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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te and optimal water supply to crop is critical in growing stalks and producing maximum yields.
Adzuki bean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legume crops and known as a vulnerable crop to water stress. This
study investigated drought effect on adzuki bean at various growth stages and water use efficiency (WUE)
with different soil moisture contents in order to evaluate response of adzuki bean to drought.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at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in Miryang. Adzuki beans were planted in a Wagner pot
filled with 50% of silt loam soil and 50% of bed soil. Drought treatment was applied at six growth stages: V1,
V3, V5, R1, R3, R5. Another pot experiment was performed in a stainless steel pot with an automated
irrigation system in order to maintain targeted soil moisture content (40, 60 and 80% of field capacity).
Growth and yield characteristics of adzuki bean were measured from all pots. Crop susceptibility (CS) was
calculated from the Wagner pots to quantify drought effect at each growth stage and WUE was measured from
the stainless pots to determine the least water requirement to prevent drought damage. Drought effect was the
greatest in growth reduction at V1 and yield reduction at R3. CS value was the smallest value at V3 and the
greatest at R3. Growth, yield and WUE data of adzuki bean were not different between soil moisture 60% of
field capacity and 80%, while ones from 40% soil moisture content were smaller than others. Adzuki bean
exhibited great vulnerability to drought stress at reproductive stage and it required at least soil moisture 60%
of field capacity to prevent drought damage. These results will be useful to water management of adzuki bean
and prevent drought damage in adzuki bean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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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daily water used from adzuki bean cultivated with different soil moisture content (40,
60, 80% of filed capacity). DAP represents days after pla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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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팥 (Adzuki bean, Vigna angularis var. nipponesis)은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 재배된
두과작물중에 하나이며 단백질을 공급하는 주요 식량자원으로 콩 다음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Sacks, 1977).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팥의 재배기간 (6월 - 8월) 동안 대기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가 심화되었다 (Lee et al., 2020).
팥의 재배기간 (6 - 8월) 동안 평균 기온은 2014년 23.3°C에서 2018년에 25.1°C로 상승을 하였고 평균 강우량은 2014
년은 213.8 mm에서 2018년은 202.7 mm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작물이 가뭄 피해를 받기 더 쉬워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작물 생육 발달과 수량을 감소시킨다 (Lee et al., 2013).
가뭄 영향에 대한 두류 작물의 반응은 주로 콩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가뭄 강도가 증가할수록 콩의 줄기 및
잎 크기 감소 (Hoogenboom et al., 1987; Sloane et al., 1990)가 나타나고, 콩 생육 시기별 가뭄의 피해는 개화기와 협
형성기 사이에 가장 크고 이 시기에 가뭄으로 인하여 수량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Desclaux et al., 2000). 팥의 가
뭄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생리학적 반응을 규명하는데 주력해왔다 (Wu et al., 2016; Srivastava et al., 2018; Kang
et al., 2020). 생리학적 반응을 연구한 논문들은 생리적 기작을 바탕으로 팥의 가뭄 피해를 줄이려는 연구내용을 주로
하고 또한 품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이루어져왔다. 팥의 수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팥이 수
분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 조건에서 콩과 팥 뿌리의 생육 발달을 비교한 결과 콩은 파종시 포
장용수량 70%까지 낮아져도 뿌리가 정상 생육을 하지만, 팥은 파종시 포장용수량 100% 보다 감소하면 뿌리 생육이
저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Chun et al., 2019). 기존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팥은 토양 수분 함량 차이에 따라 생육과
수량 차이가 확연히 나타났고 수분 스트레스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물 사용은 가뭄과 같은 제한적인 재배 환경에서 작물의 생육과 수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Oweis et al., 2000). 작물 수분 이용 효율은 투입한 관개량당 생산된 종자 수량이나 생체량을 나타낸
다 (Van Duivenbooden et al., 2000). 수분 이용 효율은 환경 스트레스, 특히 수분 스트레스에 대한 작물의 반응을 판
단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Raeini-Sarjaz and Barthakur, 1997). Rosales et al. (2012)은 콩 품종별 가뭄 스트레스 저항
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광합성, 기공전도도와 함께 수분이용효율 분석을 하였다. Polania et al. (2016)은 강낭콩의 가
뭄 저항성을 판별하기 위하여 수량성과 수분이용효율값을 같이 비교하였다. 팥의 수분이용효율에 대한 연구는 국내
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팥의 가뭄 영향에 따라 나타날 생육과 수량의 차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재배기간 동안 토양 수분에 따른 팥의 생육과 수량수분이용효
율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표는 팥의 가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생육 시기
별로 가뭄 처리를 하여 생육과 수량을 평가하고 또한 재배 기간 동안 토양 수분 함량에 따른 수량 및 수분이용효율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Materials and Methods
토양 및 작물 팥의 가뭄에 대한 연구는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부내 온실에서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다. 팥 품종은 아라리이고 토양은 시판용 상토 바로커 (원예용) 50%와 일반 토양 (미사질 양토) 50%가 섞여
서 사용되었다. 토성분석은 일반토양의 경우 hydrometer로 분석하였고 상토는 업체 분석값을 이용하였다. 일반 토양
의 특성과 상토 특성은 Table 1,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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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silt loam soils used in the experiments.
pH
(1:5)
7.19

