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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수 수

Ⅰ  농업소득 향상전략 구성 및 배경

식용풋옥수수 육묘관리 및 이식기술 미흡

❍ 조기재배시이식이지연되었을때정식후일찍꽃이펴, 비상품성이삭발생

❍ 옥수수를 너무 작은 포트에 육묘를 하였을 때, 묘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뿌리가 서로 엉켜, 이식시 잔뿌리가 끊어지며 본포에서의

생육불량으로 비상품성 이삭발생

❍ 이식시 묘가 있는 포트와 심을 구덩이에 물을 충분히 주지 않고

이식을 하여 뿌리의 활착 및 생육불량으로 비상품성 이삭 발생

식용풋옥수수 비닐하우스 조기재배 시 하우스 관리 미흡

❍ 하우스 조기재배 시 개화기 고온으로 화분의 활력 및 발아력이

떨어져 수정율 저하 우려

❍ 개화기 전ㆍ후의 가뭄은 비상품성 이삭을 양산

생육초기 및 등숙기의 저온, 서리 등 생육안정 관리대책 미흡

❍ 조기재배 및 만파재배 시 이상기상에 대비하여 저온 및 서리피해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식용풋옥수수는 여름철 홍수 출하로 시장교섭력이 약하며

수확 후 관리 부실로 품질 및 상품성이 저하됨

❍ 파종기 조절, 이기작 재배 등으로 여름철 집중 출하 회피

❍ 공동 선별, 공동 출하 확대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및 수확 후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품성 증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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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농업소득 10%향상 세부실천 과제

1  노지 이식재배에서의 식용풋옥수수 비상품성 이삭 발생 대책 

< 현 황 >

찰옥수수, 단옥수수 이식재배에서 상품성이 낮은 이삭 발생

❍ 찰옥수수를 본포에 이식한 후 키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옥수수가 연약하게 자라며 일찍 꽃이 피거나 수염이 늦게 나와

수정불량으로 수량이 크게 떨어짐

❍ 이삭이 없는 불임개체, 이삭이 바나나처럼 한마디에 여러 개 달

리거나 이삭의 포엽속에 작은 이삭들이 있는 곁이삭 등이 발생

하여 이삭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짐

❍ 이삭이 작고 수정이 되지 않아 알이 드물게 달린 비정상적인 이삭 발생

< 대 책 >

◦ 식용풋옥수수 조기 육묘재배 시 품종 숙기별, 육묘시기별 적정육묘

일수 준수 및 적기 이식

◦ 이식 시 심을 구덩이에 물을 충분히 주고 옥수수 모의 잔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옮겨 심음

조기 육묘재배 시 숙기별, 육묘시기별 적정육묘 일수 준수

및 적기 이식

❍ 육묘상에서 육묘기간이 길어져 적기보다 이식이 지연되었을 경

우 수정불량 이삭 및 곁이삭 등 비상품성 이삭 발생

< 옥수수 숙기별 적정 육묘일수>
◇ 육묘일수

- 조생종 : 파종 후 15일 이내(초장 15∼20cm 이하, 엽수 2∼3매)

- 만생종 : 파종 후 20일 이내(엽수 3∼4매)

※ 육묘일수는 품종 및 육묘기간의 온도에 따라 다름

◇ 가을재배 시 육묘기간은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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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후 옥수수가 몸살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도록 이식하며 하우스 조기재배시 적정온도 유지

❍ 작은 포트에서 육묘를 하여 육묘기간이 지연되었을 때 뿌리가

서로 엉켜 이식시 잔뿌리가 끊어지거나 이식할 구덩이에 수분이

부족할 경우 뿌리의 활착이 늦어져 옥수수 생육이 불균일하고

연약하게 자람

❍ 하우스 조기재배시 온도가 낮아 저온 피해 발생

※ 옥수수 생육 최적온도 26∼32℃, -10℃ 이하에서는 생육정지, -1.7℃ 이하에서는 동사

< 육묘, 이식 요령 >

◦ 육묘포트는 옥수수가 생육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직경 6cm, 깊이

7cm이상의 플러그모판을 이용

◦ 정식할 밭에 포트 크기의 3배 이상 구덩이를 크게 파서 물을 충분히

주며, 이식시 흙이 부셔져 옥수수 모의 잔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

◦ 하우스 또는 터널 조기재배 시 실내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거적 등을 덮어 보온

