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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ddy fields have a high moisture content and high groundwater level. When cultivating crops in paddy 

fields, there is a possibility of causing moisture damage at the roots and poor plant growth due to flooding and 

wet injur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growth and yield of peanut and the changes in soil 

physico-chemical properties with the ridge height in paddy fields. In the 40 cm ridge height treatment, the 

decay rate of peanuts was lowest and the ratio of ripen pods, weight of 100 grains, and grain yield were highest. 

As the ridge height increased, the soil acidity and electrical conductivity increased and the bulk density and 

hardness of the soil decreased, and the liquid and gas phase increased. When growing crops in paddy fields, 

raising the ridge height resulted in the reduction of wet injury, and the improvement of soil physical properties 

led to the stable production of peanut. From thes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adjustment of the ridge height 

40 cm could improve the characteristics of peanut yields and soil physical properties in padd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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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eld and yield components of peanut plant with the ridge height.

Treatment

No. of 

ripen pods

(plant-1)

Ratio of 

ripen pods

(%)

Decay ratio 

of ripen pods

(%)

Kernel ratio 

of pod

(%)

100 grains 

weight

(g)

Grain yield

(kg ha-1)

20 cm 29.1 b† 62.4 b 19.2 a 69.7 a   97.3 b 3,370 c

30 cm 33.4 ab 67.2 ab 11.8 b 69.8 a 101.7 b 3,990 ab

40 cm 40.3 a 74.6 a   5.4 c 72.1 a 111.2 a 4,520 a

†Values within columns having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5 as determined

by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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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농업환경 및 농업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주곡 생산 위주의 논을 탄력적으로 이용하여 밭작물의 논 재배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벼 재배면적은 2016년 779천 ha에서 2021년 732천 ha로 감소 (MAFRA, 2021) 추세이

며,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995년 106.5 kg에서 2021년 57 kg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상기후 등에 따라 쌀 부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국가간 식량안보로 국제 곡물가가 급등할 수 있으므로, 식량사정에 따라 논과 밭으로 탄력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Han et al., 2017).

논을 밭으로 이용하면 입단형성, 지력 증진, 통기성 증가, 병충해 억제, 수량증대 효과 (Lim et al., 2014; Oh et al., 

2016)가 있지만 밭 작물을 논에 재배할 때 논 토양 특성에 따른 배수불량에 의한 습해발생 (Lee et al., 2009, 2012), 담

수와 배수의 반복으로 인한 산화, 환원철의 과잉흡수 장해 발생 (Sohn et al., 2009; Lee et al., 2013, 2014) 등 토양조

건, 토성 등과 파종시기 및 강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밭 재배에 비하여 습해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밭 작물은 일반적으로 수분에 민감하여 습해에 의한 식물 생장 불량이 수확량 저하로 이어지는 원인 (Lee et al., 2021) 

중 하나 이다. 배수가 불량한 토양은 토양수분 과다로 토양공극이 수분으로 포화되어 작물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며, 

토양환원으로 인해 유해물질의 발생으로 미생물 활동이 제한되어 작물에 스트레스를 준다 (Plamenac, 1988; Evans 

et al., 1991; Jung et al., 2011). 토양수분 과다로 인해 발생하는 작물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작물의 종류와 생육시

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Jung et al., 2011), 콩의 경우 다른 생육시기에 비해 개화기에서 협 형성기에 수분과다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수량 감소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Griffin and Saxton, 1988; Scott et al., 1989; Evans et 

al., 1991). 따라서 밭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배수를 개선하여 습해로 인한 피해를 경감 할 수 있는 기술개

발이 매우 중요하다. 배수개선 방법 중 배수로 설치는 강우시 유거수 제거가 가능하지만 평탄지인 논에서 배수로 설치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두둑을 높여 근권에서 고랑으로 빠르게 배수시키는 방법이 병행된다 (Sohn et al., 2009; 

Yun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논에서 땅콩 재배시 두둑높이를 다르게 처리하여 두둑높이에 따른 땅콩의 생육상황, 수량 및 토양특

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여 땅콩의 안정생산을 위한 논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재배토양 특성 및 시료채취 본 연구에 사용된 땅콩은 신팔광 품종을 이용하였으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