EC
-1
(dS m )

Organic matter Available P2O5 Cation Exchange Capacity (CEC)
(g kg-1)
(mg kg-1)
(cmolc kg-1)

0.07

1.33

151.40

Particle size distribution
(%)

K

Ca

Mg

Sand

Silt

Clay

0.33

7.72

1.57

25.4

74.2

0.4

Table 2.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bed soil used in the experiment.
pH
-1
(1:5,v v )

EC
-1
(ds m )

NO3-N
-1
(mg kg )

NH4-N
-1
( mg kg )

Av.P2O5
-1
(mg kg )

Cation Exchange Capacity
+ -1
(cmol ℓ )

Bulk density
-3
(Mg m )

7.0

0.65

200

150

200

35

0.15

포트 실험 포트 실험은 모두 두가지 실험으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첫번째 실험은 팥의 생육 시기별 가뭄 처리에
따른 생육과 수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두번째 실험은 팥의 재배기간 동안 일정한 토양 수분을 관리하여 작물 생육 기
간 동안 일정한 가뭄 영향을 받도록 하여 이에 따른 생육과 수량, 수분이용효율을 조사하였다.
생육 시기별 가뭄 영향 실험을 위해 와그너 포트 (1/5000)에 일반 토양 50%와 상토 50%를 채워 넣었다. 파종 전 토
양에 비료는 작물별 비료사용처방 기준 (NIAS, 2017)에 따라 요소 0.26 g, 용성인비 0.60 g, 염화가리 0.20 g을 포트당
시비하였다. 팥은 6월 1일에 파종하여 일반 재배법에 따라 포트당 5 종자씩 파종 한 후 V1 시기에 2본씩 솎은 후 재배
하였다. 파종 후 6일 후부터 V1, V3, V5, R1, R3, R5 시기에 5일 동안 가뭄 처리가 이루어 졌다. 파종 후 매일 토양수
분 관리를 위하여 물을 주었고 하루 2번 수분센서를 체크하여 물을 주입하였다. 가뭄 처리 3일 전부터 가뭄 영향을 원
하는 시기에 주기 위하여 물 공급량을 감소하였다. 5일 가뭄 처리가 끝난 후 포트들은 충분히 수분을 투입하여 수확 시
기까지 정상 재배하였다. 정상 재배 동안 포트의 토양 수분은 23.8 ± 3.9%를 유지하였고 가뭄 처리 기간 동안의 토양
수분은 8.2 ± 1.6%를 유지하였다. 대조구 (control)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토양 수분은
25% 이상 유지하였다. 포트는 각 처리 마다 5개의 반복을 두고 대조구의 5 반복을 합하여 총 35개의 포트에 팥을 재배
하였다. 잎의 광합성 특성은 잎 엽록소 측정장치 (SPAD chlorophyll meter, Minolta Corp. Ramsey, NJ)와 기공전도
도 (Leaf porometer, Meter Group, W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잎의 광합성 특성은 가뭄 처리가 들어가고 5
일차에 각 포트마다 3반복으로 측정하였다. 수확 후 기본적 생육과 수량구성요소들을 측정하였다. Hiler (1969)가 제
안한 작물 민감성 요인 (Crop Susceptibility Factor, CS)을 바탕으로 작물의 가뭄에 대한 민감도를 계산하였다.
x  x
   
x

(Eq. 1)

