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Soil Sci. Fert. Vol.55, No.3, pp.185-197, 2022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Article
https://doi.org/10.7745/KJSSF.2022.55.3.185

pISSN : 0367-6315 eISSN : 2288-2162

Growth Characteristics and Physiological Responses of 
Soybean (Glycine max  L.) under Excessive Soil Moisture Stress

Hyen Chung Chun1*, Sanghun Lee1, Dong Hyok Gong1, Won-Chan Kim2, Sang-Hyeob Lee3, and Ki Yuol Jung4

1Researcher, Crop Production Technology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RDA, Miryang 50424, Korea
2Professor, Department of Applied Bioscienc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3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Applied Bioscienc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4Senior Researcher, Crop Production Technology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RDA, Miryang 50424, Korea

*Corresponding author: hyen2010@korea.kr

A B S T R A C T

Received: June 29, 2022

Revised: July 19, 2022

Accepted: July 21, 2022

Edited by

Sang Yun Kim,

Sunchon National University, 

Korea

ORCID

Hyen Chung Chun

https://orcid.org/0000-0002-8588-0320

Due to global climate change and poor drainage soil characteristic in paddy fields, soybeans which are one of 

main upland crops in Korea are prone to get stressed by excessive soil moisture during cultivation. Excessive 

soil moisture stress causes poor growth, yield loss, and disease to soybeans. In order to prevent damages by 

excessive soil moisture stres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responses of soybeans under excessive soil mois-

ture condition.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morphological and physiological responses of soybeans by 

excessive soil moisture at various growth stages; V2, R1, R3, R5 and whole growing period. Soybeans were 

planted and characteristics of photosynthesis, chlorophyll fluorescence and 1-Aminocyclopropane-1-carboxilic 

acid (ACC) were measured from leaves after excessive soil moisture treatment. After harvest, growth and yield 

components were measured. As a result, soybean showed the smallest stalk height from soybeans which had 

excessive soil moisture at V2 and whole growing period. On the other hand, the greatest yield loss occurred 

when excessive soil moisture applied at R5, while the smallest at R2 and whole growing period. Soybean leaves 

showed the smallest photosynthetic rate and stomatal conductance under excessive soil moisture condition. 

These decline continued at least 1 week and restored to the values of photosynthetic rate and stomatal conduc-

tance from soybeans with no stress. Soybeans under excessive soil moisture exhibited greater ACC values than 

one of no stress. These increment of ACC continued 2 weeks and diminished. Soybeans treated with excessive 

soil moisture at V2, R1, R3 and whole growing period had decrease in photosynthetic rate and increase in ACC 

values. These results can indicate that changes of ACC contents in soybean leaves may be used as indicator of 

excessive soil moistur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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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s of 1-Aminocyclopropane-1-carboxilic acid (ACC) content from soybean leaves located 

at bottom with excessive soil moisture treatments at various growth stages; V2, R1, R3, R5, Whole 

(whole growing period) and Control (no excessive soil moistur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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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패턴의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국립기상과학원이 1912년부터 2017

년 동안 우리나라 기후패턴을 비교한 결과 평균기온은 1.4°C 상승하였고 강수량은 20세기 초보다 124 mm 증가하였

고 변동상이 커졌다. 강수량 변동성의 증가는 강한 강수는 증가하고 약한 강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KMA, 

2020). 이에 따라 작물재배 기간 동안 폭우로 인한 작물 생육과 수량 감소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전체 농경지 면적 중 50% 이상은 논토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담수로 벼를 재배하는 농사방법으로 인

하여 토양배수가 불량하고 지하수위가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토양은 적은 강수량에도 작물 근권부는 쉽게 과

습조건이 되고 이는 뿌리의 산소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작물에 과습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Hiler and Clark, 1971; 

Belford, 1981; Chun et al., 2021a, 2021b).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쌀의 과잉생산을 낮추고 밭작물의 자급률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논에서 콩을 재배하는 면적은 매

해 증가하여 2017년에 6.3천 ha, 2018년 8.9천 ha, 2019년에 11.5천 ha까지 증가하였다 (KOSIS, 2021). 하지만 논에