읍 가곡리의 논 포장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포장의 토양통은 가곡통으로 토성은 양토이며 배수등급은 약간 불

량한 토양이었다.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논 가장자리에 깊이와 너비 60 × 60 cm의 배수로를 설

치하고 논 중앙에는 25 m 간격으로 중앙배수로를 설치하였다. 땅콩 재배를 위한 두둑높이는 20 cm, 30 cm, 40 cm으

로 각 두둑높이별 두둑을 만들었으며 땅콩 전용 필름 (검정색, 두께 0.008 - 0.01 mm)으로 피복하였다. 재식거리는 

40 × 25 cm으로 휴폭을 70 cm으로 하여 재식본수는 2본으로 하여 2줄로 5월 2일에 파종하였다. 식물체 분석을 위하

여 수확기에 두둑높이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퇴비와 밑거름은 토양검정에 의한 농촌진흥

청 (NIAST, 2017) 땅콩 시비기준 (N-P2O5-K2O-퇴비-석회 = 30-104-98-10,000 kg-2,000 ha-1)에 따라 퇴비와 석회

는 3월 6일에 시용하였으며, 질소, 인산, 가리는 전량기비로 4월 15일에 시용하였다. 땅콩 지상부 생육은 생육이 균일

한 지점에서 20주에 대하여 주경장, 마디수, 분지수 등을 조사하였고, 엽록소 값은 Chlorophyll Meter (SPAD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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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lta Cameta Co., Ltd., Oskar,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땅콩 지하부는 단위면적당 수확하여 건조 후 수량

구성요소와 수량을 조사하였다. 그 외 조사는 농촌진흥청 농사시험연구 조사기준 (RDA, 2003)에 준하였다.

토양 및 식물체분석 토양 화화성 분석은 표토 0 - 20 cm 깊이의 토양을 Soil augar (1.5 inch, Eijkelkamp, 

Netherlands)를 이용하여 채취하였고, 음지에서 자연 건조시킨 후 2 mm 체를 통과한 토양을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국립농업과학원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NIAST, 2010)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토양의 pH와 EC는 시료와 증류수를 

1:5의 비율로 혼합하여 30분간 진탕 한 후 pH는 pH meter (Radiometer M-92, Denmark)로 EC는 EC meter (Orion 

550A, USA)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유기물 함량은 Tyurin 법, 유효인산은 Lancaster법으로 비색계를 이

용하여 (Varian Carry 50, Australia) 측정하였다. 교환성 양이온 K, Ca, Mg는 1 N ammonium acetate로 침출하여 

ICP (Varian Vista-Pro, Australia)로 분석하였으며, 토성은 Micropipette 법으로 입경분포를 조사하여 미국농무성 

(USDA)의 분류체계에 따라서 결정하였다 (Miller and Miller, 1987). 식물체 중의 무기성분 분석을 위하여 땅콩의 잎

을 채취하여 증류수로 수세하여 70°C에서 48시간 건조 후 분쇄하여 시료로 이용하였다. 식물체는 H2O2-H2SO4로 습

식분해하여 인산은 Vanadate법, K, Ca, Mg는 ICP (Varian Vista-Pro, Australia)로 분석하였으며, T-N는 열전도도

검출기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TCD)의 원리를 이용한 질소분석기 (Vario Max, German)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토양수분, 토양온도, 전기전도도는 토양장력센서 (Teros 12 Gen 2, USA)를 이용하여 개화기 이후부터 수확기

까지 조사하였다. 토양물리성 지표인 용적밀도, 공극율 및 삼상분석은 땅콩 수확이 끝난 다음 100 cm3 부피의 3인치 

Core로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중량법으로 분석하였으며, 토양경도는 Yamanaka 토양경도계 (Dik-5553, Japan)로 측

정하였다.

