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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 현황
콩은 단백질 함유량이 많아, 지상에 존재하는 어느 작물보다 그 영양성이
뛰어난 작물이다. 실제 콩에 들어 있는 영양성분은 소고기보다도 월등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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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의 중요성과 가치

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먹는 된장, 간장 등 전통음
식의 원료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져 국산 콩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콩은 유용성분의 효과가 부각되어 건강 기능성에 민감한
소비자의 웰빙식품으로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콩은
비료를 적게 주어도 잘 자라는 친환경 작물로서 다른 작물
과 재배순서(작부체계)에 알맞은 매우 중요한 작물이다.

콩 생산의 필요성
콩은 쌀에 부족한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중요한 공급원
으로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간장이나 된장 같은 전통식
품의 원료이자, 두부, 콩나물 등 필수식품의 원천이다. 그러
나 우리는 다양한 콩 식품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콩의 소
비량도 꾸준히 늘려왔지만, 현재 우리나라 콩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콩 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식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꾸준한 생산
이 요구된다. 특히 건강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소비자들의 식품선택의 기준이
되면서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 국산 콩을 선호하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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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와서 콩의 생리적 기능이 밝혀지면서 콩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식용 및 사료용 외에도 비누, 제약, 잉크, 페인트, 접착제, 화
장품 그리고 섬유원료 등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콩 식
품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관련 산업화 기술을 선점하여 우리나라 콩 산업 전반이 활
성화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정부에서는 1998년부터 식용콩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추진과 2002년부터 쌀
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논에 콩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쌀 생산조정과
연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관련하여 논에 벼를 대체하는 가장 유망한 작물로
콩이 부각되어 우리나라 콩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논에서의 콩 재
배면적은 2011년 약 1만 3천ha까지 증가하였다가 2016년 4천ha 수준까지 감소하였으
며 2017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 2016년 현재 국내 콩 재배면적은 약 4만 9천ha에
불과하며 생산량은 약 7만 5천톤으로 전체 식용콩의 24.6%로서 자급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국산콩의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콩의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량 증대가 요구된다.

콩 재배의 여러 기능
콩 농사에 의한 홍수조절능력은 담수 상태인 논농사와는 달리 노지에서 재배되어 논
보다는 적으나 밭 상태에서의 홍수조절능력은 ㏊당 791톤이다. 콩 농사는 담수조건이
아니므로 평상시에는 지하수까지 침투될 수 있는 토양수분은 없으나, 집중호우가 있
을 경우에는 토양을 포화시키고 남는 수분은 중력수가 되어 지하로 침투된다. 밭 상
태의 경작지를 통하여 벼 재배와 같은 기간 중 지하수로 함양될 수 있는 양은 ㏊당
846톤이다. 특히 콩을 재배하면 더운 여름철에 대기냉각효과를 가지는데 콩의 대기
냉각효과는 다른 작물에 비하여 매우 크다.
콩을 재배하면 토양유실을 나지에 비하여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 효과는 밭작
물 평균에 가깝다. 우리나라에서 콩은 경사지에 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경사도
7% 이상인 나지의 경우 연간 토양유실량은 0.4㎝이나 콩을 재배하면 토양유실량을
50% 이하로 낮출 수 있다. 또한 콩은 광합성작용에 의해 지구온난화가스인 탄산가스
를 식물체 내로 합성하고 산소를 방출하면서 대기정화작용을 한다. 콩은 1㏊당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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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톤의 탄산가스를 고정하고 2.18톤의 산소를 방출한다.
한편 콩은 비료를 적게 쓸 수 있는 환경보전형 작물로 다른
작목에 비하여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질소와 인산 비료의 사
용을 줄일 수 있으며, 뿌리혹박테리아를 이용한 질소고정효
Tip
●

씨알(種實)
식물의 열매나 과실, 열매 속에
있는 새로운 개체로 자라날 물질.

과가 1㏊당 연간 100㎏이나 된다. 그리고 콩 식물체의 찌꺼
기는 사료, 유기물 원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콩 식물체는 중
●

금속을 많이 흡수함에도 씨알 은 중금속 함량이 낮다.

작물학적 가치
콩은 근류균〔Bradyrhizobium Japonicum (Kirchner)
Jordan〕과의 공생에 의한 질소고정작용에 의하여 토양을 비
옥하게 한다. 또한 다른 작물과 재배순서(작부체계)에 가장
적합한 환경친화형 작물이면서 소득작물의 과잉생산에 대한
완충작물로서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역할도 하고 있어 우리
나라 농업 구조상 필요한 작물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콩의
재배 양상을 보면 콩 연작, 윤작, 간작, 혼작, 교호작 및 주
위작 등 다양한 체계로 재배되고 있는데 여러 연구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경기도의 대표적인 재배순서로 ① 가을보
리-콩의 1년 2작, ② 가을보리-조 간작-가을보리-콩 간작의
2년 4작, ③ 가을밀-콩 간작-겨울 휴경-조의 2년 3작 방식
등이 있다. 밭의 주요 심기유형으로 맥류와 두류의 결합성
이 지배적이고 특히 경기지방에서는 이와 같은 심기유형이
50.8∼65.8%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밭의 심기 차례는 1970년대에는 맥류-두류의 결합형과
맥류-고구마의 결합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80년대에
는 두 가지 결합성이 51.7%로 상당히 감소되었다.
반면 맥류-채소 또는 특작, 감자-채소 등이 크게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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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새로운 재배순서로 담배-두류 결합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등장하였다. 또한
콩은 밭작물의 재배순서상 앞·뒷그루 또는 돌려짓기에서 필수적인 작물로 오랫동안
재배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보리 재배가 크게 감소하면서 콩 재배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콩은 마늘, 양파, 무, 배추, 담배 등의 앞·뒷그루로 재배됨으로써 채소의 연작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양학적 가치 및 기능성
가. 영양학적 가치
콩 씨알(종실)은 인간의 생명보전에 필요한 3대 영양소 중 가장 중요한 단백질의 함량이
40%나 되고, 탄수화물이 30%, 지방의 함량이 20%가 된다. 전분은 거의 없는 반면에 단백
질 함유량이 많아, 지상에 존재하는 어느 작물보다 그 영양성이 뛰어난 작물이다.
우리네 선조들은 일찍부터 콩의 우수한 영양성을 알아 콩을 ‘밭의 고기’라고 불렀으
며, 실제 콩에 들어 있는 이런 영양성분은 소고기 등심보다도 월등히 높다. 이밖에도
식이섬유,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폴린산, 비타민 K, 철, 아연, 인, 칼슘 그리고 마
그네슘 등이 들어 있다.
<표 1-1> 일반콩과 콩 제품의 영양가 비교(100g 중 함량)

수분 단백질 지방
(g)
(g)
(g)
일반콩
9.7
36.2 17.8
두부
82.8 9.3
5.6
두유
86.6 4.4
3.6
콩나물
89.5
5.1
1.2
간장(재래) 70.4
7.7
0.3
된장(재래) 54.0 13.6
8.2
구분

회분 탄수화물 섬유소
(g)
(g)
(g)
5.6 30.7
5
0.9
1.4
0.2
0.7
4.7
0
0.7
3.5
1.1
16.7
4.9
0
12.5
11.7
3.6

(식품영양가표, 2009년, 농촌진흥청)

비타민(㎎)
B1
0.53
0.03
0.04
0.11
0.02
0.04

B2
0.28
0.02
0.04
0.10
0.08
0.12

Niacin
2.2
0.2
0.4
0.7
1.2
1.2

C
0
0
0
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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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콩의 건강 기능성
콩 단백질에는 혈압을 높이는 화합물인 안지오텐신
(Angiotensin)을 만들어내는 효소인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ACE)의 기능을 방해하는 항고혈압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다고 밝혀졌으며, 함황아미노산이 적기 때문에 콩팥을
통한 염분의 배출을 감소시켜 칼슘의 손실을 막아 준다.
칼슘은 신체의 뼈와 치아를 구성하며 유지하는 데 중요한
무기질인 동시에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콩 함유 지질성분은 심혈관계의 질환을 예방하며, 식
이섬유는 장 기능을 개선시킨다. 콩의 주요 기능성 물질
중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구성성분은 제
니스테인(Genistein), 다이드제인(Daidzein), 글리시테인
(Glycitein) 등의 세 가지 어글리콘 기본 골격을 갖고 있으
며 이들은 갱년기 여성의 주요 질병인 유방암, 자궁암, 골
다공증 및 만성의 전립선암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
이 있다.
피트산(Phytic Acid)의 경우 항암작용(철에 의한 산화반응
감소)과 심혈관 질환의 감소효능이 있으며 레시틴은 PC,
PS, PE 및 PI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콜린을 내포한 PC
는 세포막의 회복을 도와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에 효과
가 있다.
Tip
●

GABA
감마 아미노뷰티르산
(Gamma-AminoButyric Acid)
의 약자로, 포유류의 중추신경
계에 작용하는 억제 신경전달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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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테인은 백내장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사포닌
은 항균작용 및 지방산 산화를 방지하여 노화를 예방한
다. 이밖에 토코페롤, GABA● 등의 물질은 고유의 기능성
을 지니고 있다.

<표 1-2> 콩 유용성분의 기능성

(우리 콩의 이해와 생산기술, 2003년, 농촌진흥청)

구분

기능성

범위

단백질
지질
식이섬유
이소플라본
안토시아닌
레시틴
루테인
사포닌
피트산
토코페롤

콜레스테롤 농도 저하
심혈관계 질환 예방, 두뇌발달 촉진
장 기능 개선
항암(유방, 난소암), 골다공증 개선
항산화 및 노화방지, 항암
치매·알츠하이머 예방·치료
백내장 예방 및 치료
항균(HIV), 항산화, 치매 예방
항암, 비만·당뇨병 방지
항산화 및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신경 안정, 기억력 증진,
혈압 강하, 중풍·치매 예방

35~50%
17~23%
5~10%
460~4,180㎍
0~20㎎/씨껍질(종피)g
0.7~5.4%
0.2~3.6㎎/100g
0.5~0.6%
1.4~2.3%
5.0~12.8㎎/100g

청국장 발효 시 점질물

-

GABA
피토콜라겐
(Phytocollag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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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내 콩의 산업화 동향
콩은 우리가 매일 두부, 된장, 간장 등 여러 가지 콩 식품으
로 먹게 되는 우리 전통식품의 원료이다. 이렇게 중요한 식
품원료인 콩이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감소로 대부분을 수
입에 의존하고 있어, 현재 식용콩의 자급률이 30% 수준
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콩은 식용 또는 사료로 소비되며, 최근에는
콩 식품에 대한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콩 식품
이 한·중·일 중심의 동양전통음식에서 세계인들이 찾는
식품으로 변모해 가면서, 일찍이 다양한 콩 식품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콩 식품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소
비 동향의 파악 또한 중요하다.

콩 생산 현황
가. 콩 생산 여건
(1) 경영규모 : 우리나라 콩 재배면적은 2005년 농업총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콩 재배규모 0.1㏊ 이하의 농가
가 80.3%를 차지하고 있으며 1㏊ 이상인 농가는 전체의
0.6%에 지나지 않았다. 2010년 조사에서도 0.1㏊ 이하의
농가가 71.9%를 차지하고 있으며 1㏊ 이상인 농가는 전체
의 1.3%였다. 이와 같은 조건은 고소득 경영이나 기계화
의 추진에 큰 제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15년 조사에서도
0.1ha 이하의 농가가 70.9%를 차지하고 있으며 1ha 이상
인 농가는 전체의 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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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콩 재배 규모별 농가 수 비율

0.1㏊
미만
80.3
71.9
70.9

연도
2005
2010
2015

(농업총조사, 2005년, 2010년, 2015년, 통계청) (단위 : %)

0.1∼
0.3㏊
13.6
18.9
19.4

0.3∼
0.5㏊
3.8
5.2
5.5

0.5∼
0.7㏊
1.0
1.0
1.8

0.7∼
1.0㏊
0.6
0.9
1.0

1.0㏊
이상
0.6
1.3
1.4

농가 수
(천 호)
630
445
367

(2) 포장조건 : 우리나라 밭 조건은 산간지의 경사지역 또는 지력이 낮은 중산간지가
대부분으로 토양침식을 받기 쉽고 협소한 면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거름주기 등 농작
업에도 불편하다. 특히 콩은 단위수량과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입지조건이 불리한 한
계지역의 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따라서 농작업의 기계화는 물론 관개시설이 되
어있지 않기 때문에 5∼6월 씨 뿌리는 시기와 9∼10월의 콩이 여무는 시기에 상습적
인 가뭄피해로 생산성이 낮아 결국 소득이 떨어진다. 재배지역별 콩밭의 분포비율을
보면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산간지에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전체의 69%에
이르고 있다.
또한 논 재배의 확대로 콩의 논 재배면적은 2006년까지 증가되었으며, 2007년 이후
지원정책 약화 및 중단으로 2009년까지 감소하다가 2010년 지원정책의 부활로 최대
12.8천㏊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2012∼2014년 논 콩 재배면적은 11천ha 수준을 유지
하였다가 2015∼2016년 4∼5천ha까지 다시 감소하였으나 2017년 6.3천ha까지 회복
하였다.
<표 1-4> 재배지역별 콩밭의 분포비율

구분

산간지

중간지

평야지

비율(농가)

26%

43%

31%

(3) 기상여건 : 우리나라에서 콩의 생육기간인 5∼10월 사이의 총강수량을 보면 대
체로 700∼1,000㎜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7∼8월의 기간 중에 전체 강수량의 약
65%에 이른다. 그러나 두그루갈이(이모작) 파종기인 6월의 강수량은 대략 7∼10%
내외로 매우 적어 상습적으로 가뭄피해(발아불량, 초기 생육부진 등)를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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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8월 상순∼중순에는 꽃이 피고 꼬투리가 생기게 되
는데 이 기간에는 평균 5년에 2번 정도 가뭄이 들고 있어
해에 따라 수량의 격차가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콩 재배기간의 기상은 콩 생육에 알맞은
조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콩이 파종되는 5∼6월에는
강수량의 부족상태로 발아 및 초기 생육에 장해를 주고
있으며 생육 중기인 7월 중에는 장마로 과습피해는 물론
일조 부족에 의한 웃자람, 쓰러짐 및 병해충 발생 등의 피
해를 받는다. 콩이 여무는 시기에는 역시 가뭄피해로 씨
알의 발육에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 최종 산물인 수량이
떨어진다.
(4) 경영 : 2016년 기준 콩 소득을 분석하면 10a당 총수
입은 614,100원이며, 생산비는 503,757원으로 순수익
은 110,343원이었으며, 경영비는 222,757원으로 소득은
391,343원이다.
10a 당 생산비 항목별 내역은 <표 1-5>와 같으며, 전체 생
산비 중 직접생산비는 77.1%인 388,624원이고 이 중 노동
비의 점유율이 52.1%로 가장 높았으며, 간접생산비는 전
체생산비의 22.9%인 115,133원이며, 이 중 토지용역비가
21.4%를 점유한 107,982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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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콩 항목별 생산비 및 비율