서 작물들을 재배할 경우 위에 열거한 토양과 기상 조건들로 인하여 과습 스트레스가 쉽게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작

물의 생육 및 수량 감소가 발생한다 (Lone and Warsi, 2009; Palta et al., 2010; Ren et al., 2014; Ok et al., 2021; Sathi 

et al., 2022). Jung et al. (2011)은 배수불량 논에서 콩을 재배할 때 과습 스트레스 반응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콩은 논

에서 토양수분이 증가함에 따라 생육과 수량 감소가 나타났고, 이를 바탕으로 콩이 수분 스트레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

인다고 결론지었다. Ahmed et al. (2015)과 Rhine et al. (2010)은 녹두와 콩을 과습조건에서 재배할 경우 수량이 20 - 

39%까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Board (2008), Buttery et al. (1993), Puiatti and Sodek (1999)은 과습

으로 인한 콩 식물체내 N, P, K등 양분 함량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과습으로 인해 작물의 생육 및 수량의 감소는 작물 생육시기별로 다르다 (Umaharan et al., 1997). 생육시기별 과습 

또는 침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존 연구에서는 유묘기와 생장기의 콩은 과습으로 인하여 잎

면적, 건물중 그리고 수량 감소가 나타났고, 생육부진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Griffin and Saxton, 1988; Scott et al., 

1989; Linkemer et al., 1998). 이러한 과습에 따른 작물의 생리적 반응과 수량감소는 주로 광합성 작용의 저하로 인한 

것이라고 알려져 왔다 (Olivella et al., 2000). 최근에는 토양 내 과습조건이 뿌리환경에 영향을 주고 이는 줄기와 잎에 

까지 생리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Castonguay et al., 1993). Vartapetian and Jackson (1997)은 과습환경에서 식물

체 내에 생화학적 신호를 1-Aminocyclopropane-1-carboxilic acid (ACC)를 생성하여 뿌리에서 줄기, 잎으로 전달한

다고 밝혔다. 토마토를 과습상태에 노출시키면 ACC가 생성되어 줄기와 잎에 도달하여 ethylene으로 변환되고 이는 

줄기가 가늘게 생장하게 하고 잎의 비정상적 생육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adford and Yang, 1981; 

Banga et al., 1996). 여러 연구들은 ACC와 ethylene은 과습환경에서 식물체 생장과 광합성 작용에 영향을 주고, 환경

여건과 식물 종류에 따라 식물체에 다양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Abeles et al., 1992). 이에 따라 작물의 과습에 대한 

반응, 특히 ACC의 반응은 다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hmed et al. (2006)은 녹두의 과습에 따른 식물체내 ACC 

함량과 광합성의 관계를 생육초기와 개화기 두 시기에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상세한 생육시기별 과습에 

따른 잎의 생리적 반응과 ACC 변화에 대한 연구, 특히 콩에 대한 연구는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물의 과습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잎의 변형, 고사, 수량감소와 같은 피해가 나타나야 판별할 수 있었다. 과습피

해가 나타나기 전에 빠른 과습 스트레스 판별을 위해서 본 연구는 과습상태에서 콩의 생육, 광합성 작용뿐만 아니라 

ACC 함량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생육시기별 과습 스트레스에 대한 형태적, 생리적 변화를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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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습 스트레스 판정을 위한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토양 본 연구는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내 (경상남도 밀양시) 유리온실 내에서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수

행하였다. 온실 내에 1 m (가로) × 1 m (세로) × 1 m (높이) 셀 안에 토양을 동일하게 채워 넣어 총 30개의 셀에서 콩을 

재배하였다. 각 셀은 토양수분 센서 (Gropoint profile, ESS, Australia)를 설치하여 10, 20, 30, 40 cm 깊이에서 30분

마다 토양수분 함량을 측정하였다. 30개 셀들은 개별적으로 토양수분 함량을 수분센서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조절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자동관수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서 Table 1과 같이 생육시기별로 원하는 토양수분 함량

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콩 파종 전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토성, pH, EC, 유기물, 유효인산 (available P2O5), 양이온 

(K, Ca, Mg, Na)을 분석하였다. 토양분석은 농촌진흥청 토양화학 분석법 (NAAS, 2010)에 따라 검정하였다.