각 분석항목에 따른 실험결과는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고, 처리간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SAS 프로그램 (SAS, 2006)을 이용하여 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수행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땅콩 재배기간 중 기상상황 및 시험 전 토양 물리화학성 우리나라의 기상조건은 일반적으로 5 - 6월은 강

우가 부족하며, 7 - 8월은 장마로 인한 토양수분 과다로 인하여 밭작물의 생육에 제한적 큰 요인이 되고 있다 (Chae, 

1988; Kim and Cho, 2005). 땅콩 재배기간 중 평균온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출아기 동안은 평년 대비 평균온도가 

1.6°C 높았으며, 발아기인 5월 상순의 강우량은 평년 대비 28.7 mm가 적었으나 발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생육 성

수기인 7월에는 평년 대비 강수량이 110.8 mm가 적었으나, 8월 상순부터 중순까지 평년에 비하여 237 mm 정도의 많

은 강수량을 나타냈으며 일조시간은 평년대비 47시간 적어 등숙기의 생육환경이 불량하였다 (Fig. 1).

땅콩을 재배한 논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농촌진흥청 (NIAST, 2017)에서 제시하는 땅콩 재배

지 토양화학성 적정범위에 비하여 유효인산은 적정범위보다 약간 높았으며, 토양 유기물, 교환성 K은 적정범위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교환성 Ca, Mg은 적정범위에 있었으며, 토성은 양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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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Seasonal normal temperature (a), maximum temperature (b), precipitation (c), and sunshine hours (d) during 

experiment.

Table 1. Phyco-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 research field before experiment.

Site
pH

(1:5)

EC

(1:5, dS m-1)

OM

(g kg-1)

Avail. P2O5

(mg kg-1)

Exch. cations (cmolc kg-1)
Soil texture

K Ca Mg

Paddy field 6.7 0.48 18 289 0.23 6.0 1.9 Loam

Optimum level 6.6 - 7.0 - 20 - 30 150 - 250 0.45 - 0.85 6.0 - 7.0 1.5 - 2.0 Sandy loam

수확기 땅콩 생육특성 및 잎의 무기성분 함량 Table 2는 수확기에 땅콩 생육을 조사한 결과이다. 주경장, 분

지장은 높은 두둑에 비하여 낮은 두둑에서 길어지거나 많아졌는데 낮은 두둑이 토양수분이 많아 웃자란 것으로 사료

되었다. Kim et al. (1999)은 두둑높이가 낮은 처리에서 콩의 생육이 낮아졌으며 이는 낮은 두둑에서 수분이 높아져 통

기성 부족으로 작물 뿌리의 호흡작용이 저해되어 식물체의 생산량이 저하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ho (2006)는 

논에서 콩을 재배하는 경우 경장이 길어지고 경직경은 작아지지만 휴고를 높이는 경우 분지수와 경직경이 커진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고휴 재배 조건에서 배수관리가 용이하여 표토 10 cm 아래의 작토층의 토양 수분함량이 낮고 토

양통기성 확보에 의해 습해를 방지하여 땅콩 생육에 좋은 환경조건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Kim and Cho, 

2005). 엽록소 측정기 (SPAD-502, Konica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잎의 엽색도를 조사한 결과 엽색도는 두둑높

Table 2. Growth characteristics of peanut harvest time with the ridge height.

Treatment
Main stem length

(cm)

Branch length

(cm)

No. of branches

(ea plant-1)

SPAD

(value)

20 cm 59.5 a† 70.7 a 17.4 b 47.0 a

30 cm 58.4 a 69.7 a 18.8 a 44.2 ab

40 cm 56.4 a 67.3 b 19.3 a 42.1 b

†Values within columns having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5 as determined by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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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낮은 처리에서 높았는데 Kim et al. (1999)의 보고처럼 과습에 의한 지상부에서 지하부로의 양분전이가 원활하

지 못하여 지상부 잎에 축적된 것으로 사료되었다.

식물체 땅콩 잎의 수확시 무기성분 함량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고토 성분은 두둑 높이간에 일정한 경향을 보이

지는 않았으나 단백구성 성분인 질소와 가리의 성분은 두둑 높이가 높은 처리에서 함량이 낮았다. Kim et al. (1999)은 

침수 일수가 길어질수록 무침수에 비하여 침수처리에서 질소, 인산 및 고토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침

수에 의하여 식물체의 정상적인 생육이 부진하여 지하부의 협과 종실구성이 이들 성분의 전이가 원활치 못하여 지상

부 체내에 축적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Table 3. Selected nutrient contents in leaves of peanut plant with the ridge height.