여기서, x :  생육기에 임계 스트레스를 받은 작물의 수량, x :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경우의 작물의 수량
가뭄 영향에 따른 팥의 생육 반응과 수분이용효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스테인레스 포트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Fig. 1). 각 포트는 지름이 15 cm와 50 cm 높이의 원기둥 모양으로 제작되었다. 이 포트 안에 각 40 kg의 토양 (50%
바로커, 50% 일반 토양)을 채워 넣었다. 각 포트마다 비료는 요소 1.05 g, 용성인비 2.41 g, 염화가리 0.80 g을 시비하
였다. 총 24개의 포트가 제작되어 토양 수분 함량 (포장용수량의 40% (40%FC), 60% (60%FC), 80% (80%FC))을 자
동으로 유지하며 팥을 재배하도록 실험하였다. 포장용수량에 따른 토양 수분 함량은 Table 3과 같다. 각 포트에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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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센서가 지표에서 10 측 깊이에 설치되어 매 30분 마다 토양 수분을 측정하고 토양 수분 함량이 지정한 함량보다
낮아지면 미니 스프링쿨러를 통해 물이 공급되었다 (Fig. 1b). 각 토양 수분함량 마다 7개의 반복을 두었다. 증산량을
측정하기 위해 2개의 포트는 똑같은 토양 조건에 팥을 재배하지 않고 매일 일정량의 수분을 공급하였다. 모든 포트는
저울 위에 설치하여 매 30분 마다 무게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일일 수분 소모량은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된 포트 무게
와 전날 같은 시간의 포트 무게를 뺀 후 그 값에서 증산량을 뺀 값으로 계산되었다.
수분이용효율 (WUE, water use efficiency)은 토양 수분 함량에 따라 재배기간 동안 조사된 증발산량과 지상부 생
장량 및 수량의 상호관계로부터 수분이용 효율을 평가하였다. 재배기간 동안 작물 생육과 수량에 쓰여진 총 물 양으로
생산된 종자 수량을 나누어서 구하였다 (Varga et al., 2013).

Fig. 1. Diagram of the experiment pots. (a) is a pot layout with an automated control and (b) is a pot diagram showing
a location of soil moisture sensor and an irrigation method to measure water use efficiency.
Table 3. Actual soil moisture contents for each treatment. 40 % soil moisture content of field capacity is presented as
40%FC, 60% soil moisture content of field capacity as 60%FC, and 80% soil moisture content of field capacity as 80%FC.

40%FC

Soil moisture content
(%)
14

60%FC

22

80%FC

27

Field capacity

33.8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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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UE (kg m ) =

Grain yield (kg)

(Eq. 2)

Water used (m3)

통계분석 모든 조사 및 분석한 결과는 분산분석 (ANOVA) 및 다변량분석을 SPSS (v.9.0.1, SPSS Inc., Chicago,
USA)에서 유의적 차이를 95% 유의수준에서 조사하였다.

Results
생육 시기별 가뭄 처리에 따른 팥 생육 및 수량 특성 분석 각 생육 시기별 가뭄 처리에 따른 수량구성요소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Table 4, 5). 가뭄 처리를 받지 않은 팥의 경장과 종실 수량은 각 32.94 ± 4.26 cm, 6.80 ±
-1

1.93 g pot 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p = 0.0). 팥은 V1 (21.17 ± 6.08 cm)에 가뭄 처리를 받은 경우 가장 저조한 생
-1