※ 온도관리 : 최저 10℃ 이상, 최고 30℃ 유지

< 참 고 >

찰옥수수 육묘기 및 이식재배시의 품종간 생육특성 비교

품종명
육묘
일수
(일)

육묘기
이식후

출사일수
간장
(㎝)

이삭특성(㎝) 수량

초장
(㎝)

엽수
(개/주)

길이
(㎝)

폭
(㎝) kg/10a 지수

찰옥1호 10 17 3.0 42 184 16.2 4.3 894 104
(조숙종) 15 29 4.0 40 157 15.0 4.2 822 95

20 51 5.0 35 135 15.1 4.1 773 91
30 66 5.5 27 108 12.3 3.7 445 52
40 78 4.9 24 96 9.4 3.5 309 36

직파 - - 64 168 14.8 4.2 863 100
찰옥4호 10 16 3.0 53 225 16.7 4.4 924 90

(중만숙종) 15 31 4.0 51 231 16.7 4.4 864 85
20 51 5.0 48 204 18.0 4.5 1,095 107
30 69 4.9 42 136 17.9 4.6 851 83
40 80 4.0 34 133 18.5 4.5 637 62

직파 - - 75 216 18.1 4.6 1,02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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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재배시 조숙종인 찰옥1호는 15일, 중만숙종인 찰옥4호는 20

일 이상 육묘하게 되면 재배 안정성 및 수량성이 크게 감소하며

육묘기간이 길어질수록 조숙종이 중만숙종에 비해 피해가 컷음

❍ 찰옥수수 이식재배시 조숙종 찰옥1호는 초장 30cm이하, 엽수 2∼3매,

육묘기간 15일이내, 중만숙종 찰옥4호는 엽수 3∼4매, 육묘기간 20일

이내에 옮겨 심어야 상품화 비율 및 안정적 수량을 기대할 수 있음

❍ 묘의 생육정도(육묘 이식재배 직전)

10일묘 15일묘 20일묘 30일묘 40일묘

2  비닐하우스재배에서의 식용풋옥수수 비상품성 이삭 발생 대책

< 현 황 >

비닐하우스 조기재배 시 개화기에 고온 및 가뭄으로 수정이

되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삭 발생

❍ 옥수수 화분은 고온이 지속될 경우 생리작용에 장해를 받아 화

분의 활력이 감소되며 화분의 발아능력이 현저히 떨어짐

- 고온에서의 발아력 감소 원인 : 화분의 발육정지 및 화분 파열

❍ 개화기 전 수분부족은 화분비산일로 부터 출사일까지의 기간이

길어져 화분이 비산된 후에 수염이 나와 수정이 되지 않은 불임

이삭이 발생하며 화분의 발아에도 영향을 미쳐 수정율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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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책 >

◦ 비닐하우스 조기재배 시 개화기에 적정 실내온도 유지

◦ 개화기 전 적정 토양수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 관수

비닐하우스 조기재배 시 개화기에 실내온도를 30℃로 유지

❍ 출입구, 옆면, 또는 천장을 개폐하여 통풍을 시키며, 이러한 조

치로도 적정온도 유지가 어려울 경우 하우스의 비닐을 걷어내어

실내온도 조절

❍ 개화기에 실내온도가 35℃ 이상이면 화분의 활력이 떨어져 수정율 저하

※ 개화기에 실내온도가 38℃에서 24시간 지속되면 화분의 발아력이 12%로

감소, 48시간 지속되면 화분 발아력은 1%로 감소

개화기 전 적정 토양수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 관수

❍ 개화기 전ㆍ후 1개월은 수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며

가뭄피해를 받을 경우 수량감소폭이 매우 큼

※ 화분의 발아율은 정상 환경에서 36%, 가뭄처리에서는 27%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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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고온이 옥수수 화분의 발아력에 미치는 영향

시 간
화분발아력(%)

27(℃) 32(℃) 38(℃)

24 45% 44% 12%

28 37 30 1

원 인 발육정지 발육정지+화분파열 발육정지+화분파열

수분부족 처리에 의한 암수 출현일수의 차이

처리 시기
암수 출현일수 차이(일)

무처리 한발 약 한발 심

웅수출현시 ∼ 포엽출현 0.3 -1.0 -0.9

웅수출현 ∼ 화분비산 5.6 4.8 5.7

웅수출현 ∼ 출사기 6.7 8.3 11.1

화분비산 ∼ 출사기 1.1 3.5 5.4

※ 무처리 : -7∼-11bars, 한발 약 : -11∼-16bars, 한발 심 : -16∼-18bars

위조처리가 옥수수 화분의 발아율에 미치는 영향

수 분 상 태 화분발아율
(%)