Treatment
N

(%)

P2O5

(%)

K2O

(%)

CaO

(%)

MgO

(%)

20 cm 2.95 a† 0.35 a 2.00 a 3.15 c 1.16 b

30 cm 2.90 a 0.34 a 1.92 b 3.19 b 1.27 a

40 cm 2.66 b 0.33 a 1.86 c 3.54 a 1.18 b

†Values within columns having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5 as determined by DMRT.

두둑높이별 땅콩 수량 두둑높이에 따른 땅콩 수량구성 요소 및 수량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땅콩 수량을 구

성하는 요소에는 성숙협 비율, 협실비율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치나 특히 토양 내에서 부패하는 부패율은 땅콩 수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부패는 과다한 토양수분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에 많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성숙협수, 

성숙협 비율, 100립중은 두둑높이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부패율은 두둑높이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두둑높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Chung et al. (1987)은 등숙기에 침수일수가 길어질수록 협실중, 완숙 종

실수, 1립중 등의 수량감소가 컸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습해의 발생은 수분이 2 - 3일 이내에 감소하면 큰 문제

가 없으나 5일 이상 지속적으로 과다한 토양수분을 유지 (Kim and Cho, 2011)하면 뿌리의 생육을 억제하여 땅콩 협

의 부패율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장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수량성을 나타내는 성숙협수와 성숙협 비율은 두

둑높이가 높을수록 높았으며, ha 당 땅콩 수량은 두둑높이 20 cm에 비하여 두둑높이 40 cm 처리에서 34% 높은 수량

을 나타냈다.

Table 4. Yield and yield components of peanut plant with the ridge height.

Treatment

No. of 

ripen pods

(plant-1)

Ratio of 

ripen pods

(%)

Decay ratio of 

ripen pods

(%)

Kernel ratio of 

pod

(%)

100 grains 

weight

(g)

Grain yield

(kg ha-1)

20 cm 29.1 b† 62.4 b 19.2 a 69.7 a   97.3 b 3,370 c

30 cm 33.4 ab 67.2 ab 11.8 b 69.8 a 101.7 b 3,990 ab

40 cm 40.3 a 74.6 a   5.4 c 72.1 a 111.2 a 4,520 a

†Values within columns having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5 as determined by DMRT.

토양화학성변화 땅콩 수확 후 두둑높이별 토양화학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두둑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토양산도는 높아졌는데 두둑높이 20 cm이었을 때 pH는 7.2에서 두둑높이 40 cm에서는 pH는 7.5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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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1989)과 Lee et al. (2015)은 두둑이 높아 토양수분이 적어지면 토양의 pH가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둑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pH가 높아져 이들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 이에 대해서는 추후 검

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토양 EC는 토양 수분함량에 따라 변화되며 토양수분은 강우조건과 지하수위 조건에 

따라 좌우되며, 특히 토양 표토층 (0 - 20 cm)는 강우조건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Kwun and Yoon, 1994). 

토양의 염류농도는 두둑이 높아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두둑높이 20 cm에서는 0.24 dS m-1이었으나 두둑높

이 40 cm에서는 0.43 dS m-1로 증가되었다. 토양의 염류농도는 토양수분함량이 감소되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Ahn et al., 2011), 본 실험에서도 두둑 40 cm에서 토양수분이 다른 처리에 비하여 낮아 염류농도가 높았던 것으로 사

료되었다. 질산태질소 함량은 두둑이 높아짐에 따라 뚜렷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토양수분이 감소되어 토양이 산화조

건으로 바뀌어 질산태질소 함량이 증가되었다고 사료된다. Ahn et al. (1994)도 벼 재배 후 밭으로 전환하면 토양이 산

화상태로 변화되어 질산태질소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토양 유기물은 두둑높이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효인산, 교환성 칼슘은 두둑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Ahn et al. (1994)은 논을 밭으로 

전환하면 표토 부분에서 염류농도, 인산 및 칼륨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Table 5. Changes in soil chemical properties with the ridge height.