(농산물생산비조사, 2011년, 2016년, 통계청)

2011
항목별

생산비

직접생산비

간접생산비

계
소계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노동비
농구비
위탁영농비
기타
소계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

2016

생산비
(원/10a)

비율
(%)

생산비
(원/10a)

비율
(%)

390,479
254,873
27,091
12,290
12,131
149,037
18,530
24,006
11,788
135,605
117,892
17,713

100
65.3
6.9
3.1
3.1
38.2
4.7
6.1
3.0
34.7
30.2
4.5

503,757
388,624
21,771
13,074
16,603
262,244
18,139
36,759
22,093
115,133
107,982
7,151

100
77.1
4.3
2.6
3.3
52.1
3.6
7.3
4.0
22.9
21.4
1.4

밭에서 재배되는 다른 작물과 비교해 보면 동작물인 보리에 비하여 소득이 높았으나,
다른 작물보다는 낮았으며, 벼, 풋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과 비교하여 42∼319% 낮
아, 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표 1-6> 콩과 다른 작물과의 소득 비교

(농축산물소득자료집, 2015년, 농촌진흥청)

작물

콩

벼

쌀보리

풋
옥수수

고구마

봄감자

가을
감자

참깨

소득(천 원/10a)
소득률(%)*
지수

395
61.5
100

561
56.4
142

195
44.9
49

995
64.8
252

1,655
58.4
419

1,338
58.7
339

1,002
46.0
254

876
69.0
222

* 소득률(%) : 조수입/소득

나. 국내 콩 생산 현황
우리나라의 콩 재배면적은 1968년도에 31만 4천ha를 최고로 차차 감소하여 80년대
초까지는 20만ha 이상 재배되었지만, 2000년에는 8만 6천ha에 불과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콩 재배면적은 7만∼10만ha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감소 추세가
더욱 심화되면서 2016년에는 역대 최소인 4만 9천ha가 재배되었다<표 1-7>.
특히, 2002년부터 시행한 논콩 차등 수매가 정책으로 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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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는 전체 콩 재배면적이 10만 5천ha까지 늘기도
하였지만, 2007년 이후 지원정책 약화 및 중단으로 다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표 1-7> 국내의 콩 생산현황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5

2009

2010

2016

재배면적(천㏊)
생산량(천 톤)
수량(㎏/10a)

295
232
79

188
216
115

152
233
153

86
113
131

105
183
174

70
139
198

71
105
147

49
76
154

이와 같이 재배면적의 감소로 콩의 수입량이 증가하게 되고,
소득이 고추의 1/4, 감자의 1/2에 불과하여 콩 재배를 기피하
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콩나물용 콩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산콩의 가격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매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낮아 재배를 기피한 데도 원인이 있다.
콩 생산량은 1968년 31만 4천 톤을 생산하였으나, 점차 감
소하여 2000년대 들어 약 평균 14만 톤대를 유지하고 있
다. 2005년 논에서 콩 재배 권장에 따라 일시적으로 18만
3천 톤까지 생산되었으나 2007년 이후 지원정책 약화 및
중단으로 감소 추세이다. 2016년 현재 전국 콩 생산량은 7
만 6천 톤이다.
10a당 수량은 1968년의 79kg에서 국내에서 교배 육성
Tip
●

한계지
도시토지 이용과 농촌토지 이
용의 경계지점의 토지. 도시가
커지면 한계지는 밖으로 밀려
나면서 더 멀리 나감. 용도전환
으로 지가상승이 빠르고 장래
의 개발이익 현재화로 농지가
격과 상관없이 높게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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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품종들이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1980년도에는
115kg으로 1990년에는 1968년에 비하여 94%가 증가한
153kg이었다. 2000년 이후에는 평균 160kg의 생산성을 나
타냈으나, 연차 간 등락폭이 심하였으며 2000년은 131kg,
2009년은 198kg로 10a당 약 70kg의 차이가 났다. 2016
년 콩의 농가수량성은 154kg/10a이다. 이와 같이 농가의

생산성이 낮은 것은 콩이 소득면에서 경쟁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수량성이 낮은 한
계지●에서 재배될 뿐만 아니라 농가당 재배규모가 영세하여 재배과정에서 새로운 기
술이 보급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역별 재배면적의 변화 추세를 보면 지역별 구성 비율이 1980년에는 전남>경북>충남
>경기 등의 순위였고, 1990년에는 전남>경북>경남>충남 등의 순위였으며, 2000년에
는 전남>경북>충북>경남 등의 순위였고, 2010년에는 전남>경북>충북>강원 등의 순위로
이모작지대인 남부지역의 재배면적이 넓었다. 2016년에는 경북>전남>충북>제주 등의 순
위로 재배면적이 넓었다.
(농작물생산조사, 2016년, 통계청)

<표 1-8> 지역별 콩 재배면적의 변화

1980
지역
경기1)
강원
충북
충남2)
전북
전남3)
경북4)
경남5)
제주
계

면적
(천㏊)
19.7
14.7
14.9
26.6
14.1
38.8
34.0
17.8
7.7
188.4

구성비
(%)
10.5
7.8
7.9
14.1
7.5
20.6
18.0
9.4
4.1
100.0

1990
면적
(천㏊)
9.7
10.4
12.6
14.2
9.1
45.5
25.1
16.7
8.7
152.3

구성비
(%)
6.4
6.8
8.3
9.3
6.0
29.9
16.5
11.0
5.7
100.0

2000
면적
(천㏊)
8.2
7.5
8.7
7.8
5.0
20.2
14.7
8.4
5.6
86.2

구성비
(%)
9.5
8.7
10.1
9.0
5.8
23.4
17.1
9.7
6.5
100.0

2010
면적
(천㏊)
6.1
7.1
10.5
5.8
4.3
12.9
12.9
5.2
6.7
71.4

구성비
(%)
8.5
9.9
14.7
8.1
6.1
18.1
18.0
7.3
9.3
100.0

2016
면적
(천㏊)
4.5
4.4
6.2
3.9
3.9
8.3
8.7
3.6
5.5
49.0

구성비
(%)
9.2
9.0
12.7
7.9
7.9
16.9
17.7
7.4
11.2
100.0

* 주 : 1) 서울·인천 포함 2) 대전·세종 포함 3) 광주 포함 4) 대구 포함 5) 부산·울산 포함

지역별로 볼 때 전남지역은 1980년에 20.6%인 3만 8천ha에서 1990년에는 29.9%인 4
만 5천ha로 재배면적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0년에는 나물용 콩의 가격하
락으로 인한 밭벼 재배가 증가함에 따라 면적이 크게 감소하여 23.4%(구성비)인 2만
4천ha로 줄었고, 2010년도는 16.9%인 1만 3천ha로 크게 감소하였다. 2016년 전남지
역의 재배면적은 전국 재배면적의 약 17.7%를 점유하는 약 8,293ha이다. 콩나물용 소
립종 콩의 주산지인 제주는 1980년에는 전국의 4.1%에서 1990년에는 5.7%, 2000년
에는 6.5%, 2010년에는 9.3%로 재배면적 점유율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은 재배면적
점유율이 11.2%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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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수급 동향
가. 콩 용도별 이용
콩은 여러 용도로 이용되는데 우선 콩을 재배하여 푸른
상태로 갈아엎어서 풋거름(녹비)으로 쓰거나 베어서 사료
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탈곡하고 남은 줄기와 꼬투리는
연료, 사료, 종이 원료로 이용된다. 콩의 종실은 직접 또는
가공을 하여 다양하게 식생활에 널리 이용되며, 공업용과
사료용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또한 콩은 쌀과 섞어 밥
을 지어먹으며, 콩자반, 풋콩, 콩고물을 만들어 식용으로
이용한다. 혼반용 콩은 일반적으로 유색, 굵은알(대립), 연
질로서 종실의 흡수팽창도가 크고 알칼리 붕괴도가 높아
잘 무르며 당 함량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많으며
밥맛이 좋아야 한다.
콩은 간장, 된장 및 고추장 등 장류의 원료로 이용된다. 장
류 용도에 알맞은 콩은 대체로 단백질 함량과 필수 아미노
산 함량이 많은 황색 또는 황백색의 중간 알(중립) 또는 굵
은 알(대립) 품종이다. 또한 두부와 두부의 2차 가공제품의
원료로 이용된다. 두부는 콩의 가용성 단백질을 추출하여
응고시켜 식용으로 하는 동양의 전통식품으로 수분 80∼
85%, 단백질 8.5%, 지방 5.5%, 당질 1.5% 등을 함유하고 있
다. 수분이 많기 때문에 보관과 수송이 어렵고 장기간 유통
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두부의 보존성을 높
이기 위하여 분말두부, 압착두부, 압착튀김두부 등이 개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연두부와 같은 포장두부의 소비도 크게 늘고 있다.
그 밖에도 두부치즈, 발효두부, 유박 등의 가공제품이 개
발 이용되고 있으며 두유와 요구르트의 가공원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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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두유는 예전에 콩국의 형태로 이용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가공기술이 향상
발달되고 우유 알레르기에 대한 대용식품으로서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산업적으
로 대량생산, 공급되고 있다.
콩나물의 경우 간단하게 길러 생산할 수 있고 값이 싸서 부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
다. 콩나물은 콩에 들어 있지 않은 비타민 C가 콩나물의 생장과정 중에 콩 100g중
16mg 정도가 합성되므로 채소 대용품으로 의의가 크다. 콩나물용 콩은 씨알 100립
당 12g 이하로서 발아율이 높고 생장속도가 빠르고 고르며 부패가 적고 비타민 함량
이 많은 것이 알맞다. 이 밖에도 콩기름을 짜고 생기는 콩깻묵은 주로 사료 및 비료로
이용되어 왔다. 콩깻묵은 원료 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50% 수준의 단백질
과 40% 수준의 가용성 무질소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기름진 먹이(농후사
료)가 된다. 또한 콩을 직접 원료로 하거나 콩깻묵을 이용하여 농축대두단백질, 분리대
두단백질, 조직대두단백질 등으로 가공하여 상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콩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름원료가 되며 콩기름은 쇼트닝, 마가린, 샐러드, 마요네즈 등으로 매우 다양
하게 이용되고 있다.
콩은 공업원료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니스, 에나멜, 페인트, 코팅, 잉크, 염료, 봉인물
질, 약품, 비누, 화장품, 플라스틱, 소화거품안정제, 윤활유, 디젤원료, 합판제조 등 공업
원료로도 이용된다.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풍부하고 아미노산, 비타민류, 무기물 등의
조성이 우수하여 식이용법을 위한 식품으로도 이용되고 있는데, 특히 콩알이 작은 재
래종 검정콩은 예로부터 약콩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내에서 콩의 가공제품은 장류, 두부, 콩나물 및 두유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
되어 있다. 2014년 식약처에서 가공업체에 한하여 조사한 콩 가공식품별 생산액 및 시
장규모를 조사한 결과, 장류의 생산액은 5,665억 원, 두부류의 생산액은 5,158억 원, 두
유 시장규모는 3,343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콩나물의 생산액 및 시장규모의 통계자료
는 없으나 원료 콩(약 5만 톤)의 수요량 기준으로 산정하면 약 3,000천억 원대로 추정
하고 있으며(2015), 콩나물을 제외한 콩 가공식품의 시장규모는 2014년 약 2조 원대로
집계되었다. 식용유지류의 수요량이 크지만, 대부분 수입콩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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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콩의 소비
콩의 국내 수급동향을 보면 소비량이 1970년에는 266천 톤
에서 1980년에는 733천 톤, 1990년에는 1,254천 톤, 2000년
에는 1,694천 톤까지 증가하였으나, 2005년 1,420천 톤, 2010
년 1,381천 톤으로 감소되었고, 2016년 1,486천 톤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그중 사료 및 종자용 등을 제외한 식용콩 소비량
은 1970년 248천 톤에서 서서히 증가하여 2000년 399천 톤,
2005년 441천 톤, 2010년 417천 톤 수준까지 늘었으나, 2016년
약 412천 톤으로 정체 상태이다. 사료용은 1970년 18천 톤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1,282천 톤으로 71배가 증가하
였으나 IMF 금융위기 이후 소비 증가가 정체되어 2005년 965
천 톤, 2010년 952천 톤이었으며, 2016년 1,066천 톤으로 집계
되었다. 한편, 1인당 식용콩 소비량은 1970년 5.3kg에서 2005년
에는 9.0kg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 8.0㎏ 수준이다. 콩 수입
량은 1970년에 36천 톤이었으나, 1980년 이후 급격히 증가되어
2000년에는 1,586천 톤에 달하였으며, 2010년 1,236천 톤이
수입되었고, 2016년 1,342천 톤이다.

<표 1-9> 연도별 콩 수급현황

구분

공급
- 전년이월
- 생산
- 수입
수요
- 사료용
- 식용
- 기타(종자 등)
차년이월
연간소비량(kg/인)
전체 자급률(%)
식용 자급률(%)

(농림축산통계연보, 단위 : 천톤)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3

2016(P)

266
229
36
266
18
248
5.3
86.1
92.3

777
103
257
417
733
333
304
96
44
8.0
35.1
64.3

1,450
106
252
1,092
1,254
866
354
34
196
8.3
20.1
64.9

1,781
79
116
1,586
1,694
1,282
399
13
87
8.5
6.4
28.2

1,493
118
139
1,236
1,420
965
441
14
73
9.0
9.7
30.9

1,448
73
139
1,236
1,381
952
417
12
67
8.3
10.1
32.4

1,323
54
123
1,146
1,262
848
403
11
61
7.9
9.7
29.6

1,574
129
104
1,342
1,486
1,066
412
8
88
8.0
7.0
24.6

* 주 : 양곡연도(전년 11월 1일부터 당년 10월 31일까지 기준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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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 콕!