화분파열
(%)

발아 불량화분
(%)

무 처 리 36.3 36.9 26.7

약간 부족 34.8 36.6 29.0

매우 부족 26.7 29.9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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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육초기 및 등숙기의 저온, 서리 등 생육안정 관리대책

< 현 황 >

식용풋옥수수 조기 및 만기재배 시 저온 및 서리 피해 발생

❍ 극조기 노지재배 시 생육초기 저온으로 생육이 지연되거나 암이삭

분화기인 7∼8엽기 저온으로 암이삭이 피해를 받아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여 불임개체 발생

❍ 극조기 재배 시 생육초기에 늦서리 피해로 지상부가 일부 고사

하거나 완전 고사 발생

❍ 만기재배 시 등숙기 저온 및 첫서리 피해로 이삭이 미성숙 상태로 경과

< 대 책 >

◦ 재배지역의 늦서리 또는 첫서리 내리는 날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시기에 이식 또는 파종

조기 노지이식재배 및 직파재배의 경우 재배지역의 늦서리

내리는 날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시기에 이식 또는 파종

❍ 파종적기는 평균기온이 15℃ 되는 때로 늦서리가 내리는 날로부터

15일 전임

❍ 옥수수가 어릴 때 서리가 오면 지상부에 있는 잎은 고사하지만

생장점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잎이 새로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생육

- 파종이 너무 얕게 된 경우에는 생장점까지 죽어 회복이 불가능하며

다시 파종을 하여야 함

- 재파할 경우 발아하는 데 시간이 2주 이상 소요되어 생장점에서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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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서리의 해를 입었을 경우 3∼4일이 지난 후에

새로운 잎이 나오는 지를 보고 파종 여부 결정

※ 늦서리 피해를 입고 잎이 다시 자라는 경우 수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생육을 수일 정도 지연만 시킴

❍ 옥수수를 파종한 후에 온도가 낮으며 발아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옥수수 알이 흙속에 있는 병균의 침입을 받기 쉬우므로

종자를 살균제로 처리하여 파종

❍ 생육초기 냉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퇴비와 인산을 충분히 주고

추비를 제 때에 주어 옥수수를 튼튼하게 키움

만기 노지재배 시 재배지역의 첫서리 내리는 날을 고려하

여 파종

❍ 옥수수를 늦게 심는 경우 첫서리가 내리는 날과 옥수수의 생육

일수의 관계를 비교하여 파종한계기 이전에 파종

❍ 파종일수는 연차간, 지역간, 재배시기간에 변이가 크므로 품종별로

파종부터 수확기까지의 적산온도를 계산하여 파종시기 결정

※ 적산온도 : 조생종 찰옥1호 1,550℃, 만생종 찰옥4호는 1,720℃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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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확 후 품질관리 대책

< 현 황 >

풋옥수수는 수확시기가 여름철에 집중되고 공급자 중심의

유통체계로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

❍ 풋옥수수는 여름철에 홍수 출하되어 가격이 폭락하고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해 시장 교섭력이 약함

- 생산자 개별 수확-선별-출하로 노력과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잉여물량은

간이처리시설이 미흡하여 품질이 나빠 짐

❍ 풋옥수수는 이삭 크기 위주로 선별되어 내․외적 품질이 불균일

하고 포장기술 수준이 낮아 유통 중 품질과 상품성이 나빠 짐

- 풋옥수수는 일정한 기준 없이 이삭 크기별로 나눈 후 도매시장에 출하

하거나 산지택배, 노상판매 등의 형태로 유통 됨

- 풋옥수수는 양파자루, 마대자루, 종이상자 등에 담겨 유통되고, 대형

농산물시장에서는 이삭 크기별 간이등급을 정하여 30개, 40개, 50개

단위로 매매되고 있음

풋옥수수는 수확후 관리가 부실할 경우 호흡량이 증가하여 당이

녹말로 빠르게 변화되고 낱알이 딱딱해 짐

❍ 간이저장 시설 및 예냉처리 인식부족으로 고온에 방치되어 품질 및

상품성이 순식간에 나빠지는 문제점이 있음

- 풋옥수수는 수확후 24시간이 지나면 약 1~2%의 수분이 손실되고 중량이

5~6% 감모되며 당 함량도 절반이하로 떨어짐

- 풋옥수수는 수확후 1~2일내에 소비해야하며 냉장상태로 유통하더라도

3~4일 이상 경과하면 낱알의 껍질이 두꺼워지고 식미가 나빠짐

* 미국의 단옥수수의 평균 유통기간은 약 3~15일로 수확후 품질유지를 위해

예냉 및 냉장저장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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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책 >