Treatment
pH

(1:5)

EC

(1:5, dS m-1)

OM

(g kg-1)

Avail. P2O5

(mg kg-1)

NO3-N

(mg kg-1)

Exch. cations (cmolc kg-1)

K Ca Mg Na

20 cm 7.2 c† 0.24 c 16 a 242 a 35.6 c 0.36 c 5.4 b 2.3 a 0.2 b

30 cm 7.3 b 0.29 b 16 a 209 a 54.2 b 0.41 b 5.5 b 2.2 a 0.2 b

40 cm 7.5 a 0.43 a 15 a 177 b 65.7 a 0.47 a 6.0 a 2.3 a 0.3 a

†Values within columns having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5 as determined by DMRT.

땅콩 논 재배중 병 발생 정도 작물의 병 발생은 과습조건, 병원균이 만연, 상처에 의한 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질소비료의 과용, 강한 태풍이나 강우시 도복 등으로 인하여 상처가 발생하여 이를 통한 감염

으로 구분된다 (Kim and Cho, 2011). 논 재배 땅콩의 수확기 생리장해 및 병충해 발생정도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수확기에 가뭄에 의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도복, 갈반병 (Cercospora arachidicola), 흑반병 (Cercospodium 

personatum), 녹병의 발생은 두둑높이가 높을 수록 발생정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숙기부터 지속적인 강우로 

인하여 두둑높이가 낮은 곳에서 토양수분 함량이 높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6. Meteorological disturbances and disease occurrence during harvest time with the ridge height.

Treatment

Meteorological disturbances† Disease degree ‡

Lodging

(1 - 9)

Drought

(0 - 9)

Wet injury

(1 - 9)

C. arachidicola

(0 - 9)

C. personatum

(0 - 9)

Rust

(0 - 9)

20 cm 2.3 a§ 1.0 a 3.7 a 2.3 a 3.0 a 2.3 a

30 cm 1.7 b 1.0 a 1.0 b 1.7 b 2.3 b 1.7 b

40 cm 1.0 b 1.0 a 1.0 b 1.7 b 1.0 c 1.7 b

†0, none; 1, under 5%; 3, 10 - 20%; 5, 30 - 40%; 7, 50 - 60%; 9, over 70%.
‡0, none; 1, 0.1 - 10%; 3, 10.1 - 20%; 5, 20.1 - 30%; 7, 30.1 - 50%; 9, over 50.1%.
§Values within columns having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5 as determined by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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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수분, 전기전도도, 토양온도 변화 땅콩 재배 중 개화기 이후 부터 수확기까지의 표토 10 cm 부근의 토양

수분, 전기전도도, 토양온도를 토양장력센서 (Teros 21 Gen 2, USA)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를 Figs. 2 - 4에 나타내

었다.

토양온도 (Fig. 2)는 18.2 - 30°C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두둑높이간 평균온도는 24.0 - 24.8°C로 두둑높이가 높을수

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두둑높이를 높여 지하수위를 낮추면 땅콩 뿌리부근의 토양수분 함량을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지온 상승효과를 나타내어 작물이 활착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Hanson et al., 2006)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

구의 결과도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Fig. 2. Changes in soil temperature with the ridge height during the peanut growing season.

전기전도도는 0.2 - 1.5 dS m-1의 범위로 두둑높이간 평균은 0.39 - 0.53 dS m-1으로 두둑높이가 높을수록 높은 경향

을 보였다. 두둑높이 20 cm과 30 cm는 0.13 dS m-1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두둑높이 30 cm과 40 cm 간에는 0.01 dS 

m-1로 차이가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 Kwun and Yoon (1994)은 보통 토양 EC는 토양수분 함량에 따라 변화되며, 토

양수분은 강우조건과 지하수위 조건에 따라 좌우되며, 특히 토양 표토층 (0 - 20 cm)는 강우조건과 상관관계가 높다

고 알려져 있다고 보고하였다. 비닐피복 재배시 토양수분 이동은 강우시에는 표토에서 심토로 이동하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심토에 있는 수분이 표토로 이동한다. 배수가 불량한 농경지에서는 토양수분이 과다하게 되면 토양

Fig. 3. Changes in soil electrical conductivity (EC) with the ridge height during the peanut growing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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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극에 수분이 포화되어 작물에 산소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토양환원에 의해 유해물질의 발생 등으로 미생물의 활동

이 제한되어 작물에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Gardner et al., 1994).

