance, but was susceptible to bacterial leaf blight, other virus diseases, and insect pests. Its appearance
of milled rice was clear and its milled rice had lower amylose and protein contents than that of ‘Hwaseongbyeo’. Its palatability of cooked
rice was better than that of ‘Chucheongbyeo’, which was harvested in Suwon. Its head-rice percentage after milling was 74.4%,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Hwaseongbyeo’. The yield of milled rice was 5.17 MT/ha under the ordinary culture of the local adaptability test in
four areas of Gyeonggido for three years. Under early transplanting cultivation, its yield of milled rice in 2011 was 5.69 MT/ha in the central
plain area, Suwon. ‘Matdream’ was highly adaptable to the Gyeonggido area, especially to the northern region of Han River (품종보호번호:
제5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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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도 379,989톤으로 전년대비 8.2% 감소하였다. 벼 재배면적은
전국 754,713 ha로 전년보다 3.1% 줄었으며, 경기도 재배면적도

최근 국내외 쌀에 대한 현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78,483 ha로 전년보다 2.8% 줄어들었다. 10a당 쌀생산량은 2017

기상변화가 점점 더욱 심해지고 있어 기상재해가 빈번해지고

년에는 전국 527 kg, 경기도 484 kg으로 전년보다 각각 2.2%,

병해충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작황을 기대하기 어려워 졌으며,

5.7% 줄어들었다. 대외적으로는 2015년부터 쌀 관세화 유예가

쌀의 품질도 저하됨으로써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면

종료되었고 기존 의무수입물량 409천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5%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량이 더욱 줄어들 수 있는 원인이 될

관세율로 수입이 허용되는 상황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수 있다. 국내 쌀 소비량은 2017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쌀

최근 10년간('07~'16) 연평균 약 35만톤의 쌀이 초과 공급되었으

소비량이 61.8 kg으로 역대 최저치였으며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29만톤의

추세이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7년도 전국 쌀 생산량은

쌀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소비감소폭이 생산감소

397만 2천톤으로 전년대비 5.3% 감소하였고, 경기도 쌀 생산량

폭보다 커서 재고가 누증되는 구조적 공급과잉이 발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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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농림부에서는 이러한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장격리

기타 재배관리는 농촌진흥청 표준재배법에 준하여 재배관리를

등 단기적이고 사후적인 조치를 취해 왔으나, 정부재고와 재정투

하였다. 주요 생육형질, 수량구성요소, 수량성, 생리장해, 병해충

입이 증가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저항성, 미질 및 도정특성 조사는 농촌진흥청 신품종개발 공동연

위해서 쌀 생산농가의 타작물 전환과 같은 사전적 생산감축

구사업 과제수행계획서 조사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였다(RDA

노력과 함께 쌀 적정생산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2009, 2010b, 2011b). 조사통계처리는 SAS(Statistical Analysis

현재 우리 쌀에 대한 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쌀의

System, V. 9.1,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경쟁력을 높여야만 되고,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

주요 특성검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아밀

의 방안으로 농민, 소비자 및 쌀가공업체 모두가 선호할 수 있는

로스 함량은 요오드 비색정량 분석(Juliano)법으로 하였다. 벼

벼 품종, 즉 기상변화가 심해지고 있는 조건에서도 재배적으로

잎도열병검정은 14개 지역에서 밭못자리상태로 파종하여 30일

안정하고 내재해성인 최고품질 벼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후 이병 정도를 조사하였고, 목도열병검정은 6개 지역 포장에서

중요하다.

질소과비조건으로 재배하여 이병 정도를 조사하였다. 벼 흰잎마

경기도 벼 재배면적은 78,483 ha로 전국의 10.4% 정도를

름병 검정은 K1, K2, K3 및 K3a 균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차지한다. 경기도의 주요 밥쌀용 벼 재배품종은 조생종으로 오대

접종을 위한 균주 증식은 pentone sucrose agar(PSA) 배지로

벼와 히토메보레, 중생종은 고시히카리, 맛드림과 하이아미

활력을 회복시켜 bacto nutrient broth 분말을 증류수 1L에 8

(Hong et al. 2011), 중만생종은 추청벼, 대안벼 및 삼광벼(Kim

g씩 녹여 고압멸균 후 병원균을 28℃에서 진탕배양하였다. 배양

et al. 2007) 등이다. 이중 추청벼가 경기도 벼 재배면적의 60%

된 병원균은 10 ~10 cells/ml농도로 조정하여 최고분얼기에 각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복 등 재배안정성이 낮고 더구나

균주별로 품종당 4개체의 엽선단 5 cm 부위를 가위로 절엽하여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