제1장 일반 현황

1. 콩의 중요성과 가치
▶ 콩은 비료를 적게 주어도 잘 자라는 친환경 작물로서 다른 작물과 이어짓기에 알
맞은 매우 중요한 작물임.
▶ 현재 논에 벼를 대체하는 가장 유망한 작물로 콩을 추천하고 있어 우리나라 콩 자
급률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 콩은 질소고정작용에 의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다른 작물과 재배순서(작부체
계)에 가장 적합한 환경친화형 작물. 또한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역할도 하고 있
어 우리나라 농업 구조상 필요한 작물 중의 하나임.
▶ 콩은 단백질 함유량이 많아, 지상에 존재하는 어느 작물보다 그 영양성이 뛰어난
작물임.
▶ 실제 콩에 들어 있는 단백질 성분은 소고기 등심보다도 월등히 높음.

2. 국내 콩의 산업화 동향
▶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감소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현재 식용콩의 자
급률은 약 30% 수준임.
▶ 소득을 비교해 보면 겨울작물인 보리보다는 소득이 높고 다른 작물보다는 낮았지
만 쌀과 비교하면 약 30%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류의 생산량 및 생산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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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콩의 생육단계 및
작물학적 특성
콩의 각 식물체 부분들은 고유의 담당 역할이 있고,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높은 수량을 낼 수 있다.

1. 콩의 생육과정
2. 콩의 형태학적 특성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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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콩의 생육과정

콩 농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씨앗(종자)이 싹 터서
자라고 꽃이 피며 종자가 완전히 익게 되는 기간, 즉 콩의
일생(1세대)에 대하여 단계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울
러 각 시기마다 다를 수 있는 적합한 환경 조건과 그 조건
에 따른 식물체의 성장과 발육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다소 복잡하지만 얼마든지 실제 재배에 응
용될 수 있는 기초지식이 된다. 자라는 과정과 환경에 대
한 이해 없이는 우수하고 실용적인 재배기술의 적용은 거
의 불가능하다.

콩의 일생
콩은 콩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으로 종자가 싹이 터서 자
라고 꽃이 피며 종자가 달려 완전히 익는 콩의 일생을 가
지는데, 가장 짧은 것은 75일, 가장 긴 것은 200일 정도 된
다. 그러나 실제 국내에 재배되고 있는 품종들은 90∼160
일 범위에 속한다. 생육일수가 짧은 조생종은 올콩(하대
두)이라고 하며, 4∼5월에 파종하면 7∼8월에 수확한다.
후작물로는 메밀과 같은 잡곡과 배추, 무, 마늘, 양파 등 채
소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생육일수가 긴 만생종은 가을
콩(秋大豆)이라고 하며, 5∼6월에 파종해서 10∼11월에 수
확하고 이후에 보리 같은 겨울 작물을 심는다. 이들의 중
간인 중간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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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종한 콩이 수분을 흡수하고 싹이 터서 떡잎(자엽)이 땅밖으로 터져 나오는 시기를
출아기 또는 출현기라고 한다. 이어 떡잎과 초생잎이 전개되고 이후 3개의 잎이 묶어
져 한 개의 잎을 이루는 본엽이 전개된다. 제1본엽에 이어 계속해서 제2본엽·제3본엽
이 전개되는데, 이 시기를 유묘기라 한다. 유묘기를 지나면서 줄기, 뿌리 및 잎이 신
장하고 가지(분지)를 치기 시작하는데 이 기간은 신장기라 한다. 이후 꽃필 때가 가까
워지면, 줄기와 잎이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성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생육 최성
기 또는 번무기라고도 한다. 재배방법과 품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꽃
피기 전 15∼20일경이 이 시기에 해당한다. 이때에는 잎자루가 붙어있는 줄기마디에
꽃눈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꽃눈(화아)분화기가 된다.
꽃이 피기 시작해서 전 개체의 40∼50% 정도 피었을 때를 개화기라고 한다. 개화가
끝나고 수정이 이루어지면 꼬투리가 커지기 시작하며, 내부에서는 씨알(종실)이 급속
히 크게 된다. 이때 각 씨알 간에는 생장의 경합·양분의 쟁탈이 심하게 일어난다. 개화
후 꼬투리가 생겨서 급속하게 자라는 시기를 어린 꼬투리 시기(유협기)라 하는데, 꼬
투리가 달리는 이 시기 전반을 착협기라고도 한다.
씨앗에 단백질, 지방, 전분이 저장되면서 종실이 최대로 커진 씨알비대성기에 도달하
는데, 이 시기는 풋콩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이후에는 종자의 수분 함량이 줄어
들면서 마르기 시작하는데, 꼬투리·줄기와 잎이 황색으로 변하는 시기이므로 꼬투
리 황변기·경엽 황변기라고 한다. 포장에 심어져 있는 식물체의 잎이 반 정도가 떨어
진 시기를 낙엽기라 한다. 이 시기에는 줄기와 꼬투리가 품종고유의 색을 나타내는데
담갈, 갈, 농갈, 적, 흑색 꼬투리로 변한다. 이와 같이 꼬투리의 95% 정도가 품종고유
의 색을 나타내고 단단해지며, 종실이 건조해져서 작아지는 시기를 익음 때(성숙기)라
고 한다. 성숙이 진행되면 종실이 꼬투리로부터 분리되고 흔들면 흔들리는 소리가 들
린다. 이때가 수확의 적기이지만, 후작물이나 기상관계를 고려하여 이보다 빨리 수확
해 건조하는 경우도 있다.
콩의 일생은 다른 고등식물과 마찬가지로 꽃필 때(개화기)를 기준으로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의 두 시기로 구분된다. 발아부터 꽃이 피기 전까지 생육단계를 영양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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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라 하고, 꽃이 피면서부터 시작하여 꼬투리가 완전
히 성숙될 때까지를 생식생장기간이라 한다. 한편 파종으
로부터 개화까지의 일수를 개화일수, 꽃필 때부터 성숙기
까지의 일수를 성숙일수라고 한다.

영양생장기
가. 발아와 출아기

<그림 2-1> 콩의 발아

건전한 콩 씨앗(종자)은 심은 뒤 충분한 물과 적당한 온도

Tip
●

배축(胚軸)
종자가 발아했을 때 뿌리와 줄
기의 경계가 되는 부분. 자라서
줄기가 되는데, 위쪽은 떡잎과
어린 싹이 되며 아래쪽은 어린
뿌리가 됨.

와 공기(산소)가 공급되면 싹이 나온다(발아). 콩 파종기의
지온이 15∼30℃이고, 수분이 적당하면 3∼5일 정도면 싹
이 트기(발아) 시작한다. 콩 종자는 충분한 수분을 흡수
한 후에 발아하기 때문에 발아기 동안의 적당한 수분 공
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통 콩 종자는 말린 씨앗무게의
130∼150% 정도까지 수분 흡수가 되지만, 발아하는 데

●●

씨껍질(종피)(種皮)
씨껍질. 식물(植物)의 씨를 싸
고 있는 껍질.

는 100% 정도만 흡수하면 충분하다. 콩의 발아 가능온도
는 최저 4℃에서 최고 42℃까지이나, 온도에 따라 발아에
걸리는 시간과 발아율은 크게 차이난다. 일반적으로 25∼
35℃의 온도조건에서 출현이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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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온이 낮으면 발아일수가 길어지고, 17℃ 이하에서는 뿌리의 신장이 좋지 않다. 특히
저온에 의한 출아 지연은 곰팡이와 해충으로부터 발아 중인 종자가 피해를 입을 확
률이 높아진다. 발아기간 동안에는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발아에 필요한 수
분흡수기간 동안에는 물속에 두어도 상관없으나 그 이상 오랫동안 물속에 두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씨앗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하면 발아력을 잃어버린다.
실제로 수분이 너무 많은 조건에 콩 종자를 심거나 파종초기에 침수 등으로 뿌려진 종
자가 습기가 많은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대부분 썩게 되는데, 이것은 산소부족으로 종
자가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한편 콩을 심고 너무 급속히 수분흡수를 하는 경우에는 씨
앗 내부의 떡잎이 손상되거나 썩을 우려가 있으므로 파종 후 1∼2일쯤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토양이 점질토이거나 표층이 각질화되는 토양에서는 배축●
이 쉽게 부러지거나 뚫고 나오지 못하게 되어 출아율이 크게 저하되기도 한다. 여름콩
(하대두)은 가을콩(추대두)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발아시기가 늦고 발아력이 낮은 편이
다. 발아과정에서 수분 흡수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패되기 쉽고, 종자가 균열 시
에는 토양 중에서 곤충 및 미생물의 가해를 받아 발아가 좋지 않으므로 실제 파종작업
에서는 살균제와 살충제 분의 처리를 통한 씨앗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콩 씨앗에는 이미 어린 뿌리와 싹이 만들어져 있다. 발아조건이 되면 종자는 주공과 배
꼽, 그리고 씨껍질(종피)●●을 통하여 수분을 흡수한다. 떡잎(자엽)이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하게 되면, 종피가 갈라지고 먼저 뿌리가 나온다. 씨앗에서 맨 먼저 나오는 뿌리를
씨앗뿌리(종근)라 부르는데, 이 뿌리가 자라서 원뿌리(주근)가 된다. 씨앗에서 나온 이
뿌리가 땅속으로 뻗는데, 이때 뿌리와 씨앗 사이의 배축 부분이 빠른 속도로 신장하게
된다. 배축이 아치형상으로 빠른 속도로 자라면서 심었던 씨앗(종자)이 지상부를 뚫고
땅위로 올라오면서 떡잎이 된다.
떡잎이 고개를 들어 올려 태양과 수직이 되는 시점을 일반적으로 생장을 위한 준비과
정으로 보게 된다. 같은 콩과 작물인 팥이나 녹두는 땅속에 떡잎이 남아 있는 것이 특
징인데, 콩의 떡잎이 지상부로 나오는 것은 이들 콩과작물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
이점중 하나이다. 실제 콩 발아와 출아과정을 살펴보면, 떡잎보다 배축의 구부러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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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먼저 올라오는데, 이러한 형태로 싹을 끌어올림으로
써 배축 끝에 달린 떡잎이 쪼개지거나 어린 싹이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땅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준다. 구
부러졌던 배축의 윗부분이 햇빛을 받게 되면 똑바로 펴지
면서 떡잎도 펼쳐진다. 그러나 빛이 없는 상태(콩나물 같
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구부러진 상태가 오래 동안 지속
된다.
나. 유묘기
발아과정을 통해 떡잎과 상배축이 지상부에 출현하여 햇
빛을 받게 되면 떡잎은 두 쪽으로 잎이 나누어지며 그 사
이에서 어린 줄기가 돋아난다. 즉, 떡잎이 펴지면서 어린 줄
기 끝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어린 잎이 나타난다. 이렇게
처음 나타난 잎은 같은 마디에서 한 쌍이 마주나기 형태
Tip
●

생체중
살아있는 생물의 무게.

로 달린다. 이 한 쌍의 첫 번째 잎을 초엽 또는 초생엽이라
고 부른다.
그 다음 마디부터 생기는 잎은 한 잎자루에 3개씩 붙어 있

●●

건물중
생물체에서 수분을 제거한 상
태의 무게.

는 3복엽 형태로 달리게 되는데, 이 첫 번째 3복엽을 제1본
엽 또는 제1복엽이라고 한다. 순차적으로 돋아나는 본엽은
한 마디에 하나씩 붙는 어긋나기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

조생종
같은 시기에 파종하더라도 일
찍 개화되어 성숙됨으로써 종
자를 단시일 내에 형성할 수 있
는 품종(씨앗).