Fig. 4는 땅콩 재배기간 중의 토양수분 함량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이다. 토양수분 함량은 11.3 - 32.2% 의 범위로 두

둑높이간 평균은 17.4 - 23.2% 으로 두둑높이가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토양수분 함량 25% 이상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진 일수가 많은 두둑높이 20 cm 처리에서 부패율이 많이 발생하는 결과 (Table 4)를 보였다.

Fig. 4. Changes in soil moisture with the ridge height during the peanut growing season.

토양물리성 변화 표토의 용적밀도, 토양경도, 공극율 및 토양 3상의 변화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토양경도는 

작물 뿌리의 신장에 제한인자가 될 수 있는데, Han et al. (2017)은 논에서 토양경도가 17 mm (4.04 kg cm2) 이하면 수

량에 별로 영향이 없으나, 18 - 22 mm (4.68 - 8.54 kg cm2) 이면 수량을 제한하고, 23 mm (10.0 kg cm2) 이상에서는 

수량을 낮추고 용적밀도도 높아져서 뿌리신장이 억제되며, 경반층은 지온이 낮아 질소, 인산, 철, 망간 등의 양분의 유

효도가 저하되며 작토심이 얇아져 양분의 보유능이 적어진다고 보고하였다. 두둑높이가 높을수록 표토의 용적밀도

와 경도는 유의성 있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공극율은 유의성 있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농경지 토양에서 식

물생장을 위한 적절한 수분과 공기함량이 필요한데, 식물뿌리에서 원활한 산소공급을 위해서는 토양내 산소가 10% 

이상이어야 한다 (Morales-Olmedo et al., 2015). 일반적으로 토양내 산소는 기상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능하며, 기

상율이 15% 이하일 경우 식물 생장에 피해가 발생한다 (FAO, 1995). 본 연구에서 두둑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액상은 

감소하고 기상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고상은 변화가 적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Lee et al. (1991)이 두둑이 

높을수록 공극율이 유의성 있게 증가되고, 토양경도도 유의성 있게 감소되어 근권부위가 부드러워졌다는 보고와 같

은 결과를 나타냈다.

Table 7. Changes in soil physical properties with the ridge height.

Treatment
Bulk density

(Mg m-3)

Soil hardness

(mm)

Porosity

(%)

Soil three-phase (%)

Solid Water Air

20 cm 1.46 a† 17.7 a 45.1 b 53.8 a 22.8 a 23.4 b

30 cm 1.43 ab 16.6 ab 46.1 b 53.4 a 21.2 ab 25.4 ab

40 cm 1.34 b 15.1 b 49.4 a 53.4 a 19.4 b 27.2 a

†Values within columns having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5 as determined by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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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논은 밭과 다르게 토양 수분함량이 높으며 지하수위가 높아 밭 작물을 논에 재배할 경우에 뿌리에서의 습해 유발 가

능성과 생육기간 중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및 습해로 인한 식물생장이 불량하여 수량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

구는 논 재배 땅콩의 두둑높이에 따른 생육, 수량 특성과 토양 물리화학성의 변화를 구명하고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

구의 배수가 약간불량인 양토인 논에서 수행하였다. 두둑높이가 높을수록 땅콩의 분지수가 많았고, 땅콩의 부패율은 

두둑높이가 높을수록 낮았으며 성숙협 비율, 100립중, 종실중은 두둑높이가 높을수록 높았다. 재배 중 도복과 습해에 

의한 피해는 두둑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낮았다. 토양물리화학성 변화는 두둑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토양산도와 전기

전도도는 높아졌으며 용적밀도와 경도는 감소하였고 액상과 기상은 증가하였다. 습해에 의한 피해 경감, 수량 증대 

및 토양물리성 개선효과는 두둑높이 40 cm 처리에서 가장 효과가 좋아 논에 땅콩 재배시에 적용하면 안정적인 땅콩

생산이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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