접종하였다. 접종 2주 후에 각 개체에서 가장 긴 병반을 가진

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시히카리는 품종인지도는 높으나

3개 엽의 병반장을 측정하여 그 값을 평균하여 병반장에 따라

도복과 병해충에 약하여 재배안정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5 cm 이하는 저항성(R), 5~10 cm는 중도저항성(MR), 10 cm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2003년부터 경기지역에 적합한 밥

이상은 이병성(S)으로 질적 저항성을 구분하였다. 벼 바이러스

쌀용 벼 신품종 육성을 시작하였고 특히 한수이북지역에 적합한

검정은 본엽 2~3엽기에 벼 바이러스 이병주에 매개충을 흡즙시킨

숙기를 갖추면서 재배안정성이 우수한 고품질 벼 품종 개발에

보독충 애멸구를 이용하여 접종 후 30일에 조사하였다. 저온발아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공동으로

성 평가를 위해서는 13℃에서 15일간 처리 후 발아율을 조사하였

계통을 육성하여 쌀 외관, 밥맛 및 백미완전미율이 양호하고

으며, 32℃ 처리를 표준으로 하여 비교하였다. 내냉성 검정은

내풍성, 내도복성, 저온발아성과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인 고품

국립식량과학원 춘천출장소에서 이앙 후 20일부터 등숙기까지

질 밥쌀용 중생종 ‘맛드림’을 개발하여 경기도 등에 보급하게

수온 17℃, 수심 5 cm로 냉수처리 후 출수지연일, 임실율 등을

되었기에 그 육성경위와 주요특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조사하였다. 도복지수는 5월 상순 이앙재배에서 모멘트(moment)/

8

9

좌절중으로 산출하였으며, 모멘트(g⋅cm)는 벼키(간장+수장)×

재료 및 방법

지상부총생체중이고, 좌절중(g)은 간기부에서 3번째 절간 중앙부
에 하중을 걸어 부러질 때의 무게로 출수 후 20일에 조사하였다.

본 시험은 ‘맛드림’(‘경기1호’)를 2009년부터 2011년 3년간
중부평야지 화성, 수원, 여주, 연천 4개지역에서 보통기 보비재배

결과 및 고찰

로 표준품종으로 ‘화성벼’(Moon et al. 1986)와 비교 검토하였고,
2011년에는 조기재배로 1개소(수원)에서 ‘조평’(Nam et al.

육성경위

2013)과 만기재배로 2개소(익산과 밀양)에서 ‘금오’와 비교 검토

2001년에 ‘영덕34호’(풍미벼)를 모본으로, ‘일품벼’를 부본으

하였다(RDA 2010a, 2011a, 2012). 조기와 보통기재배는 각각

로 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교배하였고, 계통육종

4월 10일과 25일에 파종하여 5월 10일과 25일에 재식거리 30×15

법에 따라 세대를 진전시키면서 초형과 미질특성이 우수한 계통

cm로 주당 3본씩 이앙하였고, 만기재배는 6월 15일에 파종하여

(개체)를 선발하여 2006년에 F6 계통을 육성하였다. 이후 2007년

7월 10일에 재식거리 30×12 cm로 주당 5본씩 이앙하였으며,

에 경기도농업기술원 벼 연구포장에서 생산력검정 예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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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 Preliminary yield trial, RYT: Replicated yield trial, LAT: Local adaptability test

Fig. 1. Pedigree diagram of ‘Matdream’

Fig. 2. Genealogical diagram of ‘Matdream’

(PYT)을, 2008~2009년에 생산력검정 본시험(RYT)을 실시하

11월 30일에 개최된 농촌진흥청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선정위

여 고품질 우수 계통으로 SR27936-GH1-20-1-1을 선발하여 경

원회에서 중생종으로 밥맛이 우수하고 재배안정성이 높은 품종

기1호로 지정하고 2009~2011년 3년간 4개소(화성, 수원, 여주,

으로 인정되어 ‘맛드림’으로 명명하였고 벼 신품종으로 선정되

연천)에서 지역적응시험(LA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1년

었다. ‘맛드림’의 육성과정과 계보도는 Fig. 1과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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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jor agronomic traits and yield components of ‘Matdream’.
Variety
Matdream
Hwaseong

Heading date

Culm Length
(cm)

Aug. 8** z
Aug. 14

78**
82

Panicle length No. of panicles
No. of
Ratio of Ripened grain 1,000 grain weight
(cm)
per hill
spikelets/panicle
(%)
of brown rice
21ns
21

12**
15

122**
92

88.0ns
88.4

22.2*
23.0

z

ns, *, and ** indicate no significant at p<0.05, and p<0.01, respectively.