<그림 2-2> 유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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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잎과 식물체가 햇볕을 받으면 곧 엽록소가 형성되어 녹색으로 변하게 된다. 떡잎
에 저장된 양분은 콩이 출현한 후 약 일주일 정도 식물체가 자라는 영양원이 된다.
어린 모(유묘)가 스스로 자급할 수 있게 되면 떡잎은 떨어진다. 떡잎에서도 약간의
광합성을 하지만 유묘의 생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떡잎은 지상부에 출현
하게 되면 녹색이 된다. 자색 꽃을 피는 품종은 배축이 자색을 띄게 되며, 깊게 흙덮
기(복토)된 곳에서는 배축이 두꺼워지게 된다. 식물체가 동화작용을 시작한 후 떡잎
은 생체중●, 건물중●●이 감소하고 기능도 쇠퇴하여 황색으로 변색되고, 싹이 튼(발아)
후 20일경이면 갈색으로 변하여 떨어지게 된다.
잎자루가 짧은 초생엽 2매가 마주나기를 하는 발아 후 10일쯤에 원뿌리(主根)는 10㎝
이상 자란다. 뿌리혹박테리아는 떡잎이 지상에 출현한 시기에 감염되어 분화하기 시
작하며, 발아 후 2∼3주 사이에 작은 뿌리혹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무렵의 뿌리혹은
콩의 조직에서 당분을 흡수하면서 신장하나, 질소고정량은 매우 적다. 초기의 질소
비료주기(시비)는 콩의 초기 생육을 좋게 하므로 파종단계에서 적정 시비가 필요하
며, 올콩과 같이 생육기간이 짧은 품종은 씨알수량도 증가된다.
콩의 초기 생육은 수분과 온도가 매우 중요한데, 수분부족과 지나친 일조는 생육을
불량하게 하고, 저온은 생육을 지연시키며 일조부족이나 차광은 웃자람의 원인이 된
다. 굵은 씨앗(대립씨앗)은 잔 씨앗(소립씨앗)에 비하여 초기 생육이 양호하지만 꽃필
때(개화기)에 가서는 차이가 없고 수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외에도 토양이
나 표고 등의 다른 생산조건에서 생산된 씨앗(종자)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실제적으
로는 굵은 씨앗(대립씨앗)을 사용하는 것이 초기 생육을 양호하게 하므로 생산의 안
전성이 높다. 또한 발아 후에 떡잎을 제거하게 되면 초기 생육이 불량해지고, 초생엽
을 제거하게 되면 수량이 감소하게 된다. 조생종●●●에 있어서는 떡잎이 곤충 등에 의
하여 가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웃거름(추비)을 주어 부족한 양분을 보충해 주어야 하
며, 곤충에 의하여 생장점이 손상되면 순지르기의 경우처럼 겨드랑눈(액아)이 발생하
여 가지가 자라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 15일 이후에 씨를 뿌리면 늦은 서리에 의한 피해가 거의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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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나, 이보다 빠르면 중북부지역에서는 저온으로 인
하여 싹이 늦게 트고 어린 모가 해를 입을 수 있다.
다. 줄기 자랄때(신장기)와 곁가지의 발생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생엽 다음에는 3개의 소엽으
로 구성된 제1본엽이 전개되며, 이후 가장 크게 자라는 가
운데 줄기인 주경(主莖)으로 발달하게 된다.
이 주경에는 순차적으로 제2본엽, 제3본엽이 형성되는데,
이들 각각의 본엽들은 초생엽과는 달리 어긋나기를 한다.
이렇게 잎이 달린 자리를 마디 또는 한자어로 절(節)이라
고 한다. 제3본엽이 전개된 후에도 순차적으로 마디에서
제4, 5본엽이 발생하게 된다.
보통 제3본엽이 전개된 이후에 줄기, 뿌리, 잎이 크게 신장
하고 가지를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를 신장
기라고 한다. 신장기에는 어느 정도 원가지(주경)의 아래
마디로부터 곁가지(분지)가 발달하는데, 보통 싹튼 후 40
일경부터 생긴다. 곁가지의 발생숫자나 모양은 품종에 따
라 다르며 재배조건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 즉 가지치
기를 많이 하는 품종과 적게 하는 품종은 따로 있으며, 심
는 간격과 심는 시기 등 재배조건에 따라 곁가지(분지)의
특성은 크게 달라진다.
파종이 늦는 두그루갈이(이모작)보다 홑짓기(단작)의 경우
재배기간이 길기 때문에 곁가지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아
지며, 심는 간격이 넓으면 그만큼 곁가지의 발생정도가 왕성
해진다. 한편 질소비료를 많이 주거나 그늘진 곳에 키우게
되면 약한 줄기와 적은 결가지를 가지게 되고 심하면 덩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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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으로 자란다. 심는 간격이 너무 가깝거나 한 구멍에 너무 많은 씨앗(종자)을 뿌릴 경우
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곁가지가 거의 없으며, 각 마디에 꽃이 제
대로 맺지 않아 수량이 크게 감소한다.
가지치기를 한 후에 줄기와 잎이 크게 신장하면서 잎겨드랑이(葉腋)에 꽃눈이 형성되
는 시기에 도달하게 되면 잎과 줄기가 이랑 사이를 가득 채우고 골 사이가 보이지 않
을 정도로 무성해지는 시기인 생육 최성기(번무기)에 도달한다.

생식생장기
가. 개화조건
대부분의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콩의 개화에는 주로 온도와 햇빛 받는 시간인 일장시
간이 가장 크게 관여한다. 우리나라 재배 환경조건에 적응해 온 재래종이나 장려품
종은 개화에 문제가 없으나, 외국에서 도입한 콩은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꽃부터 피
거나 반대로 너무 늦게 개화해서 종자를 수확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것
은 어떤 한 국가에 적응된 콩 품종들이 다른 지역과 다른 국가에서 재배될 경우, 온도
혹은 햇빛 받는 시간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반응하지 않아 그 품종의
고유한 생육특성을 보이지 않고 제대로 된 수량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15∼25℃ 사이에서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는데, 이렇
게 온도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성질을 감온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단축되는 정도는 품
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평균온도가 20℃ 이하거나 30℃를 넘게 되면 오히려 꽃 수
가 줄어들고 피는 모양이 불규칙해지며 활짝 피지 않는 현상도 생긴다.
매일 햇빛을 일정한 시간 이하로 받게 되면, 즉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면 꽃이 빨
리 피는 식물들이 있는데, 이를 단일성식물이라고 한다. 콩도 전형적인 단일성식물에
해당되는데 낮 시간이 10시간 이내일 경우 꽃피는 시기가 앞당겨지지만 12시간 이상
으로 길어지면 꽃피는 시기가 계속 늦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햇빛 받는 시간이 식물체
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본잎이 나온 뒤부터 1∼2주일간이다. 조생종을 제
외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대부분의 품종들은 적정 파종시기에 씨를 뿌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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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하순∼8월 상순에 꽃이 피는 개화 특성을 갖고 있다.
나. 화아분화●와 화기형성●●
자연 상태에서 개화조건이 주어지면 꽃 피기 약 25일 전에
이미 꽃눈이 만들어지는데 너무 작아 눈으로 확인하기는
힘들다. 어린 꽃눈은 줄기의 마디 부분인 엽 겨드랑이에
달리며, 줄기의 끝에도 달린다. 각 마디의 어린 꽃눈들이
자라 마디당 다양한 수의 꽃이 달리는데 품종에 따라서
는 여러 개의 꽃이 한 개의 꽃자루에 달리기도 한다. 어린
꽃이 생길 때 암수의 구분이 생기며 한 개의 꽃 안에 암컷
에 해당하는 암술과 수컷에 해당되는 수술이 만들어진다.
이 시기에 온도가 낮거나 가뭄 등의 불량한 환경조건이
주어지면 이들 암술과 수술이 피해를 입어, 정상적으로 꽃
이 피지 않거나 꽃이 피어도 씨앗(종자)이 생기기 않는 불
Tip
●

화아분화([花芽分化)
식물이 생육 중에 식물체의 영
양 조건·생육 연수, 또는 일수·
기온 및 일조시간 등, 필요한
조건이 만족되어 꽃눈을 형성
하는 일. 꽃눈분화라고도 함.

임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꽃이나 꼬투리가 많이 떨어지
거나 정상적인 성장을 못할 경우에는 단순히 그 시점의 환
경이나 관리만이 아니고 어린 꽃이 형성되는 한 달 전의
환경이 불량하여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화기형성(花器形成)
꽃의 기관 형성.

다. 개화와 수정

<그림 2-3> 콩의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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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술과 수술이 발달하고 화기형성을 완성시킨 꽃은 1∼2일 정도 지나 개화하며, 이
때 꽃가루(화분)도 충분한 발아력을 갖는다. 개화는 꽃잎이 전개되어 암술과 수술
이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1개 꽃의 개화시간은 1∼2시간이며, 1일 중에는 오전 8
시경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2시간 중에 1일 총 개화수의 90%가 개화한다. 한 그
루의 개화기간은 약 3주간이고, 개화 시로부터 4∼5일이 지나면 개화 수가 가
장 많으며 10∼15일에는 대다수의 꽃의 개화가 완료된다. 파종기가 빠르면 개화가
1개월 이상 지속되기도 하며 기상상태에 따라서 개화 수가 증가하기도 한다. 파종기가
늦어지면 꽃 피는 기간은 짧아진다.
콩꽃은 암컷에 해당되는 암술과 수컷에 해당되는 수술을 가지고 있다. 수술로부터 꽃
가루가 만들어지며 떨어지는 꽃가루를 같은 꽃 안에 있는 암술머리 부분이 받게 되
는데 이 현상을 꽃가루받이[수분(受粉)]라고 한다. 가루받이가 된 꽃가루는 암술의 머
리로부터 싹이 터서 나중에는 암술 내부의 난세포(동물의 난자에 해당됨)가 있는 배주
속으로 뚫고 들어가 진전한 교잡인 수정(受精)이 일어난다. 콩은 같은 꽃에서 수정이
일어나는 자식성작물이지만 드물게는 다른 꽃과도 수정을 하는데, 다른 꽃 수정율(타화
수정율)은 0.16% 정도로 매우 낮다. 화분은 개화 2∼3일 전에 발아율이 80% 이상이나
개화 후 3일에는 10% 이하로 떨어진다. 꽃잎이 전개되지 않고 수정되는 것을 폐화수정이라
고 하는데, 개화 말기나 동계 온실재배의 경우처럼 온도가 낮을 때 많이 생긴다.
콩은 품종에 따라 꽃피는 습성이 다소 다르다. 즉 대부분의 마디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꽃이 피는 유한신육형(有限伸育型)과 마디에 따라 꽃피는 시기가 다른 무한신육형(無
限伸育型) 품종이 있다. 유한신육형 품종들은 아래로부터 8∼9번째 마디에서 맨 먼저
꽃이 피기 시작하여 며칠 이내에 모든 마디에서 꽃이 핀다. 따라서 꽃피는 시기가 마디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만주지방이나 미국에서 많이 재배되는 무한신육형 품
종들은 아래로부터 4∼8번째 마디에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계속 위의 마디로 올
라가며 핀다.
라. 꼬투리와 씨앗 형성
수정이 일어난 이후에는 이 세포가 계속 나누어져 여러 개의 세포로 늘어나게 된다.

제2장 콩의 생육단계 및 작물학적 특성 ● 45

수정의 마지막 단계에는 떡잎(콩 종자의 껍질을 제외한 내
부의 두 쪽)이 만들어지게 되고 씨앗(종자)이 커감에 따라
종자를 둘러싸고 있는 꼬투리도 점차 커지게 된다. 꽃이
핀 후 50∼70일 정도 지나면 꼬투리가 성숙하게 된다. 콩
식물체에 피었던 전체 꽃 수에 비해 나중에 맺히는 꼬투리
의 수는 20∼40%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많은 꽃과 어린
꼬투리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이
다. 이것의 원인은 한꺼번에 많은 꽃이 피고 종자가 발달함
으로써 일시적으로 양분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도 온도가 낮거나 심한 가뭄, 습기로 인한 피해 등

Tip
●

근류균(根瘤菌)
두과식물 뿌리에 공생하며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여
식물이 이용하게 하는 유용
박테리아.

의 환경과 병, 벌레 등에 의한 피해도 원인이 된다. 대체로
알맹이가 큰 품종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나
중에 개화한 꽃이 떨어질 확률이 높고 한 꼬투리 안에서는
달려 있는 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의 종자가 제대로 발달하
지 못한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러한 품종이나 꽃은 양분
의 쟁탈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콩의 일생과 생육특성 이해
콩을 재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콩은 뿌리혹박테리아
에 의해서 질소를 흡수한다는 사실과 과다한 생장 및 웃
자람이 쉽게 일어나고 해충의 피해도 많아서 씨알(종실)이
잘 차지 않는 경우가 많은 작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콩은 출아와 동시에 뿌리혹을 착생하여 2∼3주 후부터는
근류균●에 의해서 공중질소를 고정하게 된다. 콩의 질소
고정 효과를 과대평가하여 질소비료를 시용하지 않는 농
가가 있지만, 작물체의 1/3∼1/2 정도는 토양으로부터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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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므로 질소비료를 시용해야 한다. 그러나 질소를 너무 많이 시용하게 되면 뿌리
혹박테리아의 기능이 약해지고 뿌리혹의 착생이 적어지게 되며, 줄기와 잎이 지나치
게 생장하여 쓰러짐이 발생하게 된다.
영양생장기의 지나친 생장은 과번무·도장·만화(蔓化)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표현은
영양생장의 과잉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낙화가 많고, 꼬투리가 잘 맺히지 않고 결실이
불량하게 되며, 쓰러짐에 의해서 수량이 감소하게 된다. 씨앗 수확을 목적으로 할 경우
에는 경작자는 웃자라거나 과잉 영양생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줄기와
잎이 너무 빈약하게 자라는 경우에는 당연히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없지만, 대체로 평
균적인 생육을 보이면서 자란 콩이 과잉 영양생장한 콩보다 많은 수확을 보인다. 그러므
로 과잉 영양생장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과잉 영양생장정도는 품종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므로 품종의 특성을 잘 파악해
야 한다. 웃자라기 쉬운 곳에서는 품종 선택에 주의해야 하고 파종기를 늦추거나, 심
는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서 통풍·햇볕이 잘 들게 해야 한다. 생육 중에 웃자라면 순지
르기를 하고, 웃자라는 경우에는 솎아 준다.
개화가 되고 어린 꼬투리가 생기는 시기가 콩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며 이 시기에 불량
한 환경은 낙화·미발육립의 원인이 되어 수량 감소와 직결되므로 포장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콩 한 그루에서 수백∼수천 개의 꽃이 피며 수정이 이루어지고 분화를 해서
씨알(종실)을 완성시킨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중의 많은 꽃과 꼬투리가 떨어
지는데, 그 원인은 꽃과 꼬투리 간에 양분의 경합으로 볼 수 있으나 아직 정확한 생리
적 원인은 알 수 없다. 낙화와 꼬투리가 떨어지는 것을 인위적으로 완전히 방지할 수 있
는 방법은 없으나, 좋은 환경조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낙화와 작은 종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이 시기에 적당한 비가
내리면 씨여묾(임실)이 좋게 된다.
개화기에서 성숙기에 이르는 기간에는 종실에 해를 입히는 해충의 피해가 많이 나타
나는데, 특히 노린재로 인한 피해는 날로 심각하여 콩의 작황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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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개화 이후 꼬투리가 달리기는 착협기에 2
∼3회 정도 방제를 하지 않으면 수량 감소를 피할 수 없다.
단일성 작물은 일반적으로 파종적기보다 일찍 씨를 뿌리
게 되면 영양생장 기간이 길어져서 생육이 왕성해지고 웃
자라게 된다. 반대로 다소 늦게 씨를 뿌리게 되면 영양생
장 기간이 짧아져서 빈약한 생육을 하게 된다. 콩의 생육
특성을 잘 이해하면 토양비옥도가 다소 떨어질 경우에는
다소 일찍 씨를 뿌려 생육을 양호하게 하여 수량을 올리
고자 시도할 수 있다. 또한, 생장이 과도한 경우에는 생장
을 억제하고 웃자람을 막기 위해 약간 늦게 씨뿌리면 된
다. 적기에 씨를 뿌려도 드물게 심으면(疎植) 키가 작고 곁
가지가 많이 생기며 꼬투리 수가 많아지지만, 빽빽하게 심
으면 마디 사이가 길어지고 가지 수가 적게 되고 꽃이 많
이 떨어져서 꼬투리 수가 적게 된다. 파종기·심는 간격(재
식밀도)·비료주기(시비) 등 재배법에 따라서 콩의 생육은
크게 달라진다. 그리고 콩은 일조·일장시간·온도, 수분 등
의 환경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생육이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멀리 떨어진 다른 곳의 좋은 품종과 재배법을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 지역에 알맞은 품종과 재
배기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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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콩의 형태학적 특성 및 역할

콩 식물체는 땅 위에서 생장하는 부분(지상부)과 땅속에서 생장하는 부분(지하부)으
로 나눌 수 있다. 지상부는 줄기, 잎, 꽃으로 구성되며, 지하부는 뿌리로 이루어져 있는
데 독특하게 뿌리혹이 있다.
씨앗(종자)이 싹이 터서 땅위로 올라오면 2개의 떡잎이 먼저 나고 이어서 줄기가 계속
해서 자란다. 모든 줄기에는 꽃잎을 제외한 지상부의 식물체 표면에 모용이라고 불리
는 잔털이 나있다. 각 식물체 부분들은 고유의 담당 역할이 있고 서로 균형을 이루어
야 건실한 식물체, 그리고 높은 수량을 낼 수 있다.