육을 보였다 (p = 0.02). 반면 수량에서는 R3에 가뭄 처리를 받은 경우가 2.13 ± 2.64 g pot 으로 가장 낮았다. 수량에
서 팥은 V3를 제외하고 모든 생육시기에서 가뭄 처리에 의한 수량 감소가 나타났다. SPAD 값들과 기공전도도 값들
또한 V5에서 R3 사이에 가장 낮은 값들을 나타냈다. 기존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콩과 같은 작물들이 초기 생육시기에
서 가뭄 영향을 받아도 생육과 수량의 감소가 적다고 알려져 왔다 (Gwathmey and Hall, 1992). Turk and Hall (1980)
은 초기 생육시기에 가뭄 처리가 된 후 가뭄이 완화되면 초기 가뭄 피해를 빠르게 극복하고 생육과 협 형성을 정상화
시킨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작물 또는 품종에 따라 생육 초기 가뭄 영향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 이는 작물 생존율 또
Table 4. Growth characteristics of adzuki bean, photosynthesis and yield components from all growth stages.
Growth stage

Height
(cm)

Thickness
(mm)

Branches
per plant

No. capsule
per plant

Yield
-1
(g pot )

V1

21.17 ± 6.08b

5.29 ± 1.00c

2.00 ± 1.10

6.67 ± 3.78

4.70 ± 2.19b

V3

29.50 ± 2.88b

6.18 ± 1.39b

3.33 ± 2.7

10.50 ± 3.83

6.19 ± 4.27ab

V5

37.75 ± 4.91a

7.47 ± 0.95ab

4.33 ± 2.52

7.67 ± 3.06

4.95 ± 1.80b

R1

32.75 ± 17.26ab

5.91 ± 1.30c

2.00 ± 1.41

9.00 ± 6.08

4.48 ± 2.66b

R3

38.00 ± 12.92a

7.74 ± 0.68a

3.20 ± 1.64

5.60 ± 5.39

2.13 ± 2.64c

R5

31.80 ± 1.30ab

5.78 ± 0.67c

3.40 ± 1.14

6.60 ± 2.19

4.70 ± 0.65b

Control

32.94 ± 4.26ab

6.34 ± 093ab

2.44 ± 1.67

8.89 ± 3.48

6.80 ± 1.93a

SPAD†

Stomatal conductance†
(mmol m-2s-1)

Withering rate
(%)

V1

21.17 ± 6.08a

5.29 ± 1.00ab

22.0

V3

29.50 ± 2.88a

6.18 ± 1.39b

0.0

V5

37.75 ± 4.91b

7.47 ± 0.95c

0.0

R1

32.75 ± 17.26ab

5.91 ± 1.30c

42.5

R3

38.00 ± 12.92b

7.74 ± 0.68c

33.3

R5

31.80 ± 1.30b

5.78 ± 0.67b

0

Control

32.94 ± 4.26a

6.34 ± 093a

0

Growth stage

†

Measured under drought condition.
a,b,c,d: statistical differences across growth stages at 95% level.

‡

476 ∙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Vol. 53, No. 4, 2020

는 후기 생육과 수량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Mai-Kodomi et al., 1999; Chun et al., 2019). 본 연구에서
도 팥은 초기 가뭄 처리 (V1)에 따라 고사율이 22%로 생식 성장기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고사율을 보였다. 생육시기
별 가뭄 처리에 따른 광합성 관련 특성을 보면 SPAD 값들과 기공전도도 모두 R1, R3가 가장 낮았다 (p = 0.04). 기존
연구들에서 콩에 가뭄 처리를 생육시기별로 할 경우 R1 - R4사이에 가뭄으로 인하여 잎의 광합성 기능이 가장 떨어지
고 이로 인한 수량 저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알려져 있다 (Jin et al., 2007; Sengupta et al., 2019). 이와 같이 본 연
구에서도 생식 성장기인 R3에서 광합성 기능과 수량 감소가 가장 컸다.
CS값은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현재까지 옥수수, 콩, 팥의 생육시기별 과습에 대한 민감
도가 밝혀져 있다 (Evans and Skaggs, 1984; Purwanto et al., 1993; Chun et al., 2016). CS값이 1에 가까울수록 가뭄
처리에 따른 영향이 강하다는 뜻으로 본 연구에서 생육 시기별 가뭄에 대한 CS값은 Fig. 2에 나타나있다. CS 값은 V1
에서 0.3이었고 V3에서 0.1로 낮아졌다.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R3에서 0.6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팥 재
배기간 동안 V3기간에 가뭄이 발생하여도 팥 생육과 수량에 대한 영향이 가장 적다는 뜻이고 R3시기에 가뭄이 들면
수량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임을 뜻한다.