Table 2. Reaction to leaf blast and neck blast.
Reaction of leaf blast at test nursery
Variety

Reaction to neck blast

No. of tested sites (14)
z

R
(0-3)

M
(4-6)

S
(7-9)

Mean

Matdream

2

11

1

Hwaseong

0

8

6

Rate of infected panicles (%)
Icheon

Jecheon

Yesan

Iksan

Milyang

Jinju

Mean

4.5

0.0

0.1

0.0

0.2

0.0

0.0

0.05

6.3

3.9

4.5

3.8

6.6

0.0

0.0

3.13

z

R: Resistant, M: Moderately resistant, S: Susceptible

Table 3. Reaction to bacterial blight, virus disease and insect pests.
Variety

Bacterial blight

Virus disease(%)
z

Resistance to insects
y

K2

K3

K3a

RSV

RDV

RBSDV

BPH

SBPH

Matdream

x

S

S

S

S

R(13.7)

S(82.2)

S(70.1)

S

S

Hwaseong

S

S

S

S

R(11.5)

S(69.8)

S(84.4)

S

S

K1

z

RSV: Rice stripe virus, RDV: Rice dwarf virus, RBSDV: Rice black-streaked dwarf virus
BPH: Brown planthopper, SBPH: Small brown planthopper
x
S: Susceptible, R: Resistant
y

Table 4. Response to physiological and abiotic stresses.
Leaf
senescence
at maturing

Low
temperature
germinationy
(%)

Wind
tolerance
(blight, %)

Variety

Premature
headingz (%)

Occurrence
of
wilting

Matdream

5.0

Strong

Late

97

Hwaseong

0.0

Strong

Late

74

Cold tolerancex

Viviparous
germinationw
(%)

Seedling
discoloration
(1-9)

Heading
delay
(days)

Grain
fertility
(%)

10

5

10

53

33.4

50

4

12

43

27.7

z

Premature heading in 50-days old seedling
Germination rate after 15 days at 13℃
x
Cold tolerance was evaluated in Chuncheon cold-water (17℃) irrigated nursery
w
Germination rate at 7 days after incubation
y

주요특성

2. 병해충 저항성

1. 출수기 및 주요 농업적 특성

‘맛드림’은 전국 14개소에서 실시한 잎도열병 밭못자리 검정,

경기지역 중부평야지 및 중북부곡간지에서 ‘맛드림’의 평균

도열병 내구저항성 검정 및 목도열병 이병수율 검정결과 도열병

출수기는 8월 8일로 화성벼보다 6일 정도 빠른 중생종이다.

에는 화성벼보다 강한 중도저항성을 보였다(Table 2). 바이러스

주요 농업적 특성으로 간장이 78 cm로 화성벼보다 짧고, 이식길

중에서 줄무늬잎마름병에는 저항성이었으나 오갈병과 검은줄

이는 21 cm로 비슷하며, 주당수수는 12개로 적었다. 수당립수는

오갈병에는 저항성이 없었으며, 흰잎마름병과 멸구류에 대한

122개로 화성벼보다 많았고, 등숙률은 88.0%로 비슷하였으며,

저항성은 없었다(Table 3).

현미천립중은 22.2 g으로 약간 가벼웠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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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odging tolerance traits of ‘Matdream’.
Variety

Plant heightz
(cm)

rd
rd
Length of 3 internode Breaking weight of 3
(cm)
internode (g)

Matdream

81

9.7

Hwaseong

83

10.9

Lodging index

Field lodging
(1~9)

999

240

1

360

394

1

z

Culm length + Panicle length

Table 6. Characteristics related to grain shape and grain quality.
Brown rice
Length (mm)

Width (mm)

L/W ratio

Whith
core/velly

Matdream

4.87

2.83

1.72

1/0

6.3

6.4

19.2

0.26

Hwaseong

4.94

2.75

1.8

2/0

6.6

7.1

20.8

-0.12

Variety

Alkali digestive
Protein
value (1-7)
content (%)

Amylose
Palatability of
z
content (%) cooked rice (-3~3)

z

The score of Chucheongbyeo produced in Gyeonggido was 0.02

Table 7. Characteristics related to milling quality.
Milling recovery ratio (%)
Brown/rough

Milled/brown

Milled/rough

Head rice

Head rice milling
recovery ratio (%)

Matdream

83.8

91.2

76.4

97.4

74.4

Hwaseong

84.2

92.3

77.7

94.7

73.6

Variety

Table 8. Yield summary of local adaptability test from 2009 to 2011.
Milled rice (MT/ha)

Culture season

Region

No. of test sites

Ordinary planting

Middle plain

4

Early planting

Middle plain

1

569

Late planting

Honam & Yeongnam
plain

2

394

Matdream (A)

Hwaseong (B)