종자의 형태와 특성
가. 종자의 형태
콩알의 모양과 구조를 보면 <그림 2-4>와 같이 꼬투리에 연결되어 있던 부분을 배꼽
(臍, 目)이라고 하고, 배꼽의 양편에는 각각 주공과 합점이 있는데, 어린 뿌리(유근)를
보호하고 있는 약간 볼록한 주머니 상단 부위에 주공이 있고 배꼽의 반대편에 합점
이 있다.
콩알은 떡잎부의 무게가 85∼93%, 떡잎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은 5∼13%, 싹이 틀(발
아) 때 상·하배축이 되는 어린 뿌리가 약 2% 내외이다. 씨알(종실)의 거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떡잎(자엽)은 콩이 발아해서 지상부에 출현하는 동안 영양분의 공급원이 되며,
씨껍질(종피)은 파종 후 땅속의 곰팡이균과 박테리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
다. 그래서 만약 발아하기 전에 종피가 손상되면 튼튼한 모종으로 자랄 수가 없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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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어린 뿌리는 배꼽의 끝부분에 약간 볼록한 형태
로 있으며 종피를 제거하게 되면 뚜렷이 볼 수 있다. 콩알
의 크기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크며, 편의상 100알의 무
게를 기준으로 하며 극대립은 35g 이상, 대립(大粒)은 25
∼34.9g, 중립(中粒)은 15∼24.9g, 소립(小粒)은 10∼14.9g,
9.9g 이하를 극소립(極小粒)으로 구분한다.
현재 국산 콩 정부 수매기준인 그물 망사체(Mesh)를 기준
으로 할 때는 7.10㎜의 체위에 남아있는 것(25g 이상)을 굵
은 알(대립), 7.10≥6.3㎜일 때 중간 알(중립), 6.3≥4.0㎜ 범
위는 잔 알(소립)로 분류한다. 한편, 종실의 길이(長)·넓이
(幅)·두께(厚)의 비율에 따라 종실의 모양(粒型)을 구형·편
구형·타원형·편타원형·장타원형·장편타원형 등으로 구분
하기도 한다.
종실의 종피 및 배꼽의 색깔은 매우 다양한데, 종피의 색
깔은 크게는 단일색(單色)과 줄무늬나 반점을 갖고 있는
얼룩색(混色)으로 구별할 수 있다. 단일색은 황색콩이 가
장 많으며 청태라고 하는 녹색콩, 밤콩이라고 부르는 갈색
콩(붉은콩), 그리고 검정색콩 등이 있다.

<그림 2-4> 콩 종자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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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콩에는 녹색 바탕에 검은빛의 둥근 무늬가 있는 우렁콩(Concentric Marking), 녹색
바탕에 검은빛의 점무늬가 있는 매눈이콩, 녹색·황색 또는 담갈색 바탕에 배꼽을 중심으
로 하여 자줏빛 또는 검은빛의 무늬가 말 안장 모양을 이루고 있는 선비재비콩(鞍掛大豆;
Saddle Pattern, Eye Brow), 씨껍질(종피)의 표면에 흰빛의 그물모양으로 된 금(裂痕)이 있는
아주까리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검정콩은 종피 표면에 흰가루(白粉)가 많이 있는 것과 그
합점

렇지 않은 것이 있으며, 종피의 광택에도 현저한 차이가

배꼽

있다. 외관상 품질을 결정하는 형질은 콩알의 크기, 모양,

주공

껍질색(皮色), 빛깔, 배꼽색 등이나 쓰이는 용도에 따라

유근

차이가 있다. 전통적으로 유색콩 대립인 품종은 풋콩 및
밥밑용, 황색 종피의 대립종은 장류 및 두부용 등으로 주

<그림 2-5> 콩 종자의 외관 형태

로 이용되고, 소립종은 나물용으로 이용되어 왔다.

나. 종자의 품위와 발아력
콩이 여무는 기간의 씨앗(종자)은 씨알 비대가 끝나면 발아력을 갖게 되지만, 종자로 사
용하기에는 좋지 않으며, 다 익어 잘 건조된 충실하고 윤택이 나는 종자를 사용해야 한다.
다소 일찍 수확하는 경우에는 그늘에 말린 후 충분히 건조시켜서 종자로 이용한다. 급격
히 가열 건조하는 경우에는 발아력이 저하된다. 콩 종자는 다른 작물과 달리 종자의 수명
과 활력이 짧은 편이다. 종자는 다량의 양분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분이 많고 온도
가 높을 경우 쉽게 부패하거나 발아력을 상실하게 된다. 종자의 수분 13.5%, 온도 30℃에
서 5개월, 종자의 수분 18%, 온도 20℃에서 5∼9개월에 발아력을 상실하게 된다. -10℃에
서는 10년 후에도 양호한 발아력을 갖게 되고, 8∼9%의 수분에서는 5년 후에도 90%의
발아력을 유지한다. 소량씩 밀봉 저장하면 2년 후에도 90%의 발아율을 갖지만, 종이봉
투 저장은 2년이 지나면 발아율이 50%로 떨어진다.
특히 실온에서 1년 이상 묵은 종자는 싹이 트더라도(발아) 떡잎이 토양을 밀어올리고
출현하는 발아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종자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꼭
묵은 종자를 사용해야 한다면 원예용 모판흙(상토)에 모를 길러(육묘) 이식 재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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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출현율을 다소 높일 수 있다. 품종에 따라서 씨앗 크기,
모양, 빛깔이 다르고 저장력에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같은
품종이라도 씨알(종실)이 크면 초기 생육이 양호하므로 큰
종자를 종자용으로 쓰는 것이 좋다.

잎의 형태와 역할
가. 잎의 형태와 모양
콩은 1년생 쌍떡잎식물이다. 콩의 잎은 기부에 2매의 떡잎,
초엽(초생엽)이 마주나기를 하고 다음에 나오는 제1본엽은
3개의 소엽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소엽 관절에는 엽자루가
있다. 콩잎은 3개의 작은 잎이 모여 한 개의 잎을 이루는 본
엽이 대부분을 차지지만, 본엽 외에도 곁가지가 생기는 줄
기의 마디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잎(전엽, 前葉)도 있다. 본
엽은 일반적으로 3개의 소엽(또는 단엽이라고 함)이 모여
이루어지지만, 간혹 1∼2개 많거나 적은 경우도 볼 수 있다.
본엽의 모양은 길고 뾰족한 피침형, 마름모 모양의 능형, 계
란형인 난형, 그리고 타원형이 있다. 이와 같은 잎의 모양은
한 꼬투리 안에 있는 종실 수와 종실의 크기와 관련이 있
는데, 피침형인 품종이 한 꼬투리당 종실 수는 많고 콩알의
굵기는 소립인 경향이 있다.

피침형

피침과 능형의
중간형

능형

난형

타원형

<그림 2-6> 콩 잎의 형태와 모양

상위 잎과 하위 잎의 모양에 차이가 큰 경우도 자주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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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위부의 잎 크기는 다소 작고 중위에서 상위부의 잎은 크고, 정단부의 잎은 작다.
또 잎이 매끈한 것도 있고 다소 쭈글쭈글한 모양도 있는데, 바이러스 등의 병에 걸려도 잎
의 모양이 변하므로 원래 품종의 특성을 익혀 두어야 한다. 잎에는 동물의 혈관이나 뼈에
해당되는 잎맥(엽맥)이 있다. 이는 수분과 양분의 통로가 되며 잎 전면에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사이에 살에 해당되는 잎살(엽육)이 있다. 품종에 따라 소엽의 크기는 다양한데
길이는 4∼20㎝, 폭은 3∼10㎝ 정도의 범위 내에 있다. 잎의 모양, 크기 잎자루의 길이는
재배조건에 따라 다소 변하기도 하지만 품종 고유의 특성을 보인다.
콩잎도 밤낮 빛의 유무에 따라서 상하로 움직이는 취면 운동을 한다. 각 소엽 및 본엽의
잎자루 부분을 자세히 보면 도톰하면서 색깔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중
심으로 잎들이 상하(上下)운동을 한다. 즉 이 부분이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면서 낮에는
잎들을 위로 서게 하고 밤에는 아래로 처지게 된다.
나. 잎의 역할
떡잎은 본엽들이 나오기 전에 어린 식물에 영양공급을 하는 역할을 한다. 즉 떡잎 속
에는 일정량의 양분이 저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을 받으면 일반 잎들처럼 엽록소
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져 잎의 역할도 한다. 떡잎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양분이 다
소모되고 본엽들이 나오면 그 역할이 끝나고 노랗게 변하면서 말라 떨어지게 된다. 초
생엽은 바이러스 병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파종 후 제초제를 잘못 뿌렸을 때에도
그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의 판단기준 부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잎에는 엽록소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는데, 태양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탄수화물
로 동화시키는 일을 한다. 이 물질 때문에 잎은 녹색으로 보이게 된다. 잎에 빛이 쪼이면
빛이 가진 에너지를 모아 수많은 작업 중심지로 전달하게 된다. 작업 중심지에서는 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몇 가지 물질을 만드는데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뿌리에서 빨아들
인 물과 잎의 숨구멍(기공)을 통하여 들어온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복잡한 과정을 거
쳐 작업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만들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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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이용하지
만 식물은 빛과 물과 공기를 이용하여 음식을 식물체 안에
서 만들고 자기가 만든 음식을 다시 분해하여 에너지로 이

Tip
●

동화면적
탄소동화작용을 할 수 있는 부
분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곧
엽면적임.

용한다. 따라서 잎은 식물체가 자라는데 필요한 물질을 만
드는 공장에 해당되며 만들어진 물질은 모든 식물체의 여러
부분(잎, 줄기, 뿌리, 꽃 등)에서 이용되거나 씨앗(종자)에 저
장하게 된다.

●●

황변기
잎의 색을 황색으로 변화시키
는 기간.

잎의 숫자가 많거나 크기가 크면 생산 공장이 크므로 유리
하지만 반대로 잎 자체가 너무 크면 소비도 많아지므로 적
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좋다. 꼬투리(엄밀하게는 어린

●●●

천근성((淺根性)
작물의 뿌리가 지표면에 가까
운 토양에 분포하는 성질.

씨앗)는 생산물질을 저장하는 창고에 해당되는데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창고가 너무 크거나 많으면 빈 창
고가 생길 것이다. 반대로 꽃이나 종자의 수가 적으면 생산
물의 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여분의 잎이나 줄기의 생장에

●●●●

목질화(木質化)
식물의 세포막에 리그닌이 쌓
여 나무처럼 단단해지는 현상.

쓰게 되는 낭비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상적인 식물체에
서는 일부 콩잎을 떼어 내거나 벌레의 피해를 받아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물질을 생산하기에 충분한 양의
잎을 가지지만, 꽃이 피고 꼬투리가 한꺼번에 달리는 시기에

●●●●●

부정근(不定根)
뿌리 이외의 부분, 즉 줄기에서 2
차적으로 발생하는 뿌리를 말함.
막뿌리라고도 함.

는 일시적으로 물질의 생산량 부족으로 많은 꽃과 어린 꼬
투리가 떨어지게 된다. 또 농가에서 콩이 너무 웃자랄 때 일
부의 잎이나 곁가지를 잘라주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러한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고 건실한 식물체로 키우며 충실한 종
자를 얻기 위해서이다. 잎이 크는 시기의 생육상황은 수량과
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꼬투리 형성 이전의 조기 수량예측
을 가능하게 한다. 잎이 큰 것이 광합성 동화면적●이 크지만
하위 잎에 대해서는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줄기의 아랫부분
에는 광이 잘 투과되지 않는다. 웃자람(과다생장)의 경우에
도 줄 사이로 투과되는 빛의 양이 적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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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꽃이 많이 떨어지고 꼬투리도 맺혀서 좋지 않다.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볕가림(차광)이 된 잎은 색이 연해지고 잎의 두께가 얇아지며 가뭄이 오면 잎이 작아진
다. 포장조건이 양호한 경우에는 잎이 커지고 짙은 녹색을 띠게 된다.
꽃필 때(개화기)에 많은 잎이 손실되면 꼬투리 수 감소를 초래하고 꼬투리 형성기에 엽
수의 감소는 불임의 확률을 높인다. 줄기와 잎의 황변기●● 전후에 잎의 손실도 씨알(종
실) 비대를 불충분하게 하여 수량이 감소하게 된다. 줄기의 마디와 엽수는 조생종이 적
고 만생종이 많다. 달린 엽수에 대한 종실의 비율, 다시 말해서 건조한 씨알 1g을 생산
하는 데 필요한 엽면적은 100∼340㎠로 품종 간 차이가 있고, 재배법에 따라서도 다르
다. 이처럼 품종에 따라서 동화능력이 다르며, 빛의 조건에 따른 동화능력도 다른 화본
과 작물과는 다르다.