파종기 조절 및 2기작 재배 등으로 집중 출하를 피하고,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 확대로 유통비용 절감과 예냉처리 등 수확후 품질관리로 상

품성 증대

파종기 조절 및 2기작 재배 등으로 여름철 집중 출하를 피하고

적기 수확과 예냉처리 등 수확후 품질관리로 상품성 증대

❍ 풋옥수수 수확적기가 2~3일만 경과해도 딱딱해지거나 당도가 저하

되므로 정확한 수확기 판정이 중요

- 풋옥수수 수확적기 : 찰옥수수(출사후 25일 기준), 단·초당옥수수(출사

후 20일 기준)

- 적기에 수확하지 못한 이삭은 완전히 성숙시킨 후 옥수수쌀로 이용

❍ 집산 단지에 공동 간이저장고 및 예냉처리시설 설치로 고품질

유지 및 집중 출하기 가격 폭락 방지

- 풋옥수수 예냉후 0-2℃에 저장시 품질보존 및 유통기간 연장

❍ 찰옥수수 2기작 재배시 조생종은 9월 중순, 중생종은 10월 중·하순경

수확이 가능

공동선별, 공동출하 확대로 유통비용 절감과 장기저장 시

설 확대로 풋옥수수 주년공급 체계 구축

❍ 규격출하 및 포장재 개선 등으로 내·외적 품질 향상과 유통업체와

산지간 공정거래 활성화 및 유통단계 축소 등으로 비용 절감

❍ 풋옥수수 포장법 개선 및 장기간 냉동저장으로 상품성 제고

- 플라스틱 필름으로 풋옥수수 포장시 수분 및 중량손실 최소화

     * 단기간 저장시 공기 유통이 적은 포장재는 통기구멍을 내고 4℃로 보관

- 장기저장은 껍질채 생이삭 냉동, 껍질제거 생이삭 냉동, 껍질제거 데

친후(6~12분) -20℃에 냉동저장

- 레토르트 파우치는 유통기간이 길고 소비자 맞춤형 제품생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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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검정옥수수 쌀을 이용한 찰옥수수밥

❍ 도정된 옥수수의 안토시아닌 함량

가공형태 품종 안토시아닌**(㎍/g) (지수)

과피 도정 후

찰옥4호 2.5±0.0 (100)

얼룩찰1호 42.5±2.5 (117)

흑진주찰 154.2±8.8 (616)

* 찰옥4호의 안토시아닌 함량 기준으로 한 지수

도정 옥수수의 호화양상 및 취반관련 특성

❍ 흑진주찰이 호화가 잘되고(강하점도가 높음) 치반점도, 호화개시

온도가 낮아 호화특성이 좋음

가공형태 품종 최고점도 강하점도 최종점도 치반점도 호화개시온도

과피도정

찰옥4호 94.4±2.4c 0.1±0.1c 120.3±1.6b 28.4±1.1a 72.0±0.1a

얼룩찰1호 110.5±3.6a 7.6±2.0a 130.2±2.7a 19.7±1.5b 72.0±0.0a

흑진주찰 102.1±1.7b 4.0±0.6b 120.6±1.7b 18.4±1.6b 69.7±0.1b

❍ 흑진주찰로 밥을 하였을 때 수분흡수율, 퍼짐성이 좋음

가공형태 품종 흡수율(%) 퍼짐성(%) 용출고형물(%)

과피도정

찰옥4호 64.8±4.1b 170.8±3.6b 2.9±0.1a

얼룩찰 71.5±5.7b 177.1±3.6b 2.9±0.3a

흑진주찰 94.5±6.3a 210.6±3.4a 3.1±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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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미검정시 흑진주찰이 외관, 맛, 조직감, 종합적 기호도 등에서

가장 우수함

품종별 도정 후 옥수수 모습

□ 고기능성 검정 찰옥수수 ‘흑진주찰’

❍ 중만숙종, 검정찰옥수수

❍ 키가 작고 쓰러짐에 강함

❍ 과피가 얇고 식미가 우수함

❍ 용도 : 간식용 풋옥수수

❍ 적응지역 : 전국 찰옥1호 흑진주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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