Index
(A/B)

ns z

504

103

ns

501

114

ns

388

102

517

y

x

z

ns indicate no significant at p<0.05
Standard variety on early planting culture: Jopyeong tested in 2011
x
Standard variety on late planting culture: Geumo tested in 2011
y

3. 생리장해 저항성

4. 미질 및 도정 특성

‘맛드림’은 저온발아성이 97%로 화성벼보다 높았고, 냉수처

‘맛드림’의 립형은 현미장폭비가 1.72로 단원형이며 쌀알이

리 내냉성검정 결과 화성벼에 비해 출수지연일수가 짧고 냉수구

맑고 심복백이 적어 외관품위는 양호하였다. 단백질과 아밀로스

임실율이 높아 화성벼보다 내냉성이 강하였다. 불시출수 와 수발

함량은 화성벼보다 낮았으며 밥맛은 화성벼와 추청벼보다 우수

아 비율은 화성벼보다 약간 높았으나, 성숙기에 하엽노화가 느리

하였다(Table 6). 제현율과 도정율이 화성벼보다 약간 낮았지만

며 위조현상은 없었다. 내풍성검정 결과 백수율이 10%로 내풍성

백미완전미율이 97.4%로 높아 완전미도정수율이 74.4%로 높았

은 강하였다(Table 4). 도복관련 특성검정 결과 화성벼보다 좌절

다(Table 7).

중이 무겁고 도복지수는 낮았으며 포장도복은 발생하지 않아
도복에는 강하였다(Table 5).

5. 수량성
‘맛드림’은 2009~2011년 3년간 중부평야지 3개소와 중북부
곡간지 1개소에서 실시한 지역적응시험 결과 보통기 보비재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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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균 쌀수량이 517 kg/10a로 화성벼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늬잎마름병에는 저항성이지만, 흰잎마름병, 오갈병, 검은줄오갈

2011년 실시한 조기재배 중부평야지 1개소에서 쌀수량 569

병 및 멸구류에 대한 저항성은 없다. 생리장해 저항성 검정에서

kg/10a로 대조품종인 조평보다 수량성이 높게 나타났고, 만기재

‘맛드림’은 저온발아성이 높았고, 화성벼보다 내냉성이 강하였

배 남부평야지 2개소에서 쌀수량 394 kg/10a로 대조품종 금오보

다. 불시출수와 수발아 비율은 화성벼보다 약간 높았고, 성숙기에

다 약간 높았으나, 각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8).

하엽노화가 느리며 위조현상은 없었다. 내풍성과 내도복성이다.
‘맛드림’의 입형은 단원형이며 쌀이 맑고 심복백이 적어 외관

6. 적응지역 및 재배상 유의점

품위는 양호하였다. 단백질과 아밀로스 함량은 화성벼보다 낮았

‘맛드림’의 적응지역은 경기지역 중부평야지와 중북부곡간지

으며 밥맛은 화성벼와 추청벼보다 우수하였다. 백미완전미율과

이다. 중생종이나 고온일 경우에는 출수가 빨라질 수 있다. 질소

완전미도정수율이 높아 도정특성이 양호하였다. ‘맛드림’의 쌀

질 비료 과용시 도복의 우려는 적으나 미질저하, 등숙저하, 숙색

수량은 517 kg/10a로 화성벼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011년

불량 및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므로 적정 균형시비를 하여야

실시한 조기재배 중부평야지에서 569 kg/10a, 만기재배 남부평

한다.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고 도열병에는 중도저항성이나 흰

야지 2개소에서 394 kg/10a로 각 대조품종과 유의한 차이가

잎마름병, 오갈병, 검은줄오갈병 및 멸구류에 저항성이 없으므로

없었으나 중부평야지 조기재배에서 수량성이 높게 나타났다.

적기 기본방제를 하여야 하며, 잎집무늬마름병은 필수적으로

‘맛드림’은 경기지역 특히 한수이북지역에 알맞은 중생 고품질

방제하여야 한다. 주당수수가 적은 편으로 이앙시 재식거리를

밥쌀용 품종이다.

좁히거나 재식본수를 많이 하는 것 또는 조기재배와 같이 이앙기

사 사

를 앞당겨 영양생장기간을 늘리는 것이 수량 확보에 유리하며
분얼비 시용이 필요하고 수수가 적게 확보 되었을 때에는 이삭거
름을 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등숙에 소요되는 일수가 비교적
긴 편으로 조기수확을 지양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농촌진흥청 신품종개발공동연구 사업(PJ0065030
5)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맛드림’이 육성되기까지
조력하여 주신 국립식량과학원 벼 육종관련 연구원님께 깊은

적 요
‘맛드림’은 경기도 한수이북지역에 숙기가 알맞은 고품질 밥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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