Fig. 2. Results of crop susceptibility (CS) from six growth stages; V1, V3, V5, R1, R3, R5.
Table 5. Growth characteristics of adzuki bean, photosynthesis and yield components from all soil moisture contents.
40 % soil moisture content of field capacity is presented as 40%FC, 60% soil moisture content of field capacity as
60%FC, and 80% soil moisture content of field capacity as 80%FC.
Soil moisture content
(%FC)

Height
(cm)

Thickness
(mm)

Branches
per plant

No. capsule per
plant

Yield
-1
(g pot )

40

27.88 ± 2.75c

5.36 ± 0.88c

0.0b

4.00 ± 3.21b

22.85 ± 13.91b

60

81.00 ± 4.16b

10.93 ± 2.05a

8.50 ± 1.29a

89.50 ± 22.01a

92.49 ± 23.98a

80

90.25 ± 2.5a

8.56 ± 0.69b

7.25 ± 2.06a

74.00 ± 20.70a

108.74 ± 30.35a

Biomass
(g/ plant)

100 grain weight
(g)

Withering rate
(%)

SPAD

Stomatal
†
conductance
2
(mmol/m s)

40

20.75 ± 12.54b

0.0b

90.0

18.08 ± 4.13b

0.06 ± 0.04b

60

235.95 ± 91.05a

14.55 ± 1.42a

0.0

42.33 ± 2.71a

0.46 ± 0.26a

80

164.23 ± 33.98a

15.66 ± 1.07a

0.0

47.30 ± 3.28a

0.59 ± 0.17a

Soil moisture content
(%FC)

†

Measured at the 60th day after planting.
a,b,c,d: statistical differences across growth stages at 95% lev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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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수분 함량별 수분이용효율 분석 팥의 재배기간 동안 토양 수분을 포장용수량의 40 (40%FC), 60 (60%FC),
80% (80%FC)를 유지하여 생육과 수량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40%FC의 팥은 재배기간 동안 생육이 다른
-1

토양 수분 함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값 (경장, 경태, 주당협수 등)을 보였고 이는 낮은 수량 (22.85 ± 13.91 g pot )
으로 나타났다 (p = 0.00). 60%FC에서 재배된 팥의 경우 생육은 80%FC에서 재배된 팥보다 저조하였으나 수량에서
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05). 이와 같은 결과는 잎의 광합성 기능인 SPAD와 기공전도도에서 같은 경향을 보
였다. 40%FC에서 재배된 팥은 재배기간 동안 가뭄 스트레스를 받아 생육과 수량이 모두 저조한 반면 60%FC 이상에
서 재배된 팥은 가뭄으로 인한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각 토양 수분 함량에서 재배한 팥의 일일 수분 소모량 결과는 Fig. 3에 나타나있다. 팥의 일일 수분 소모량은 토양
-1

수분 함량에 따라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 파종 후 5일부터 15일까지 60%FC와 80%FC는 0.79 mm day 와 0.93 mm
-1

-1

day 로 나타났고 40%FC는 0.1 mm day 로 현저히 낮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파종 시 토양 수분 함량이 낮은 경우 발

Fig. 3. Distributions of daily water used from adzuki bean which were cultivated with different soil moisture content;
40% of field capacity (40% FC), 60% of field capacity (60% FC), and 80% of field capacity (80% FC). DAP represents day
after planting.

