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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the 

testing method for excessive water tolerance at germinating 

stage and to screen 31 domestic peanut cultivars.

Regardless of peanut grain scales, the amount of seed 

absorption nearly reached the peak in 10 hours after 

imbibition. When peanut seed in vermiculate soil was 

directly soaked in water, ability of emergence did not 

reduced until 16 days and then sharply reduce to 25 days 

with non-emergence. When seeds germinated for 1, 2, 3, 

and 4 days after seeding (DAS) were soaked, the emergence 

abilities were distinctively varied according to the sequent 

soaking days such as 1, 2, 3, 4, and 5 days. This explaine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first germinating days 

(DAS) and following soaking days. Using the method of 

2 day germinating and 3 day soaking that show less than 

70% of emergence ability, 31 peanut cultivars were applied 

to test excessive water tolerance. Emergence rates varied 

0% to 69% according to cultivar. Cultivar Daekwang, 

Sinkwang, Daecheong and Baekseon had over 50% emergence 

rate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degree of water 

resistance in germinating stage may be important point to 

evaluate the excessive water resistance among cultiv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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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Arachis hypogaea L)의 영양성분은 지방이 35.8~54.2%

로서 불포화지방산을 80%이상 차지하며, 단백질은 16.2~36% 

분포하며 필수아미노산,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며(Harold & 

Stalker, 1996), 또한 건강기능성 성분으로 항산화, 항염증, 

항감염성을 가지며, 또한 유방, 전립선, 신경세포종 등에 여

러가지 암치료용으로 유망한 성분인 Rseveratrol과, Luteolin 

등을 함유하고 있다(Wang & Pittman, 2008; Ramalingam 

et al., 2013). 땅콩은 두과작물에 속하며, 일년생 유료식물

로서 남아메리카 원산이나 지금은 전세계에 걸쳐 다양한 환

경에서 재배하고 있다(Sharma & Bhatnagar, 2006).

최근 답전윤환으로 논 재배하는 작물이 많아지고 있으며 

땅콩 역시 내습성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나 자료가 충분지 

못하고 생육시기별 침수에 따른 피해정도에 대한 연구가 대

부분이다. 

작물생육 전반에 걸친 침수해가 침수시간, 심도, 빈도에 

따라 다르고 이에 대한 내성반응도 식물종간은 물론 품종간

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땅콩은 타작물에 비해 침수에 

대하여 견디는 정도가 비교적 높아 홍수 빈도가 큰 지역에

도 재배되고 있다(Cho, 1982). Choi et al.(1986)은 땅콩 파

종직후 1일 이상 침수처리시 종실수량이 전무하였다고 하

며 등숙기에 침수일수가 길어질수록 협실중, 완숙종실수, 1

립중 등의 감소로 수량감소가 컸다고 보고하였다. Chung et 

al.(1987)도 등숙기에 자연침수 되어 75시간이 경과되면 수

량을 기대할 수 없으며 대체로 땅콩은 1~2 일만 완전침수 

되어도 18~24% 감수율을 보였다. Woo(1988)는 땅콩의 개

화기에 관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개화수 감소경향은 두드

러졌으며 추비구에서 개화수가 증가 되는 경향이었고, 자방

병 출현기는 침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자방병 발생정도는 

급격히 감소 하여 추비에 따른 증가경향은 나타나지 않았

다. 초형간 침수 피해 저항성에 관한 연구에서  (1966)은 우

기에 spanish-valencia초형 땅콩이 virginia bunch 초형과 

runner초형 땅콩보다 습해에 강하다고 하였다. Kang(1989)

은 땅콩 결협기에 초형이 다른 품종에 대하여 침수시간과 

ISSN 0252-9777(Print)
ISSN 2287-8432(Online)



한작지(KOREAN J. CROP SCI.), 58(4), 2013440

Fig. 1. Temporal change in seed weight of three peanut 

cultivars after water imbibition.

Fig. 2. Effect of flooding period right after seeding on 

emergence.

침수정도 그리고 침수시기가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외 주요 52품종을 포장상태에서 내습정도에 따른 품종

을 분류하였다.

답전윤환 작물들의 작부체계에서 땅콩-감자-벼의 논재배

에 따른 수량과 수익성 비교(Kwon et al., 1993)를 하였으

나, 그 외 땅콩 답전윤환에 대한 결과 보고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본 연구는 답전윤환시 문제시되는 땅콩 파종기의 

내습성 기초자료를 얻고자 파종일수(발아일수)와 과습일수

에 따른 발아력 특성을 조사하고 품종별 내습성 차이를 구

명해보고자 본시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땅콩 내습성 검정을 위해 국내 육성품종 대광땅콩등 31