Table 1. Soil moisture contents for soybean growth and excessive soil moisture treatments at various growth stages: 

V2, R1, R3, R5, Whole (whole growing period) and Control (no excessive soil moisture treatment).

Growth stage Soil moisture (%, v/v)

V2

24 (before treatment) - 70 (after treatment)
R1

R3

R5

Whole 70

Control 24

토양 화학성을 분석한 결과 실험에 사용된 토양은 작물 재배에 적합한 화학성을 보였다 (Table 2). EC는 제한된 

cell에서 반복적으로 비료투입과 작물재배를 하여 염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염을 정상범위로 낮추기 위하여 

파종 전에 반복적으로 침수와 배수를 반복하여 EC값을 1 이하로 낮추어서 실험을 하였다. EC외 다른 화학성 값들은 

콩 재배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나타났다. 토성은 식양질 양토로 일반 논토양의 배수불량 특성을 갖도록 하

였다. 우리나라 논토양은 배수불량 또는 약간불량 등급에 해당하는 면적이 전체 논토양 면적의 62%가 넘는다 (Jeon 

et al., 2002). 이러한 배수불랑의 논토양과 과습상태를 실험에서 재현하기 위해서 식양질 양토로 콩을 재배하였다.

Table 2. Results of soil chemical and physical analyses. T-N means soil total nitrogen, O.M. means organic matter, Avail. 

P2O5 means available phosphorus, and Exch. cations means exchangeable cations.

pH

(1:5)

EC

(dS m-1)

T-N

(%)

O.M.

(g kg-1)

Avail. P2O5

(mg kg-1)

Exch. cations (cmolc kg-1) Texture (%)

K Ca Mg Sand Silt Clay

6.51 ± 0.31 1.61 ± 0.03 0.13 ± 0.03 1.84 ± 0.43 516.87 ± 80.17 1.46 ± 0.20 12.67 ± 1.62 3.59 ± 0.37 18.1 75.9 6

작물 콩 품종은 대풍 2호 (Daepoong 2)이었고 2021년 6월 10일에 파종하였다. 각 셀에 18개의 콩을 1주2본으로 

30 cm 간격으로 심어서 재배하였다. 파종 전 각 셀마다 시비량은 콩 시비처방기준 (RDA, 2016)에 따라 N-P2O5-K2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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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kg 10a-1 전량 기비하였다. 파종 후 콩 재배는 농촌진흥청 표준재배법에 준하였다. 과습처리 시기는 제2복엽기 

(V2), 개화기 (R1), 협형성기 (R3), 협비대기 (R5)에 처리하고 수확할 때까지 과습상태를 유지하였다. 파종 직후부터 

수확 때까지 전 생육기간 동안 과습처리한 전생육 (whole)과 대조구 (control)로 과습처리하지 않은 콩을 재배하였다. 

콩 파종 후 모든 셀들은 24% 토양수분 함량을 유지하였다. Park et al. (2014)은 29콩 품종의 물 소모량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콩이 정상생육을 할 때 공극률의 50 - 60%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과습처리하지 않은 셀들과 

Control 셀들은 토양의 공극률의 60%인 토양수분 센서값 24% (V/V)로 콩을 재배하였다. Whole 처리한 셀들은 파종 

직후부터 토양수분 70% (공극률 150%)를 유지하여 수확 때까지 과습처리를 하였다. 각 셀은 과습처리 생육시기에 

다다르면 토양수분 함량을 70%까지 증가하여 과습처리를 하였다. 이러한 과습상태는 수확시기까지 이어졌다. 모든 

토양수분 조절은 셀내 자동 관수시스템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조정되고 일정 토양수분 함량을 유지하였다.

