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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 주요 콩 품종별 파종기에 따른 생육일수 및 적산온도 반응

이재은*, 정건호, 신수현, 김성국, 김민태, 심강보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재배환경과

[서론]

콩은 전형적인 단일성식물로서 일장반응이 매우 예민한 작물이며, 개화와 성숙 기간에 따라 조생종인 올콩과 중생종 및 중만

생콩 품종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올콩은 개화 및 성숙반응이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중만생콩은 일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주요 콩 품종의 온도와 일장이 개화 및 성숙에 미치는 생리·생태반응을 체계적으로 분석

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파종기를 달리함으로써 생육기간 중 일장에 차이를 두어 주요 콩 품종의 파종에서 

개화기(R2), 종실비대성기(R6), 성숙기(R8)까지의 소요일수와 적산온도를 구하고, 일장과 온도가 개화, 종실비대 및 성숙반

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품종은 우리나라 주요 콩 품종 22종과 북한 수집 3종 등 25개 품종이었다. 파종기는 6월 1일, 6월 15일, 6월 30일, 7월 15일, 

7월 20일 이상 5시기로 하여 생육기간 중 온도와 일장의 차이를 유도하였으며, 재식거리는 60 × 15cm이었고 1주 2본으로 재배

하였다. 시험구는 파종기를 주구로 하고 품종을 세구로 하여 3반복으로 배치하였다. 개화기, 종실비대성기 및 성숙기는 처리

구 중앙 3주의 콩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모든 처리구의 파종에서 개화기(R2), 종실비대성기(R6) 및 성숙기(R8)까지 

일평균기온을 합하여 적산온도를 구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밭작물시험포장(수원, N37.26, E126.98)

에서 2017년에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25개 시험품종의 평균 생육일수와 적산온도는 6월 1일 파종기가 각각 121일, 2,906℃ 이었으며, 점차 감소하여 7월 20일 파종

기가 각각 90일, 2,119℃ 이었다. 조생종인 큰올콩의 경우 생육일수는 6월 1일 파종기가 102일 정도 소요되었고, 점차 감소하

여 7월 20일 파종기는 78일 정도까지 단축되었으며, 각 생식생장단계(파종~개화, 개화~종실비대성기, 종실비대성기~성숙

기)까지 최저 소요일수는 각각 29일, 34일, 13일 정도이었다. 적산온도는 6월 1일 파종기가 2,512℃ 정도 이었고, 점차 감소하

여 7월 20일 파종기는 1,810℃ 정도 이었으며, 각 생식생장단계까지 최저 적산온도는 각각 811℃, 823℃, 272℃ 정도이었다. 

수량성은 6월 상순~하순 파종기에는 230kg/10a 정도를 유지하였으며, 성숙(개화~성숙기)에 필요한 최적의 적산온도는 

1,300~1,500℃ 범위이었다. 중생종인 선유콩의 경우 생육일수는 6월 1일 파종기가 117일 정도 소요되었고, 점차 감소하여 7

월 20일 파종기는 83일 정도까지 단축되었으며, 각 생식생장단계까지 최저 소요일수는 각각 33일, 34일, 14일 정도이었다. 적

산온도는 6월 1일 파종기가 2,843℃ 정도 이었고, 점차 감소하여 7월 20일 파종기는 2,070℃ 정도 이었으며, 각 생식생장단계

까지 최저 적산온도는 각각 936℃, 822℃, 291℃ 정도이었다. 수량성은 6월 상순~하순 파종기에는 240~260kg/10a 정도 수량

을 유지하였으며, 성숙에 필요한 최적의 적산온도는 1,400~1,600℃ 범위이었다. 중만생종인 선유콩의 경우 생육일수는 6월 

1일 파종기가 135일 정도 소요되었고, 점차 감소하여 7월 20일 파종기는 105일 정도까지 단축되었으며, 각 생식생장단계까지 

최저 소요일수는 각각 40일, 38일, 22일 정도이었다. 적산온도는 6월 1일 파종기가 3,205℃ 정도 이었고, 점차 감소하여 7월 

20일 파종기는 2,334℃ 정도 이었으며, 각 생식생장단계까지 최저 적산온도는 각각 1,097℃, 831℃, 389℃ 정도이었다. 수량

성은 6월 상순~하순 파종기에는 240~260kg/10a 정도 수량을 유지하였으며, 성숙에 필요한 최적의 적산온도는 1,400~1,60

0℃ 범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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