품종의 정선한 종자를 이용하였다. 시간별 종자의 수분 흡

수량를 조사하기 위해서 소립종 조광, 중대립종 대광, 대립

종 팔광등 3품종에 대하여 매 흡수시간 별 종실중을 측정하

였다. 또한 대광땅콩과 팔광땅콩을 이용하여 파종 후 침수

일자별 출현율을 조사하기 위해 사각풋트(43×22×10 cm)에 

버미큐레이트(vermiculite) 토양을 담아 100립씩 종자를 파

종한 직후 침수시켜 25일자까지 3일 간격으로 2반복으로 

조사하였다. 발아중인 종자의 내습성을 검정하기 위해 종자

를 폿트당 100립씩 파종하여 폿트내에서 1일, 2일, 3일, 4일 

발아하도록 두었다가 폿트를 각각 1일, 2일, 3일, 4일, 4일, 

5일씩 침수시킨 후 다시 건져올려 출현정도를 조사하였다. 

이때 종자발아를 위한 수분처리는 vermiculite 폿트에 종자

파종 후 6시간 침수시켰다가 건져서 1일~4일간 발아시킨 

다음 각각 침수처리에 활용하였다. 31품종의 발아종자에 대

한 침수시험은 2일 발아 후 3일 침수에서 출현율이 70% 이

하가 되는 시기(대광과 팔광땅콩)를 기준으로 삼아 내습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땅콩 종실의 무게가 다른 3품종 즉 중립종 조광, 중대립 

대광, 대립종 팔광의 침종시간별 수분흡수율 변화를 나타낸 

것은 Fig. 1과 같다. 이들 품종들은 초기 흡수율은 빠르나 

약 10시간 이후는 흡수율 증가가 미미하였다. 흡수율 50%

에 도달한 것은 3품종 모두 5시간 정도, 55%의 흡수율을 

보인 것은 6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24시간 후에는 조광 

66.6%, 대광 65.1%, 팔광 67.1%에 도달하여 품종간 큰 차

가 없었다. 땅콩은 기름작물로서 흡수율 낮아 Kim et 

al.(1994)은 두 품종의 치상 후 3일간 흡수율을 조사한 결과 

남대는 69.6%, 대광은 65.7%까지 흡수하여 본시험과 비슷

한 경향을 보였다. 땅콩종자는 함수율 35%에서 발아가 가

능하고, 함수율 50%에서 50% 발아율을, 함수율 55~60%에

서는 발아율 100%에 달한다고 하여(Mixon, 1971) 발아를 

위한 흡수는 6시간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땅콩종자를 vermiculite 풋트에 파종한 후 바로 물속에 침

수시켜 처음 1일 이후 3일 간격으로 물에서 건져 파종시켜 

보았을 때 출현율은 Fig. 2와 같다. 두 품종(대광땅콩과 팔

광땅콩) 공히 침수 16일까지도 90% 정도의 출현율을 유지

하였고 그 후로는 급속히 감소하여 침수 19일에는 대광 

73%와 팔광 63%로 되었고 침수 21일에는 43%와 37%로 

감소되며 침수 25일에는 7%와 3%로 출현율이 미미하였다. 

침종에 대한 다른 작물의 발아 연구는 주로 작물간의 수중

발아 여부와 작물의 침수처리 이용성(대사생리, 휴면타파 

등)등에 관한 보고가 많았다(Cho, 1982). 땅콩 발아 시 침수 

저항성은 타 작물과 비교할 수 없으나 이 시험을 통하여 파

종직후 침수는 오랫동안 발아능력을 보유함을 알 수 있다.

vermiculite 폿트 시험을 통하여 대광땅콩과 팔광땅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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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flooding period on emergence depending on days after peanut seeding.

DAS* 

Emergence (%)

1d-flood 2d-flood 3d-flood 4d-flood 5d-flood

DK.** PK.*** DK. PK. DK. PK. DK. PK. DK. PK.

1 90±1.5 91±1.5 89±2.1 87±2.1 77±2.1 73±2.1 40±2.1 33±1.4 23±1.4 7±0.7

2 90±2.1 90±2.1 90±1.5 83±1.5 62±2.8 46±2.8 23±2.1 20±2.1 2±0.7 0±0.0

3 87±2.1 78±2.8 84±2.1 73±1.5 37±2.8 23±2.8 17±2.1 15±2.1 0±0.0 0±0.0

4 88±1.5 70±2.2 30±2.1 17±2.8 10±2.8 0±0.0 0±0.0 0±0.0 0±0.0 0±0.0

DAS*: Days after seeding, **DK: Daekwang, ***PK: Palkwang.

Fig. 3. Screening for excessive water tolerant varieties among 

31 cultivars by flooding at 2 days after seeding for 3 

days.