과습처리 일주일 후 콩잎의 광합성률 (photosynthetic rate), 기공전도도, 엽록소 형광반응량을 측정하였다. 처리별

로 줄기에서 맨 하위, 중간 및 상부에 위치한 잎을 대상으로 잎의 생리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광합성률과 기공전도도

는 휴대용 광합성 측정기 (LI-6800, LI-COR Biosciences, NE,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엽록소 형광반응량은 

iFL Integrated Fluorometer (ADC BioScientific Ltd., UK)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전 측정대상 잎에 sample 

clip으로 약 20분간 광을 차단한 후 측정할 때는 2,000 µmol m-2 s-1의 광을 조사하였으며, 광화학반응효율 (Fv/Fm)값

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Fm: 최대형광반응, Fv: 최소와 최대형광반응 차이). 광합성률, 기공전도도, 엽록소 형광반

응량을 측정한 잎들은 -80°C로 냉동시킨 후 ACC 함량을 경북대학교에서 분석하였다. 얼린 식물체는 분쇄 후 80% 

methanol 5 mL로 균질화하였다. 원심분리기로 상등액을 축출하고 C18 분말을 상등액에 첨가하였다. 이후 vortexing

으로 다시 상등액을 축출하고 상등액을 Spin-vacuum을 통해 건조시켰다. 건조된 형태의 시료에 H2O 200 µL, buffer 

(0.2 M borate buffer (pH 8.5)) 300 µL, 유도체화 시약 (1.0 mM fluorescamine) 360 µL을 넣고 HPPLC-FLD로 분석

하였다, 콩은 수확 후 생육 및 수량구성요소를 조사하였다.

수분 스트레스에 의한 수량 감소율은 작물 민감성 요인 (crop susceptibility factor, CS)으로 계산하였다. 작물의 주

요 생육기간 동안에 스트레스를 받은 작물의 수량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Hiler, 1969).









(Eq. 1)

여기서, 

 :   생육기에 임계 스트레스를 받은 작물의 수량

  :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경우의 작물의 수량

통계 분석은 SPSS program (IBM, v.26, New York, USA)을 사용하여 ANOVA (analysis of variance)를 95% 유

의수준에서 분석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콩 생육 변화 분석 콩 생육에서 경장은 과습처리를 받지 않은 Control, R3, R5에 과습 스트레스를 받은 콩들이 

더 큰 값을 보였다 (Table 3). R3와 R5는 경장 성장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과습 스트레스를 받아 경장에는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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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V2와 Whole 콩들의 경장값은 각 25.0 ± 16.33 cm, 27.7 ± 17.42 cm였다. 이러한 결과

는 R3, R5, Control과 비교하여 확연히 작은 경장값을 보였다 (p < 0.05). 생육기에 과습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콩 경

장과 같은 생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hao et al. (2013)은 밀의 생육시기별 과습 스트레스 반응을 조사한 

결과, 생육 초기와 개화기 전에 과습처리를 한 경우 뿌리 생육, 식물체 크기 등에서 확연한 감소가 나타났고, 개화기 이

후 생식기간 동안 과습처리한 밀의 생육과 비교하여 더 큰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낸 것을 밝혔다. 성장기의 과습은 뿌

리의 성장과 호흡을 방해하고 이는 직접적으로 식물체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Palta et al., 2010). 

Linkemer et al. (1998)은 콩의 생육시기별 과습처리한 결과 성장기 (V2, V7)에 과습처리한 콩의 생육이 생식기 (R1 - 

R7)에 과습처리한 콩보다 경장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성장기에 과습처리한 콩들이 생식기에 과습

처리받은 콩들보다 더 생육이 안 좋았고, 이는 낮은 경장으로 나타났다.

Table 3. Growth characteristics of soybean with excessive soil moisture treatment at various growth stages; V2, R1, R3, 

R5, Whole (whole growing period) and Control (no excessive soil moisture treatment).