뿌리와 뿌리혹
가. 뿌리의 형태 및 발육
어린 뿌리(유근)는 씨껍질(종피)을 뚫고 나온 후 지상부가 잘 생장하고 지탱할 수 있도록
빠르게 뿌리로 발육하게 된다. 원뿌리(주근)가 신장하기 시작하면 곁뿌리가 형성된다. 싹
이 튼(발아) 후 4∼5일이 지나면 원뿌리에 뿌리털이 생기게 되며, 곧 이어서 곁뿌리에도
뿌리털이 생긴다. 파종 후 5∼6주일에는 곁뿌리는 반경 30∼40㎝ 정도에 이르고 생육
이 거의 완료될 시점에서는 물빼기(배수)가 잘 되는 좋은 땅에서는 1.5m 이상 땅속 깊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뿌리의 대부분은 땅속 30㎝ 이내에 분포하게 된다. 콩은 총 뿌리 중
량의 약 80% 정도가 지하 7.5㎝ 정도 이내에 분포할 정도로 얕게 뿌리를 내리는 천근성
●●●

작물이다.

곁뿌리는 발아 후 1개월경에 최대에 달하며, 1차 곁뿌리로부터 2차, 3차 곁뿌리가 나온다.
뿌리는 개화 말기부터 꼬투리의 신장기 사이에 최대로 발달하고, 이후 쇠퇴하기 시작하
여 썩는다. 뿌리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목질화●●●●가 이루어지고 수분 함량은 적어지게 된
다. 재배 포장의 하층토가 단단하거나 산성토양일 경우, 또는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에도
원뿌리가 잘 발달하지 못하고 대신 곁뿌리가 발달하게 된다. 콩은 떡잎하부의 배축에서
정근(定根)이 생기고, 떡잎 윗부분의 줄기에서 부정근●●●●●이 신장한다. 영양생장이 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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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생종은 뿌리내림(발근)이 많고, 줄기의 하단부의 노화
나 환경조건에 따라서 부정근의 발생이 달라지게 된다.
정근의 발육기에 장해를 받게 되면 부정근의 발생이 많아져
서 정근을 대신하게 되므로 생육 초기에는 큰 영향이 없지
만, 화아분화기∼꼬투리 맺히는 시기에 뿌리가 손상되면, 직
접 꽃에서부터 종실의 발육을 해치므로 수량이 감소되게 된
다. 중경●을 하면 토양의 통기가 잘 됨으로써 토양 중에 질산

Tip
●

중경(中耕)
작물의 생육 도중에 작물 사
이의 토양을 가볍게 긁어주는
작업.

태(초산태) 질소가 증가하게 되어 뿌리혹의 착생을 좋게 하
지만, 뿌리를 자르게 되므로 개화기 전까지는 밭매기(중경)를
끝마치는 것이 좋다. 콩 뿌리는 pH4∼7 정도 범위의 토양에
서도 생육은 되지만, pH6∼7의 중성토양이 생육에 알맞으므

●●

호기성(好氣性)
생물이 공기 속이나 산소가 존
재하는 곳에서 정상적으로 생
활하거나 생장할 수 있는 성질.

로 개간지의 산성이 강한 곳에서는 석회로 산성을 중화시켜
주는 것이 좋다. 산성토양은 인산도 부족하게 되므로 인산
비료주기(시비)효과가 높다.
나. 뿌리혹과 질소고정
콩과식물은 토양 미생물인 리조비움(Rhizobium)과 공
생하여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는데 이를 생물학적 질
소고정이라고 한다. 콩과식물이나 리조비움속이 단독으
로 질소를 고정할 수는 없다. 리조비움속 미생물은 콩과
작물의 뿌리에 뿌리혹박테리아를 형성하여 공기중 질소
를 고정한다.
콩에 착생되는 근류균은 Rhizobium Japonicum이라고 알
려져 있다. 콩은 일생 동안 필요한 질소량의 30∼70% 정도
를 질소고정에 의하여 얻게 된다. 뿌리혹박테리아는 싹이
튼(발아) 후 2주일 정도면 착생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콩
발육단계로 보면 초생엽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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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콩 뿌리혹박테리아

뿌리혹박테리아 착생 초기에는 질소 고정능력이 매우 낮으며, 콩의 생육이 진전됨에
따라서 뿌리혹박테리아의 착생과 질소 고정능력이 비례적으로 증가되어 꽃필 때 전
후가 되면 질소 고정능력이 가장 높게 된다.
이와 같이 꽃 피고 꼬투리가 여무는 시기에 뿌리혹의 수가 많게 되고, 콩의 익음 때
(성숙기)에는 뿌리혹의 질소 함량은 뿌리와 같이 저하되고 뿌리혹이 빈껍데기만 남
아 떨어지게 된다. 콩은 질소비료를 시용하면 식물체의 당 함량이 낮아지게 되어
뿌리혹의 형성이 불량해진다. 그러나 실제 재배할 때는 뿌리혹박테리아에만 의존
하지 않고, 질소비료를 상당량 주어 수량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콩은
다른 작물에 비하여 비료 특히 질소비료에 의한 증수효과는 낮은 편이다. 꽃필 때
이후부터는 질소 고정능력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꼬투리 비대기에 이르러서는 질소
고정능력을 거의 상실하게 된다.
뿌리혹박테리아의 질소 고정능력이 왕성한 시기에 뿌리혹을 절단해 단면을 보면
붉은색을 띠고 있으나, 질소 고정능력을 상실한 뿌리혹의 절단면은 회색 또는 백색
에 가까운 색을 나타낸다. 뿌리혹박테리아는 호기성●●이므로 뿌리혹은 지표면 근
처에 가장 많이 착생하고 질소 고정력도 왕성하다. 토양 중 콩 근류균의 밀도는 콩
의 재배연한과 관계가 있는데, 수년간 콩을 재배하지 않았거나 전혀 작물을 재배하
지 않았던 신개간지 등에는 인공접종으로 근류균을 보충하지 않으면 충분한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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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의 형성과 질소고정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질소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① 품종에 따라서 뿌리혹박테리아의 착생량과 질소 고정
정도에 차이가 있다. 뿌리혹박테리아를 착생하지 않고
질소고정을 거의 하지 않는 품종도 있다.
② 질소 비료주기(시비)를 과도하게 하면 뿌리혹 착생이 줄
어들게 되므로 적정한 질소 시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③ 제초제 및 살충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뿌리
혹 착생을 감소시키나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④이
 밖에도 토양의 pH, 심는 간격, 지온, 수분, 비옥도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토양의 pH가 지나치게

Tip
●

출엽속도(出葉速度)
한 잎이 완전히 전개되는 기간.

낮은 산성토양에서는 뿌리혹이 잘 착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강산성 토양은 석회를 시용하여 pH를 높여주
는 것이 좋다.

줄기와 가지

<그림 2-8> 콩의 줄기와 가지

콩은 원줄기(주경(主莖))와 가지(分枝)로 나누어지며, 여기에
꽃, 꼬투리가 맺힌다. 줄기는 떡잎 윗부분을 말하며, 마디(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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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디 사이(節間)로 구성되어 있다. 주경의 마디 수는 13∼20개 정도이고, 길이는 30∼
90㎝ 정도이나 덩굴성일 때는 2m에 달한다. 떡잎에서 초엽까지 사이의 떡잎마디(子葉
節), 초엽(初葉)에서 제1복엽(復葉)까지를 초엽절(初葉節)이라고 하며, 마디 수는 떡잎마
디에서부터 주경(主莖)마디로 한다. 원줄기상의 이름을 따서 떡잎절, 초엽절, 제1본엽절이
라고 하며, 줄기 하부로부터, 제1절, 제2절, 제3절이라고 부른다.
지상에서부터 최상엽까지의 길이를 풀길이(초장)라고 부른다. 주경의 지상부에서부터 줄
기의 생장점까지를 줄기의 길이, 경장(莖長)이라고 한다. 줄기의 길이는 마디 수와 마디길
이에 의해서 좌우된다. 가뭄이나 과습으로 인한 피해 등에 의해서 줄기의 마디 수가 달
라지게 되어 줄기의 길이가 크게 달라진다. 줄기의 마디 수는 조생종일수록 적고 만생종
일수록 많다. 줄기의 마디 수와 개화까지 일수는 높은 정의 상관이 있다. 마디 수의 증가
속도는 출엽속도●와 같아서 상부마디로 갈수록 마디형성속도가 빨라진다. 줄기 하부로
부터 3∼6절은 마디 사이가 짧고, 줄기 끝으로부터 3∼5절은 마디 사이가 길다.
특히 선단부 1∼2마디는 짧다. 하부마디의 줄기자람때(신장기)는 빠르고, 상부마디의 신
장은 더 느리게 진행되지만, 마디 신장기의 환경조건에 따라서도 다르다. 특히, 웃자람에
의해서 빛가림(차광)이 되면 줄기 중앙부위의 마디 길이가 길어져서 웃자람의 원인이 된
다. 웃자람이 우려될 경우는 잎을 따주거나, 순지르기 및 솎기작업을 하여 사전에 웃자람
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주경은 하단부, 중단부, 정단부로 나누며 하단부는 제1본엽절까
지의 2마디를 말하며, 정단부는 상위 2마디를 말하는 것이다.
그 외 중간의 마디를 중단부라 한다. 파종 후 20일까지는 마디 길이를 신장하고, 파종 후
1개월부터는 줄기가 굵어져서 개화 종기에는 줄기의 굵기가 최대가 된다. 하단부는 장시
간에 거처 신장·비대되기 때문에 콩 생육의 좋은 지표가 되며, 수량과도 정의 상관관계
를 보이므로 수량을 조기 예찰하는 데 유용하다. 줄기 하단부는 신장이 끝나면 목질화
가 진행되므로 조기에 북주기(배토)를 하여 막뿌리(부정근)를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좋
다. 줄기 중단부는 가지의 발생이 많고, 하단부는 개화가 빠르고 착협율이 높다. 대부분
의 우리나라와 일본 품종, 일부 중국 품종들은 개화기와 함께 줄기와 잎의 신장이 정지
되는 유한형 품종들이며, 미국, 캐나다, 중국의 만주지역은 무한형 품종이 많다. 유한형
품종은 개화기간이 짧고, 영양생장 기간과 생식생장 기간이 뚜렷하게 구별되며, 무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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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들은 개화시기가 빠르고 개화기간이 길며, 개화와 영양
생장이 같이 이루어진다.

꽃의 구조
꽃은 콩과식물의 전형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으며 원줄기나
가지의 끝 또는 잎겨드랑이(葉腋)에 꽃송이가 달린다. 이때
꽃자루(花柄)에 8∼15개의 꽃이 피는 경우와 꽃자루 대신에
작은 돌기가 생겨 여기에 1∼2개의 꽃이 피는 경우가 있다.
콩꽃은 다른 꽃들과 마찬가지로 꽃잎과 암술, 수술 및 꽃받
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꽃잎은 3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운데에 큰 조각(기판)이 1개 있고, 그 양쪽에 다소 작은 2
개의 조각(용골판) 등 총 5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다.
암컷과 수컷이 한 개의 꽃 속에 있는데 암컷에 해당하는 것
을 암술, 수컷은 수술이라고 한다. 눈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데 돋보기를 이용하여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암술은 1개
있는데 아랫부분이 두툼하고 목 부분은 다소 가늘며 그 끝
은 볼록하다. 이 끝부분이 꽃이 필 때 꽃가루를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1개 꽃 속에 수술은 10개가 있는데 9개는 밑 부분
이 붙어 있고 한 개만 따로 떨어져 있다. 수술의 머리에는 수
많은 꽃가루들이 있는데 이들 하나하나가 동물의 정자에 해
당된다.
콩꽃의 색깔은 자주색과 흰색이 대부분이다. 꽃 색은 식물
Tip
●

밀생(密生)
풀이나 나무 따위가 매우 빽빽
하게 남.

체의 생육이나 수량, 품질 등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두 종
류를 교잡시켰을 때 그 후손들에서 자주색 꽃이 우성이다.
만약 재배하고 있는 콩밭에서 꽃 색이 두 가지일 경우는 품
종이 섞였거나 잡종이 생겼기 때문이며 이럴 때는 표시를
해두어 같은 종류를 씨앗(종자)용으로 별도 수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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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투리와 씨알
가. 꼬투리의 발육과 형태
콩 꼬투리는 씨방(자방)의 심피(Integument)로부터 발달된 것이다. 수정이 이루어지
면 꼬투리가 생장하기 시작하여 장과 폭이 증가한다.
개화 후 20일경에는 최대 크기가 되고 성숙기에 가까워지면 줄어든다. 씨알(종실)의
크기는 꼬투리 생장을 바로 뒤따르게 된다. 꼬투리의 급속한 신장은 개화 후 5∼15일
쯤 종실의 길이와 폭이 최대로 증가하는 시기로 꼬투리의 신장이 끝나는 시기부터 종
실의 비대가 현저하게 된다.