Fig. 4. Averaged and standard deviation results of water use efficiency from adzuki bean which were cultivated with
different soil moisture content; 40% of field capacity (40% FC), 60% of field capacity (60% FC), and 80% of field capacity
(80%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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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후에도 수분을 많이 흡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Chun et al. (2019)는 콩과 팥의 뿌리 발달을 다양한 토양 수
분에서 비교한 결과 팥은 포장용수량의 100% 미만인 경우 뿌리 발달이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파종 후
토양 수분 함량이 낮은 경우 뿌리 발달에서부터 생육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수분 소모량 또한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
다. 40%FC에서 재배된 팥은 수분 소모량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파종 후 55일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팥 지상
부는 이 시점부터 고사가 진행되어서 최종 고사율이 90%에 이르렀다. 60%FC와 80%FC 포트의 팥은 수분 소모량이
파종 후 50일 이후부터 꾸준한 증가를 보이다가 파종 후 70 - 80일에 최고 높은 수분 소모량을 보였다. 80%FC의 팥은
-1

-1

파종 후 75일에 9.13 mm day 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60%FC는 80일에 5.53mm day 로 가장 높은 수분 소모량 값
을 보였다. 팥에 관한 수분 소모 (요구)량을 연구한 결과는 없으나 콩을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콩 수분 소모량은 파
종 후 75일에 가장 높은 수분 소모량을 나타냈다 (Kuo et al., 2006). 콩 품종 간 수분 소모량 차이를 분석한 결과 183
-1

-1

-1

-1

mL plant day - 64 mL plant day 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Park et al., 2014). 수분 소모량의 계산 방식, 작물, 품종
에 따라 수분 소모량은 다양하게 나타나나 공통적으로 파종 후 70일 이후로 가장 높은 수분 소모량을 보이고 있는 이는
본 연구 결과와 같다. 60%FC에서 재배된 팥은 80%FC의 팥보다 토양 수분 함량이 낮아 더 낮은 수분 소모량을 보였으
나 콩 생육에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며 감소하지 않았고 수량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
는 팥 재배시 토양 수분 함량이 포장 용수량의 60%까지 떨어져도 생육과 수량에는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수량과 사용한 물의 양을 바탕으로 수분이용효율을 계산하였다 (Fig. 4, Eq. 2). 통계적으로 수분이용효율 값들은
60%FC와 80%FC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40%FC는 현저히 낮은 값을 보였다. 수분이용효율은 가뭄 조건에서 작
물 반응도를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Blum, 2009). Raeini-Sarjaz et al. (1998)는 가뭄 스트레스 강도가
증가할수록 수분이용효율은 감소하는 것을 밝혔고 Webber et al. (2006)은 약한 가뭄 처리로 작물의 수분 이용효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밝혔다. 또한 적은 물 양으로도 수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물양 산정을 위해 수분 이용효율을 이
용하여 왔다 (Zhang et al., 1998; Kang et al., 2000; Webber et al., 2006). 본 연구 결과에서 토양 수분 함량을 포장용
수량의 60%로 유지하여도 팥의 생육과 수량성이 떨어지지 않고 수분이용효율도 낮아지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팥의 수분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로 콩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팥 재배시 콩
과 같은 두과 작물로 물관리를 동일하게 처리하여 왔다. 콩의 일일 수분 소모량을 연구한 연구들은 평균적으로 파종
-1

-1

후 초기 20일 동안은 0.1 - 0.2 mm day 의 수분을 사용하고 그후 꾸준히 상승하여 파종 후 70일 경에 15.24 mm day

로 최고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ram et al., 2005). 본 연구에서 팥은 파종 후 15일 정도까지 수분 소모량
이 0.7 - 0.9 mm day-1로 콩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최고 소모량은 콩 최고량의 반도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
는 팥은 초기 한발에 매우 취약하면서도 개화기 이후에는 콩보다는 더 적은 물양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Chun
et al. (2018)에서 콩과 팥의 과습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평가에서 팥은 콩보다 과습 조건에 더 약하다는 결과를 밝혔
다. 이는 팥이 콩보다 수분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과습에 더 취약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팥
은 생육 시기별로 수분 요구량이 콩과는 매우 다르고 또한 수분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므로 재배시 물관리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가뭄 영향에 따른 팥의 생육시기별 반응과 토양 수분 함량에 따른 수분이용효율 특성을 분석하였다. 팥
은 생육 시기 중 R3에 가뭄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고 재배 기간 동안 토양 수분 함량이 포장용수량의 60%까지는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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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팥 재배시 콩과 비교하여 초기 생육에서는 토양 수분
을 높게 잡고 이후는 콩보다 낮게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팥 재배 기간 동안 가뭄과 과습 피해를 최고화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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