Growth stage
Height

(cm)

Thickness

(mm)

Branch

(count/per plant)

Pod

(count/per plant)

Empty pod

(count/per plant)

Withering rate

(%)

V2 25.0 ± 16.33 b† 12.8 ± 7.59 ab 5.1 ± 3.33 ab 21.6 ± 21.74 b   7.30 ± 12.53 b   2.3

R1 27.7 ± 17.42 ab 13.8 ± 9.04 ab 4.9 ± 3.07 ab 25.3 ± 23.96 b 12.65 ± 12.10 ab 11.1

R3 39.8 ± 13.17 a 10.8 ± 8.63 ab 4.5 ± 3.12 ab 32.3 ± 21.53 b 13.77 ± 7.55 ab 28.4

R5 37.5 ± 14.31 ab 15.9 ± 8.35 a 5.9 ± 3.15 a 21.7 ± 20.28 b 22.93 ± 17.09 a 65.9

Whole 25.5 ± 13.87 b 12.3 ± 7.77 ab 4.5 ± 3.13 ab 30.5 ± 16.64 b   9.73 ± 9.41 b   5.6

Control 33.88 ± 7.19 a   8.0 ± 7.47 b 2.9 ± 1.14 b 47.6 ± 13.64 a   10.6 ± 7.54 ab   0

†a, b and c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level at 95%.

협수는 처리별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빈 협수는 R5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R3, R1의 빈 협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고사율 또한 R5에서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R3와 R1 시기가 다음으로 높은 고사

율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V2와 Whole 콩은 상대적으로 적게 고사 하였다. R1 이후 콩이 과습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고사가 발생한 반면 V2와 Whole 콩들은 고사를 하지 않고 과습 환경에 적응하여 꾸준히 생장하고 생식기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Ara et al. (2015)은 다양한 콩 품종의 내습성을 실험한 결과, 시험대상의 콩 품종 모두에서 R1

보다 R3, R5에 과습을 처리한 경우 협수가 정상생육한 콩보다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협수

의 감소는 수량감소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협수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종실이 없는 빈 협수의 증

가는 수량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수량은 Control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V2, Whole 순으로 나타났다 (Fig. 1). 과습 스트레스에 대한 작물의 감수

성을 정량화한 CS 값을 계산한 결과 (Eq. 1), 콩은 R5에서 CS값이 가장 높았고 또한 수량이 정상과 비교하여 51%의 

감소를 보였다. 반면 과습에 가장 감수성이 낮은 것은 Whole 콩으로 수량감소는 Control과 비교하여 약 27%의 감소

를 보였다. 과습처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R3와 R5는 수량감소가 가장 컸고 과습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도 가장 

높았다. Evans et al. (1990, 1991)은 콩과 옥수수의 생육시기별 과습 스트레스 반응을 정량화 하기 위해서 수량감소율

에 따른 CS값을 계산한 결과, 옥수수는 V2 - V5에, 콩은 R5시기에 CS값이 가장 크며, 과습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

였다고 밝혔다. 백립중은 수량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생육 후기에 과습이 처리되면 백립중 감소도 더 컸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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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은 45.52 g으로 가장 큰 백립중을 보였다 (p < 0.05). R5의 백립중 값은 15.45 g으로 정상과 비교하여 65%의 

감소가 나타났고, 이는 가장 작은 백립중값이었다. 반면 Whole, V2, R1은 상대적으로 백립중의 감소가 작았다. 수량

과 백립중의 결과에서, 성장기에 과습처리 시 생육과 종실생산에 과습 스트레스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

된다. 이는 과습처리가 성장기에 이루어질 경우 콩이 과습환경에 적응하여 생육 및 종실 생산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들에서 생육시기별로 과습처리 시 수량감소율은 개화기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고, 이는 생식기 동안 과습 스

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공통적으로 결론지었다 (Griffin and Saxton, 1988; Scott et al., 1989; Linkemer et 

al., 1998). 과습 스트레스를 받은 콩 종실의 크기는 수량과 같이 종실크기 또한 감소한다고 알려져왔다. Ara et al. 

(2015)은 R1보다 R3에 과습처리 시 수량과 백립중이 더 감소한다고 밝혔고 Sathi et al. (2022)은 12개의 콩 품종들을 

과습처리한 결과 협수, 백립중, 수량이 모두 정상생육한 콩과 비교하여 감소하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의 생육

시기별 과습처리에 따른 수량과 백립중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Fig. 1.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results of soybean yields and 100 seed weights (top) and a distribution of crop 

susceptibility (bottom) from all excessive soil moisture treatments; V2, R1, R3, R5, whole growth period (whole) and 

control (no excessive soil moisture).

