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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립형 및 반직립형 초형 땅콩의 수확시기에 따른 생육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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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땅콩은 꽃이 동시에 피지 않아 꼬투리의 성숙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수확시기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너무 일찍 수확하게 

되면 미성숙 꼬투리가 많아 수량이 감소하고, 너무 늦게 수확하면 과숙협이 많아지며 자방병이 약해져 수확할 때 꼬투리가 많

이 떨어져 수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땅콩의 기계수확 적기를 설정하기 위하여 수확시기에 따른 수량과 특성을 조사

하고자 하 다. 

[재료 및 방법]
2018년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밀양 소재)의 시험포장에 직립형 초형인 다안, 반직립형 초형인 신팔광을 1주 2본 무피복 

재배하 다. 휴폭 110cm로 고휴 2열, 조간거리는 기계수확에 적합한 30cm, 주간거리는 10cm로 파종하 다. 수확은 개화 후 

80일, 90일 및 100일에 하 으며, 땅콩의 생육특성은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에 따라 수확기마다 조사하 다. 자방

병은 장력측정기(DS2-50N)을 사용하여 식물체당 3회씩 20개체를 3반복으로 조사하 다. 

[결과 및 고찰]
땅콩의 수확기 생육특성 중 주경장은 직립형 초형인 다안 47.4cm, 반직립형 초형

인 신팔광 46.4cm로 크게 차이나지 않았지만, 재배포장에서 식물체의 높이는 초형의 향으로 다안 46.6cm, 신팔광 27.0cm
로 큰 차이를 보 다. 땅콩 콤바인 수확을 위해서 재배포장에서 30cm이상이 적합하기 때문에 기계수확을 위해서 다안이 적합

할 것으로 여겨진다. 개체당 성숙한 꼬투리의 수는 개화 후 80일 처리에서 21.2개, 90일에 26.4개, 100일에 29.0개 으며, 미성

숙 꼬투리의 수는 80일 9.5개, 90일 8.4개, 100일 6.2개로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꼬투리의 수는 증가하 으나, 미성숙 꼬투리

의 수는 감소하 다. 자방병의 장력은 다안 7.95kg, 신팔광 6.34kg으로 다안이 높았으며, 수확시기에 따른 자방병의 장력은 

개화 후 80일에 6.42kg, 90일에 7.37kg, 100일에 7.65kg 이었으나, 90일 이후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종실 수량은 다안 

453kg/10a, 신팔광 404kg/10a로 다안이 높았으며 수확시기에 따른 종실 수량은 80일 328kg/10a, 90일 404kg/10a, 100일 

554kg/10a로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높았다. 초형과 수확시기에 따른 땅콩의 생육특성을 조사한 결과 다안은 개화 100일 후 

수확할 때 기계수확에 적합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땅콩 콤바인을 사용하여 손실률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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