<그림 2-9> 콩 꼬투리 초기 모양

<그림 2-10> 콩 꼬투리의 비대

이와 같이 꼬투리가 먼저 발육하여 종자를 담는 용기 역할을 하게 된다. 꼬투리는 일
시적으로 양분을 저장하고 기계적으로도 종자를 보호하지만, 생장의 최성기에 종실
도 함께 발육되므로 생장의 경합상태가 된다. 이러한 종실 내 주심부의 유관속과 연
결해서 동화양분을 종실에 보낸다. 꼬투리의 표피에는 털(毛茸)이 밀생●하는데 털이
없는 품종도 있기도 하다. 털의 색, 길이, 밀도 등은 품종 간에 차이가 있다. 꼬투리 색
은 녹색에서 성숙기가 되면 품종 고유의 담갈, 갈, 흑색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꼬투리
가 잘 터지지 않는 품종이 기계화 수확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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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의 발육과 씨알(종실)의 발달
수정 3∼4일이 지나면 배의 세포 수가 10∼20개가 되고
원배(原胚)를 형성한다. 처음에는 씨젖(배유)이 분열해서
배낭으로 확대되지만 수정 후 1주일경에는 원배가 급속히
신장하게 되어 내배유의 바깥쪽을 압박한다.
개화 후 15일부터는 떡잎이 분화되고 신장된다. 개화 후
30일경에는 종실의 크기가 가장 커지는 시기이다. 배의
기관분화가 끝나면 발아력을 갖게 되고 그 후 수분이
감소되고 건물중이 증가해서 익음때(성숙기)에 이른다.
떡잎(자엽)에는 개화 후 12일경 지방이 나타나고 단백질
은 개화 후 27일경에 자엽의 모든 조직에서 보인다. 한
개의 꼬투리 내에 3개의 콩알이 들어 있는 경우 초기에
는 줄기 쪽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콩알이 잘 신장되나
개화 후 30일경에는 가운데에 있는 콩알의 비대가 충실
해지기 시작하여 성숙기에는 가장 무겁고 크다. 꼬투리
내 2개의 콩알이 들어 있는 경우는 줄기에서 멀리 떨어
진 것이 더 크다. 꼬투리당 콩알 수가 적은 것이 많은 것
에 비하여 콩알이 더 크다.
이러한 차이는 양분의 경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성숙시
기가 된 콩 씨알(종실)은 꼬투리로부터 배꼽부위가 이탈
되어 흔들면 씨앗(종자)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 한 식
물체의 꽃 중에서 빨리 개화한 것은 성숙이 빠르고 여무
는 일수가 길며, 종자도 크고 무겁다. 후기개화는 여무는
기간이 짧고 종실의 충실도가 떨어진다. 품종의 생태형에
따라서 종실의 결실상태가 다르지만 후기개화에 의해서
종실이 좋지 않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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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까지 일수, 결실일수 등과 같은 생태적 특성이 다른 품종의 형을 생태형이라고 한
다. 개화까지 일수가 같은 품종이라도 여무는 일수가 다른 품종도 많으며, 개화까지 일
수와 결실일수를 고려하여 생태형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숙기가 된 종실은 품
종 고유의 색깔을 나타내며, 종실의 크기에 따라서 잔 알(소립), 중간 알(중립), 굵은 알
(대립)로 나눈다. 정상적으로 발육이 되지 않은 덜여문 알(미숙립) 또는 쭉정이(설립(屑
粒)) 중에는 충해립, 병해립과 부패립, 발육 정지립이 포함된다. 종실의 대소는 품종의
조만성, 지역의 재배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립인 품종보다는 중립으로 협수와 립수가
많은 품종이 수량이 많고 작황의 안정성이 높다. 상품성은 배꼽색, 크기, 모양, 색깔 등
이 일정한 것이 좋다.

초형
콩 식물체의 모양을 초형(草刑)이라고 하며, 식물체 모양(초형)에는 줄기의 숫자, 길이,
방향 등과 잎의 크기와 분포, 잎자루의 크기 등이 관여한다. 그런데 모든 잎은 줄기의
각 마디에 붙어 있어 잎의 분포는 줄기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잎은
성숙기에 다 떨어져 버리므로 실질적인 식물체 모양은 줄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원줄기(주경)의 길이에 따라 긴 품종은 장경종(長莖種), 짧은 품종은 단경종(短莖種)
이라고 한다. 또 가지치기를 많이 하는 품종을 다분지성(多分枝性) 품종, 적게 하는
품종을 소분지성 품종이라고 한다. <그림 2-11>은 이러한 주경의 길이와 곁가지의
길이 및 각도 등에 의해 나타나는 다양한 초형들을 나타낸 것이다.
곁가지들은 주경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발생하는데, 즉 주경과 바짝 붙어 있는
곁가지로부터 상당한 각도를 가지고 비스듬히 붙어있는 곁가지도 있다. 이러한 가
지벌림새(분지각)는 곁가지의 길이와 더불어 그 식물체의 모양을 결정짓는 주된 요
소가 된다. 기본적으로 주경의 길이에 의하여 키 큰 품종과 작은 품종으로 구분되
며 분지각의 차이에 의해서도 구분할 수 있다.

제2장 콩의 생육단계 및 작물학적 특성 ● 63

<그림 2-11> 다양한 콩 줄기의 모양

또한 곁가지의 길이와 가지벌림새(분지각)에 의해서도
상세하게 나눌 수 있다. 품종으로 선택할 경우 재배여건
에 적합한 식물체 모양(초형)을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단위면적당 개체 수가 많은 밀식재배의 경우에는
곁가지의 수가 적거나 분지각이 작은 품종들이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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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 콕!

제2장 콩의 생육단계 및 작물학적 특성

1. 콩의 생육과정
▶ 콩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으로, 씨앗(종자)이 싹이 터서 자라고 꽃이 피며 종자가
달려 완전히 익는 데까지 우리나라 품종들은 90~160일 정도 콩의 일생을 보냄.
▶ 콩의 일생은 다른 고등식물과 마찬가지로 꽃필 때(개화기)를 기준으로 영양생장기
와 생식생장기의 두 시기로 구분함.
▶ 싹트기(발아)는 일반적으로 25~35℃의 온도조건에서 출현이 양호함.
▶ 뿌리혹박테리아에 의해서 질소를 흡수하며, 과다한 생장 및 웃자람이 쉽게 일어
나고 해충의 피해도 많아서 씨알(종실)이 잘 차지 않는 경우가 많은 작물임.
▶ 개화가 되고 어린 꼬투리가 생기는 시기는 특히 포장관리에 신경을 써야 함.

2. 콩의 형태학적 특성 및 역할
▶ 땅위에서 생장하는 부분(지상부)과 땅속에서 생장하는 부분(지하부)으로 나뉨.
▶ 콩 종자는 다른 작물과 달리 종자의 수명, 종자의 활력이 짧은 편임.
▶ 같은 품종이라도 종실이 크면 초기 생육이 양호하므로 큰 종자를 종자용으로 쓰
는 것이 좋음 .
▶ 개화 후 30일경에는 종실의 크기가 가장 커짐.
▶ 품종마다 형태학적 특성과 식물체 초형이 구분되므로 품종의 특성을 이해하면
다수확 재배에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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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콩의 생육과
수량구성요소
콩의 수량은 단위면적당 포기 수, 포기당 마디 수, 마디당 꼬투리 수, 꼬투리당 알맹
이 수, 100알 무게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수확을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꼬투리
의 수를 많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콩의 생육환경
2. 영양생리
3. 다수확과 수량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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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Tip

콩의 생육환경

콩을 안전하게 생산하고 수량성●을 높이려면 온도, 수분 및

●

수량성(收量性)
단위면적당 생산가능한 수량

토양 등의 환경요인을 잘 이해하고 콩의 생육특성을 고려
하여 영농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콩 재배 시 온도 조건은
파종과 수확시기를 결정하는 요인이며, 수량과 품질에 영
향을 미친다. 또한 콩은 작물 중 비교적 많은 수분을 요구
하는 작물로서 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높은 수량을 기대
할 수 있다. 콩은 어떤 토양에서도 비교적 잘 적응하는 작
물로 알려져 있지만 많은 수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토
양조건에 크게 좌우된다. 이와 같은 재배환경은 독립적으
로 작용하는 것보다 모든 생육조건이 연관되어 작용한다.

온도
콩의 파종과 수확시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온도의 계절적 변화이다. 봄의 저온과 늦서리로 인해 파
종시기를 앞당기기 어려운 반면, 가을의 첫서리 시기는
늦뿌림에 대한 위협이 된다. 경제적인 생산을 위해서 적
●●

적산온도(積算溫度)
일평균기온과 기준이 되는 어
떤 온도와의 차를 주어진 기간
동안 합한 것. 도일(度日, degree
day)이라고도 함.

산온도●●는 2,500∼3,000℃가 되어야 개화·열매를 맺으
며, 여무는 시기에는 낮과 밤의 온도의 차가 약간 심한 것
이 결실 및 품질향상에 좋은 영향을 준다. 포장에서의 싹
트기(발아) 및 어린 모(유묘)의 출현은 토양온도 15℃ 이
하에서는 늦어지고, 10℃ 이하에서는 매우 불량해진다.
콩의 발아 및 신속한 유묘의 출현을 위한 적정한 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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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 정도로 보고 있으나 대부분의 콩 재배지역에서 한여름까지는 이러한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토양 온도보다는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파종기가 결정된다.
굵은 씨앗(종자)은 잔 종자보다 발아가 늦으며 올콩은 늦콩보다 발아시기가 다소 늦
다. 또한 올콩은 고온에 약하며, 35℃ 이상의 고온에서는 발아 장해가 현저하다. 이와
같이 파종, 발아, 생장, 질소고정, 개화 및 성숙 등의 모든 과정에는 각각 최적온도가
존재하며, 하루 중의 적당한 온도 변화는 결실과 품질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재배기
간 중의 정상 이하 또는 이상의 큰 온도변화는 이들 생육과정에 저해요소가 된다. 이
러한 온도 변화로부터 오는 피해의 정도는 재해 발생 당시의 생육단계에 따라 다르다.
Whigham과 Minor(1978년)는 콩의 발아 가능 온도 범위가 5∼40℃이고, 배축의 신
장은 30℃가 적당한 온도이며, 18℃ 이하에서는 꼬투리가 맺히지 않고, 낱알무게(입중)
는 27 , 그리고 개체당 꼬투리의 수는 30℃에서 최대가 된다고 하였다.
<표 3-1> 발아와 어린 모 출현에 대한 토양온도의 효과

토양온도(℃ )
최저
12
15
23

최고
24
29
34

파종 깊이
(㎝)
3.8
3.8
2.5

(1983년, Scott & Aldrich)

파종 후 50%
어린 모 출현시간(hour)
270
144
88

또한 어린 모(유묘) 출현 이후 따뜻한 온도는 식물체를 크게 하고, 꽃피는 시기를 앞당
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개화기의 품종 간 차이는 주로 낮의 길이에 의해 좌우되지만, 매
년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품종을 파종했을 때 해마다 생육이 다른 것은 주로 온도에 의
한 영향 때문이다. 24℃ 이하의 온도에서는 0.5℃가 낮아짐에 따라 개화가 2∼3일 지연
된다. 결실기의 밤 온도는 20∼25℃가 좋으며, 밤과 낮의 기온 교차가 품질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저온상태가 계속되면 생육이 억제되고, 수량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생육단계
별로 그 정도나 양상이 다르다. 꽃눈이 생기는 시기(화아분화기)에 저온이 되면 꽃의 개
수가 줄어들며 늦게 핀다. 개화기의 저온은 낙화의 원인이 되어 꼬투리 수를 감소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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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꼬투리가 맺히는 시기에 기온이 15℃ 이하가 되면 꼬투
리가 잘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정상적으로 꽃이 피고 꼬투리가 맺기 위해서는 개화기
간 중 17∼18℃의 평균온도를 필요로 한다．
<표 3-2> 콩의 생육단계별 최적온도

온도(℃ )

생육단계
발아기
꽃눈(화아)분화기
꽃필 때
씨앗(종자)형성기
익을 때(성숙기)

최저

최적

6∼7
16∼17
17∼18
13∼14
8∼9

20∼22
21∼23
22∼25
21∼23
19∼20

냉해는 <그림 3-1>에서와 같이 저온의 정도, 지속기간

Tip
●

씨알(종실)비대기간
식물의 생육기간 중 씨알(종실)
이 비대해지는 기간. 일반적으
로 생육후반기가 이에 해당됨.

및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피해양상이 다른데 일반적
으로 발생 시기 및 피해부위를 중심으로 3가지로 구분
한다. 즉 꽃가루의 기능이 떨어져 결실에 지장을 주는
‘장해형’, 가을의 저온 때문에 결실이 늦어져서 씨알(종
실)이 충분히 굵어지지 못하는 ‘지연형’, 그리고 생육이
불량하여 씨앗(종자)의 수량이 떨어지는 ‘생육불량형’ 등
으로 구분한다.
(1996년, 북해도 농시)

생육불량형

지연형

마디 수

20

1립중

40

마디당 꼬투리 수

60
감수비율(%)

<그림 3-1> 냉해 유형별 각 수량구성요소의 감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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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형

80

임실률

100

장해형 냉해는 꽃가루의 발아능력과 수정률을 떨어트리고, 지연형 냉해를 입으면 개
화와 열매맺기(결실)가 지연되며 종자도 작아진다. 생육불량형 냉해를 입으면 생리기
능이 떨어지며 가지 수, 마디 수 및 꽃 수도 줄어든다．

수분
콩은 다른 작물에 비하여 많은 수분을 요구하는 작물에 속한다. 콩은 1g의 물질을 생
산하기 위해 소비하는 물의 양, 즉, 요수량이 비교적 높은 작물이다. 토양수분의 적당
한 공급은 콩 재배 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서 콩은 발아를 위하여 씨앗 무게의 50%
정도 수분 함량이 필요하며, 이는 옥수수 30%, 쌀 26% 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표 3-3> 주요 작물의 요수량

(1983년, Scott & Aldrich)

작물

알팔파

콩

귀리

고구마

밀

사탕무우

옥수수

수수

요수량

844

646

583

575

545

377

349

305

콩의 물 이용은 전체 생육기간을 통하여 일정하지 않으며, 생육시기별로 보면 싹이 튼
(발아) 후 개화까지 물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꽃필 때(개화기)부터 익을 때(성숙기)까
지 가장 많은 양을 소비하다가 그 후 감소한다.
개화가 시작되면서부터 약 1개월 동안 전 생육기간에 걸쳐 흡수하는 수분의 약 80%
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 기간의 토양수분 함량은 콩의 생육과 수량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림 3-2>와 같이 발아 및 어린 모 단계에서의 물 이용률이 일반적으로 낮으며,
콩 잎이 3장에서 6장이 나오기까지 물 이용은 급속히 증가한다. 물을 최대로 이용하
는 시기는 완전한 군락이 형성되는 개화 시에서 씨알(종실)비대기간●에 해당되며, 성
숙이 시작되고 꼬투리가 차면 낙엽 등으로 증발량이 감소하여 물 이용은 급격히 감소
한다. 수분이 부족할 때 콩 생육시기별로 수량감소 정도를 보면 개화기에는 20%, 꼬
투리 비대기에 30∼40%, 종실발육기에는 40% 이상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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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Van Doren & Reioosky)

<그림 3-2> 콩의 생육단계별 물 이용 양상

콩은 옥수수, 수수, 알팔파 등에 비해 토양으로부터 수
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현저히 낮아 토심 50㎝ 이내의
수분을 주로 이용할 뿐이다. 토양수분이 부족하면 지상
부의 생장 및 질소 동화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질소, 인
Tip
●

고토(苦土)와 칼리(炭酸)
산화 마그네슘(고토)과 탄산칼
륨(칼리).