콩잎의 면적, 광합성 특성 V2와 Whole 콩잎은 다른 콩잎들보다 잎면적이 더 작은 값을 보였으나, Control과 

비교하여 잎 크기에서 차이는 없었다 (p > 0.05) (Fig. 2). 다른 생육기간별 과습처리에 따른 잎면적은 Control보다는 

더 큰 면적값을 보였다 (p < 0.05). 기존 연구의 과습에 따른 잎면적 결과는 일반적으로 잎면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Linkemer et al. (1998)은 유묘기에 과습처리한 콩잎은 생식기에 과습처리한 콩잎보다 생장속도가 낮았고 이

는 식물체의 낮은 성장속도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Wang et al. (2017)은 개화기에 과습처리하여 경장과 잎면적 

모두 확연한 감소를 보였다고 밝혔다. Guang et al. (2012)은 개화기 이후 과습처리한 목화잎의 경우 잎면적이 증가한

다는 결론을 지었다. 이 연구에서 과습에 따른 잎면적의 변화는 수량 감소와 관련이 적고 과습에 노출되는 시기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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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수량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따라서 과습에 상대적으로 적게 노출된 개화기, 협형성기, 협비대기의 콩잎 

크기가 더 큰 값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results of soybean leaf area from excessive soil moisture treatments at five 

growth stages; V2, R1, R3, R5, whole growing period (whole) and control (no excessive soil moisture contents). Leaf 

areas were measured on July 15th (7.15), July 26th (7.26) and August 12th (8.12).

잎의 생리적 특성을 조사하고자 광합성률, 기공전도도, 엽록소형광 반응 (광화학반응효율, Fv/Fm)을 측정하였다 

(Fig. 3). 파종 후 3주 후부터 측정한 결과 생육초기에는 모든 콩잎의 광합성률은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고 20 µmol 

m-2 s-1 전후의 값들을 보였다. Whole과 V2에 과습처리 일주일 (7월15일) 후 광합성률이 각각 10.67 ± 6.51 µmol m-2 

s-1, 9.57 ± 1.82 µmol m-2 s-1로 가장 낮았으나 이후 생육 중 후기에 이르러서는 증가하는 광합성률을 보였다. R3와 R5

에는 과습처리 전까지는 Control과 비슷한 광합성률을 보였으나 과습처리 이후 (8월 12일, 8월 26일) 모두 급격한 광

합성률 감소를 보였고 이와 같은 광합성률의 감소는 지속되었다. Control 콩은 생육초기와 중기까지 21 µmol m-2 s-1 

전후 값을 유지하고 R1 이후 감소를 하여 R5에는 16.93 ± 2.73 µmol m-2 s-1 값을 보였다. Whole과 V2도 R5에는 

Control과 비슷한 광합성률값을 보였으나 R3와 R5에 과습처리된 콩들은 광합성률값이 2.14 ± 2.07 µmol m-2 s-1, 

2.80 ± 1. µmol m-2 s-1까지 낮아졌다. 기공전도도는 광합성률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엽록소 형광 반응량은 과습

처리에 따른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p > 0.05).

Fig. 3. Distributions of photosynthesis rate (a), stomatal conductance (b) and chlorophyll fluorescence (Fv/Fm, c) from 

soybean leaves with excessive soil moisture at five growth stages; V2, R1, R3, R5, whole growing period (whole) and 

control (no excessive soil moisture contents). Fm represents maximum variable fluorescence and Fv represents difference

between maximum and minimum variable fluor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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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s of photosynthesis rate (a), stomatal conductance (b) and chlorophyll fluorescence (Fv/Fm, c) from 

soybean leaves with excessive soil moisture at five growth stages; V2, R1, R3, R5, whole growing period (whole) and 

control (no excessive soil moisture contents). Fm represents maximum variable fluorescence and Fv represents difference

between maximum and minimum variable fluorescence. (Continued)