발아초기 습해검정을 위해 파종 후 1일, 2일, 3일, 4일자에 

따른 각각 1일, 2일, 3일, 4일, 5일간 침수처리를 한 후 출현

율을 Table 1과 같이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발아일

수가 길어질수록, 침수일자가 길어 질수록 땅콩의 출현율이 

급속히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품종간에도 대광이 팔

광보다 침수에 따른 출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80% 이상을 정상출현으로 보았을 때, 대광땅콩은 파종후 

발아 1~3일 후 2일 침수처리까지 정상 출현을 보였다. 팔광

땅콩은 파종 1~2일 후 침수처리 2일까지 정상 출현하였으

며 파종 3~4일 후 침수처리는 1일 침수부터 출현율이 떨어

지기 시작하여 품종차이를 보였다. 두 품종 공히 3일 이상 

침수에서는 모든 발아일수(1~4일)에서 출현율이 급속히 떨

어지고 있다. Choi et al.(1984)은 땅콩 파종 다음날에 1일 

이상 침수되면 종실이 완전히 부패하여 발아 및 출현이 되

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본시험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

는 시험에 사용된 시험 재료(종자, 토양)와 방법의 차로 기

인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휴면중인 종자는 호흡

작용이 극히 미약하지만 발아중인 종자는 호흡작용이 활발

해져 충분한 산소가 공급 되어야 정상적으로 발아할 수 있

는데, 토양 과습시 제일 먼저 발생되는 피해양상은 토양중 

산소 부족으로 호흡작용을 저해하고 발아종자를 고사시킨

다고 하는데(Cho, 1982; Wample et al., 1978)) 본시험 또

한 발아일수와 침수일수 증가에 따른 출현율 감소원인도 산

소공급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표1에서 70%이하 출현율을 보이기 시작한 기간인 파

종 2일 후 3일간 침수처리 방법에 따라 31품종에 대해 내습

성을 검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그 결과 31품종의 출현

율은 0에서 69%까지 넓게 분포하였다. 세광 및 자광땅콩은 

전혀 출현이 없었고, 대광과 신광땅콩은 출현율이 각각 69%, 

67%로 매우 높았다. 침수 후 출현율에 따라 품종을 3그룹

으로 나누었을 때, 출현율 25%이하 품종그룹은 세광, 자광, 

신대광, 대양, 보원, 다누리, 대원, 기풍, 대신, 조안, 다광, 

고광, 상평, 호광 등 14품종, 25%이상에서 50%이하 품종은 

남광, 미광, 풍광, 신남광, 새들, 대풍, 조광, 아광, 백중, 백

안, 왕땅콩, 대명, 팔광 등 13품종이었으며, 50%이상인 품

종은 백선, 대청, 신광, 대광 등 4품종이었다. 대광이 발아기 

침수에 대한 내습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아기 내습성검정을 위해 파종2일 후 3일침수 방법은 품

종간 차이를 보였으나 실제 포장적용 시 연계성과 발아시 

품종간 산소요구에 대한 생리적 검토가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다. Kang(1989)은 국내외 수집품종의 결협기 내습성

을 검토한 결과 국내육성품종은 외국 품종에 비해 대체로 

낮은 그룹에 속하였는데, 중간 저항성 보인 대광땅콩이 가

장 높은 그룹에 속하였고 그 외 남대땅콩, 영호땅콩 등은 낮

은 민감성으로 나타나 앞으로 국내품종의 내습성개량을 위

해 검정방법과 육종에 더욱 힘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적  요

본 연구는 땅콩 파종후 발아기의 내습성 기초자료를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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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파종일수와 침수처리에 따른 출현율을 조사하고 적정 내

습성 검정방법을 찾고자 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품종별 내

습성 차이를 구명해보고자 본시험을 수행하였다.

종자의 흡수율 50%에 도달한 것은 공히 5시간 정도 소요

되었으며 24시간 후에는 조광 66.6%, 대광 65.1%, 팔광 

67.1%에 도달하여 품종간 큰 차가 없었다. 땅콩종자를 

vermiculite 풋트에 파종한 후 바로 침수시켰을 때 대광땅콩

과 팔광땅콩은 공히 침수 16일까지도 90% 정도의 출현율

을 유지하였고 그 후로는 급속히 감소하여 침수 25일에는 

출현율이 거의 없었다. 파종 후 발아일자 1~4일에 각각 침

수일자 1~5일간 침수처리를 하였을 때 발아일수가 길어질

수록, 침수일자가 길어질 수록 땅콩의 출현율이 급속히 떨

어졌다. 대광땅콩은 파종 1~3일 후 2일 침수처리까지, 팔광

땅콩은 파종 1~2일 후 2일 침수처리까지 정상 출현하였으

며 두 품종 공히 3일 이상 침수에서는 모든 발아일수(1~4

일)에서 출현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었다. 

파종 2일 후 3일간 침수처리 방법에 따라 국내육성 31품

종에 대해 침수 시 내습저항성을 검정한 하였을 때 출현율

은 0에서 69%까지 분포하였고 대광땅콩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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