콩잎의 ACC 함량 특성 ACC 함량을 과습처리 전후로 분석한 결과 과습처리 후 일주일 동안 ACC 값의 증가를 

보인 후 ACC 값은 과습상태가 유지되면 2 ppm 전후 값으로 안정화가 되어갔다 (Fig. 4). 위치별로 잎의 ACC값은 상

부쪽에 있는 잎보다 하부쪽으로 내려갈수록 과습에 따른 ACC값 변화가 더 컸다. R1에 과습처리한 콩의 경우 상부의 

잎은 ACC값이 2.49 ppm이었고 중간잎은 2.68 ppm, 하부잎은 2.96 ppm이었다. 다른 생육시기에 처리한 콩잎도 하

부의 잎이 과습에 따른 ACC 반응이 가장 컸다. 생육시기별 과습에 의한 잎의 ACC 반응은 다르게 나타났다. Control 

콩은 전 생육기간 동안 평균 1.94 ± 0.21 ppm을 보였다. Control 콩은 ACC값이 평균값에서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

는 값을 보이지 않았다. V2와 Whole 콩잎은 과습처리 일주일 후에 ACC값이 과습처리 하지 않은 ACC값보다 더 큰 

값들을 보였다. 이와 같은 ACC 증가는 줄기의 상, 중, 하부 잎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후 생육이 진행되면서 

과습조건에서도 ACC 값은 감소세를 나타냈고 R5시기 전후로 Control과 비슷한 ACC값을 보였다. R1와 R3는 과습

처리 일주일 후 ACC값이 각각 2.96 ± 0.12, 2.73 ± 0.06 ppm으로 같은 시기 다른 콩잎들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p < 

0.05). R5에 과습처리된 콩잎은 과습처리 후에도 ACC값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R5에 과습처리된 콩잎은 

과습처리 후 ACC값이 평균 1.47 ± 0.70 ppm 다른 처리의 콩잎들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p < 0.05). 이는 광합성, 엽록

소 형광반응 분석과 같은 결과였다. Whole 콩잎에서는 과습처리 일주일 후 V2와 같이 ACC값이 2.35 ± 0.86 ppm으

로 다른 처리의 콩잎들보다 가장 큰 ACC 값을 보였고, 이후 Whole 콩잎의 ACC값이 감소하여 Control과 비슷한 값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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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stributions of 1-Aminocyclopropane-1-carboxilic acid (ACC) analysis from soybean leaves at top, middle and 

bottom layer soybean with excessive soil moisture treatments at various growth stages; V2, R1, R3, R5, Whole (whole 

growing period) and Control (no excessive soil moisture treatment).

토양 내 과도한 토양수분은 콩잎의 광합성과 관련된 생리적 활동을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합성 활동이 저하

가 되어짐과 동시에 ACC 함량은 과습으로 인한 증가를 보였다. 과습에 의한 잎의 생리적 변화는 14일 후 계속되는 과

습상태에서도 광합성 활동량은 감소하고 ACC 함량은 증가하였다. Ahmed et al. (2006)은 과습처리 후 2일부터 녹두 

잎의 광합성 활동이 저하되고 ACC 함량이 증가하고 이후 14일 동안 유지 또는 서서히 감소하여 16일째에 정상생육

하는 녹두 잎과 같은 광합성 활동, ACC 함량이 감소한다고 연구결과를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과습으로 인하여 뿌리 

ACC 함량이 증가하고 이는 식물체 내의 광합성 활동량을 감소시키고 ACC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Jackson (2002)은 ACC 이동은 과습상태의 식물체 잎에 추가 ethylene 형성을 돕고 이 ethylene은 뿌리의 스트레스 시

그널을 식물체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과습을 받은 식물체는 뿌리의 ACC를 받아서 잎에 

ACC를 축척하고 이 ACC는 공기와 만나서 ethylene을 형성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광합성 활동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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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에서 과습처리에 따른 콩의 생육과 콩잎의 생리적 반응에서 Whole 콩과 R5에 과습처리된 콩의 반응은 

다른 콩들과 다르게 보였다. V2, R1, R3에 과습처리된 콩잎은 과습 후 일주일에 광합성 활동량은 감소하고 ACC 증가

를 보이고 14일 후 Control과 비슷한 광합성 활동량과 ACC 값을 보여주었다. 수량은 과습에 노출된 시기가 늦을수록 

감소는 커졌다.

Whole 콩은 과습 초반에는 과습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14일 후부터 콩잎의 생리적 반응은 Control과 비슷한 반

응을 보였다. 줄기의 생육은 정상생육과 비교하여 낮았으나 다른 시기에 과습처리된 콩들보다 수량감소가 더 작았다. 

기존 연구들에서 계속되는 과습환경은 식물체가 과습에 적응하는 형태를 보여준다고 밝혀왔다. 과습에 적응하기 위해 

식물체는 잎의 생장, 줄기 생육, 뿌리의 통기구조 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athi et al., 2022). Voesenek 

and Bailey-Serres (2015)는 과습으로 인한 ethylene 생성, 식물체의 상위생장성, 백화현상 그리고 잎의 노화로 적응

한다고 보고하였다. Luan et al. (2020)은 여러 품종의 콩이 과습에서 뿌리수를 더 증가하는 내습성을 보였고 ethylene 

증가, abscisic acid 감소, 그리고 낮은 산소축적은 세포틈새 공간을 증가시키고 더 나은 엽록체 세포막 형성을 하게되

어 과습 환경에 적응하게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Sairam et al. (2008)은 낮은 산화-환원 헤모글로빈과 산화질소 유

기를 통해 과습 스트레스를 식물체가 더 잘 적응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콩이 생육 초반부터 장기간 과습에 노출된 경

우 위와 같은 이유로 적응을 하게 되어, 줄기, 잎의 생장은 줄어드나 수량감소는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판단되다.

R5에 과습에 노출된 콩은 광합성 활동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수확 전까지 계속적인 감소를 보였다. ACC 함량 또

한 과습에 노출된 이후 다른 시기에 과습처리된 콩들보다 더 낮은 ACC 함량을 나타냈다. 이러한 잎의 급격한 노화작

용은 수량을 가장 크게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었다. Rhine et al. (2010)은 5품종의 콩을 V5시기와 R5시기에 과습처리

를 한 결과 V5 시기에 과습 받은 콩은 17%의 수량감소를 보였고, R5는 수량이 40%까지 감소한다고 밝혔다. VanToai 

et al. (2010) 또한 콩 21품종에서 R1 이후 과습처리한 콩들의 수량 감소가 생육 초기 과습처리한 콩들보다 더 컸다고 

보고하였다. Sung (1993)은 R1과 R5시기에 과습처리한 콩잎에서 니트로게나아제 활동량을 측정한 결과 R1은 과습 

10일처리후 니트로게나아제 활동량이 감소하였으나 과습처리를 제거하면 다시 정상적은 활동량으로 복원을 하였다. 

반면 R5는 과습 4일만에 니트로게나아제 활동량이 매우 낮게 나타났고 토양수분을 정상으로 처리한 이후에도 니트

로게나아제 활동량이 회복되지 못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R5시기에 과습처리를 받으면 식물체가 니트로게나아제 

활동량의 감소와 질소 흡수가 막아지고 이는 식물체가 회복불능의 상태가 된다고 결론지었다. 본 연구에서도 R5에 

과습처리된 콩의 고사율이 65.9%로 다른 시기에 과습처리된 콩보다 더 높은 고사율을 보였다. 이는 과습처리 후 잎의 

광합성이 낮아지고 ACC 함량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회복을 하지 못하여 고사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과습 스트

레스를 받은 콩잎은 광합성 특성의 변화와 ACC 함량의 변화로 특성 지어질 수 있었다. 광합성 특성은 과습처리 차이

에 따른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ACC 함량 변화는 다른 특성들보다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ACC 함량 변화를 과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을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s

본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 콩은 생육기간 중 R3와 R5 기간에 과습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수량감소가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전 생육기간 동안 과습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ACC 함량이 증가하고 광합성이 감소하는 특

성을 보였다. R3, R5를 제외한 다른 생육기간에 과습을 받은 콩잎에서는 ACC와 광합성 활동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

은 콩잎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ACC 특성은 과습 스트레스를 받고 1주일까지 증가한 값을 콩잎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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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시기들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후 콩의 과습 스트레스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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