산, 칼리, 고토●, 철 등의 흡수도 감소하므로 비옥도가 낮
은 토양에서 수분마저 부족하면 훨씬 더 심한 양분부족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

(토양)물리성
토양의 토성, 경도, 온도, 수분,
삼상 등 물리적인 성질.

<그림 3-3> 경사지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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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수분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콩 생육시기별로 가뭄상태로 만든 뒤 생육과 수량
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표 3-4>와 같다. 콩 생육 초반인 꼬투리가 맺히기까지의 가뭄
피해를 받으면 주로 꼬투리의 수가 감소하고, 씨알 비대기에는 콩알이 작아진다. 종실
이 비대하기 시작할 때까지 가뭄이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수분 자체 뿐 아니라 토양
수분 감소로 양분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여 꽃과 꼬투리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뭄에 대비하여 관개시설을 갖추고 퇴비를 주거나 땅을 갈아 물리성●●을 개
선하여 물이 잘 스며들도록 유지해 주어야 한다.
수분이 과도하게 많아 발생하는 문제는 흙이 보유할 수 있는 수분보다 많은 양의
물이 있을 때 발생한다. 수분이 과하면 뿌리에 미치는 직접적인 장해뿐만 아니라 토
양공기의 조성이나 양분과 같은 다른 조건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제2차적인 피해도
유발시킨다.
<표 3-4> 콩 생육시기별 가뭄조건에 따른 콩 수량 구성요소
(식량증산기술, 1988년, 농촌진흥청)

가뭄 처리 시기
꽃눈(화아)분화∼꽃필 때(개화기)
개화기간
개화후∼씨알비대초기
씨알비대후기
정상재배

꼬투리수
(개/포기)
78
71
85
113
113

수량
g
( /포기)
24.5
25.4
27.6
33.6
38.2

100알 무게
(g)
16
18
18
16
17

토양이 너무 습한 상태에서는 산소 부족으로 뿌리의 활력이 떨어져 길이가 짧아지며
땅 표면 부근에 분포하고, 양분과 수분의 흡수장해가 일어난다. 흡수장해가 가장 큰
성분은 질소이고 다음이 석회와 마그네슘(고토)이며, 칼리는 영향이 가장 적다. 너무
습한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아래 잎부터 누렇게 변하기 시작하여 위쪽 잎으로 진전되
거나 식물체가 마르게 된다. 시기적으로는 생육 초기보다는 개화기, 씨알(종실)비대기
에 너무 습할 경우 수량감소가 큰데, 개화기 이후에 4일 이상 습한 상태가 계속되면
피해가 심하고, 8일간 지속되면 수량이 반으로 줄어든다. 부위별로는 생육 초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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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지 수, 줄기무게 등 주로 영양부위가 감소하고, 개화기에
는 낙화, 꼬투리 떨어짐(낙협)에 의해 꽃수와 꼬투리의 수
가 감소되며, 결실초기에는 씨알의 발육이 정지되고, 결실
후기에 너무 습하면 씨알비대가 각각 저해된다.
Tip
●

일조시수
태양의 직사광선이 지표를 비
추는 시간의 길이. 일조시간이
라고도 함. 시간단위로 표현하
며 10분위까지 값으로 표시함.

또한, 너무 습한 상태에서는 근류균의 활성이 떨어지는
데 1%의 요소용액을 잎에 뿌려주면 광합성이 증진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콩의 생육기간인 5∼10월 사이의 우리나라 총 강수량을
보면 대체로 700∼1,000㎜에 이르는데, 7∼8월의 강수
량이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여 과습에 의한 피해가 발
생하기 쉽다. 그러나 두그루갈이(2모작) 파종기인 6월의
강수량은 대략 7∼10% 내외로 적은 반면 일조시수●와
증발량이 많아 가뭄상태가 지속되고 이때 파종할 경우
발아가 불량해진다.

●●

사양토(砂壤土)
토양성분의 한 종류로서 입자
가 세밀한 점토, 중간입자인 실
트, 그리고 이들보다 약간 많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음. 즉, 사토
(모래흙)과 양토(참흙)의 중간쯤
되는 토양임.

8월 상·중순에는 개화 및 꼬투리가 맺는데 이 기간에는
평균 5년에 2번꼴로 가뭄이 오기 때문에 해에 따라 수량
의 격차가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서 콩 재배기간의 기상은 그리 유리한 조건이 되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강우 분포를 고려하여 콩의 파종시기를
조절해야 하며 토양수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적절히

●●●

식양토(埴壤土)
점토분이 많은 식토와 점토분
이 비교적 적은 양토의 중간 성
질을 가지는데 점착력(粘着力)
이 크고 양토보다는 경작이 곤
란하지만 양분, 특히 보수력(保
水力)이 커서 벼 재배에 적합하
고 콩류나 과수류의 재배도 가
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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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할 수 있는 재배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4> 호우에 의해 침수된 어린 모

토양
콩 재배에 적당한 토양으로는 표면 토양층이 깊고, 토양수분 보유력이 높으며, 배수도
잘 되고, 토양산도가 중성이며, 부식, 석회, 칼리의 함량이 높은 토양이 생육 및 수량
면에서 유리하다. 콩에 알맞은 흙성질(토성)은 사양토●●나 식양토●●●이지만 모래흙(사
토), 질흙(식토), 신개간지 등에서도 어느 정도는 적응한다. 가장 알맞은 토양수분 함
량은 최대용수량의 70∼90%이고, 100% 이상일 경우에는 과습으로 인한 피해를 받
는다. 토성에 따른 콩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유효수분 함량은 <표 3-5>와 같다.
<표 3-5> 토성별 유효수분 함량

(1983년, Scott & Aldrich)

토성

유효수분 함량(%)

모래흙(사토) (Coarse Sand)
세사토 (Very Fine Sand)
세사양토 (Very Fine Sandy Loam)
미사질 양토 (Silt Loam)
미사질 식토 (Silty Clay)
질흙(식토) (Clay)

4.2
10.0
16.0
17.7
21.9
23.5

생육에 알맞은 토양산도(pH)는 6.5 내외이고, 특히 콩의 질소고정에 있어서 중요한
근류균의 번식과 활동에 알맞은 토양산도는 6.5∼7.0이다. 한편, 간척지 등 염분이 많
은 지역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여 염분에 견디는 성질이 약한 작물로 알려져 있는데,
염분 농도가 0.03% 정도인 밭에서 자라기는 하나 심한 장해를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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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영양생리

콩과작물과 근류균은 공생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 콩은 근
류균에 음식(광합성 산물)과 집을 제공하고 근류균으로부
터 고정질소를 공급받으면서 자란다. 근류균은 콩 뿌리에
혹을 만들어 살며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한다. 콩이 근류
균에 의해 고정된 질소를 많이 공급받는다고 해도 수량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학비료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콩의
전 생육기간 중 가장 많이 흡수하는 비료성분은 질소, 칼
리, 석회, 인산, 마그네슘(고토)의 순이며, 생육시기별로 비
료 성분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양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야 한다.

근류균
근류균(뿌리혹박테리아)은 콩과작물의 뿌리에 침입하는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호기성균(好氣性菌, 공기가 있는 상
태에서 잘 자라는 균)이며, 콩 뿌리에 혹을 만들어 살면서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한다. 콩과작물과는 공생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콩은 자신이 만든 광합성 산물을 근류균에
게 공급하고 근류균이 살 수 있는 집(뿌리혹)을 제공하고
근류균이 공기 중의 질소를 재료로 만든 질소비료를 공급
받으면서 자란다.
토양 속의 근류균 밀도의 변화는 콩의 재배년수와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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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수년간 콩을 재배하지 않거나 전혀 작물을 재배하지 않았던 신개간지 등에는
인공접종으로 근류균을 보충하지 않으면 충분한 근류 형성과 질소고정을 기대할 수
없다. 근류의 부착과 질소고정은 토양 중의 질소 농도와 토양수분, 통기성, 토양 pH,
온도, 일사량 등의 영향을 받는다. 콩은 질소시비에 대한 수량의 반응이 둔하며, 주
원인은 토양 중에서 시비질소, 특히 초산태질소가 증가하면 근류의 착생 및 질소고
정 활성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근류균의 번식과 활성은 콩 식물체 이상으로 토양수
분의 과부족에 의한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토양수분이 지나치게 많거나 흙이 다져진 경우, 근류에 대한 산소나 질소의 공급이
감소하여 질소고정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콩과작물 중에서도 특히 콩의 근류 질소
고정은 수분결핍에 약하다. 그러한 이유로 토양수분은 근류활성에 크게 영향을 주
며, 개화 후와 씨알(종실)비대기에 적절히 물을 대면 근류의 질소고정량이 증가하여
수량을 높일 수 있다. 근류 착생에 매우 적합한 토양수분은 pF 2.2∼2.6 정도이며, 지
하수위면 위로 15∼20㎝ 범위에서 근류착생이 많고, 물주기(관수)에 의해 근류착생
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토양온도 25∼30℃, 토양 pH가 6.5∼7.0에서 질소고정 활성이 높으며, 인산의 시용은 근
류착생과 질소고정능을 향상시키는 경우가 많다. 토양조건에 따라서는 석회, 몰리브덴
등을 시용하면 질소고정능이 높아진다. 일사량은 질소고정의 에너지원이 되는 광합성
산물의 양을 증가시켜 질소고정에 영향을 준다.
콩 개체별 근류의 활성은 꽃눈형성·개화부터 꼬투리 신장기, 씨알(종실)비대 초기까지
높고, 이후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환경조건이나 품종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콩이 근류균에 의해 고정된 질소를 많이 공급받는다고 해도 수량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화학비료의 시용이 불가피하다. 근류균에 의한 질소고정량은 콩 식물체가 필요로
하는 질소량의 2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재배 중 식물체에 집적한 질소의 약 7∼8할은
종실 수확물로서 포장 밖으로 나가게 되므로, 다른 유기물의 투입이나 상당량의 질소
비료를 주지 않으면, 질소부족이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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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완효성 비료(緩效性肥料)
비료의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
는 비료. 지효성 비료라고도 함.
이에 속하는 비료는 완효성 질
소비료와 완효성 칼륨비료가
있음. 완효성 비료의 장점은 작
물의 생육시기에 따라 필요한
성분량만큼 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임.

영양생리
콩의 전 생육기간 중 가장 많이 흡수하는 비료성분은 질
소이며, 다음으로 칼리, 석회, 인산, 마그네슘(고토)의 순이
다. 생육시기별로 보면 꽃필 때(개화기)까지는 양분흡수가
서서히 이루어지나 개화 후 증가하여 콩알의 발육초기에
줄기와 잎 및 꼬투리에 축적된 질소, 인산, 칼리의 함량이
최대로 되었다가 점차 콩알맹이로 이행한다. 주요 비료 성
분별로 비료주기(시비) 효과와 결핍현상을 살펴본다.

●●

수분스트레스
수분이 소실됨에 따라 발생하
는 스트레스. 수분의 결핍을
일으키는 외적 요인으로서 대
기의 건조, 외액의 삼투압 상
승 등이 있음. 예를 들면 잎에
서의 수분스트레스는 뿌리에
서의 흡수가 잎에서의 증산을
따라갈 수 없을 때 생김.

가. 질소
개화기를 전후하
여 질소의 흡수
량이 급격히 높
아지는데 식물체
내의 질소 함량
이 낮아지면 꼬

●●●

스트레스저항성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또
는 그 저항력이 강한 상태. 교
감신경부신수질계 및 시상하
부-하수체-부신피질계의 활
동에 의함. 일반적으로 스트
레스가 되풀이되기도 하고 지
속되면 위와 같은 시스템이
강화되어, 저항성이 증가함.

<그림 3-5> 콩의 질소 결핍 증상

투리가 맺히는 비
율이 떨어진다. 근류균이 토양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여
작물에 공급하는 양은 10a당 약 10㎏정도인데 이는 식물
체가 흡수한 전체 질소의 40∼60%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류균은 콩이 파종된 후 7일이 넘어야 형성되기 시작하
고 또 초기 형성 시에는 오히려 질소고정을 위한 에너지원
으로 식물체로부터 당을 공급받아야 하므로 초기 생육은

●●●●

건조스트레스
식물이 가뭄 등으로 수분 결
핍 상태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스트레스.

더욱 부진하게 된다. 따라서 근류가 형성된 후 적어도 15일
이 지나야 식물체에 질소를 공급하게 된다.
근류가 착생하기 전에 소량의 질소비료를 사용하면 콩의
초기 생육량 확보에 유리하여, 그 후의 생육·질소고정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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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게 한다. 또 질소의 요구량이 많은 생육 후기의 웃거름이나 완효성 비료●의 사용,
근류 영역과 접촉을 피한 거름 부분 주기나 깊이 주기를 통해, 질소고정을 방해하지 않
고 질소비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수분스트레스●●는 질소대사와 근류 활성에 영향을 준다. 수분이 부족하면 식물체
의 질소 함량이 저하하지만, 질소 비료주기(시비)를 통해 가뭄에 의한 수량감소를
줄일 수 있다.
콩 재배 중에 포장이 침수되어 너무 습한 조건이 되면, 콩잎의 질소 함량이 다른 무기
성분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고 그 결과 수량저하를 유발한다. 이러한 생육과정에서
의 과습피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질소공급으로 생각되며, 실제 질소비료를 줌으로
써 수량감소가 줄어든다고 보고되고 있다. 침수된 포장에서는 뿌리 주변의 산소농도
가 현저히 줄어들며, 콩은 질소 고정보다 흡수 질소를 이용하는 편이 산소요구량이 적
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생육과정에서 과습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질소시비가 과습피해
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질소시비에 의한 스트레스저항성●●●의 향상은 건조스트
레스●●●●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있다. 콩의 씨알(종실)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타 작물
에 비하여 질소의 요구량이 극히 높은 작물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물체 생육에
필요한 충분한 질소흡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콩의 질소대사에서는 식물체뿐만 아니라 공생관계에 있는 근류중의 질소고정균의
활동도 중요하다. 특히 생육 후기에 있어서 콩의 다수확을 위해서는 고정질소를 활
용하고, 질소고정을 저해하지 않는 질소시비법과 지력질소 증진법을 개발하는 등
콩의 질소집적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 인산
인산은 조직성분으로서 세포의 생존에 필수이며, 에너지 대사나 산화환원반응 등
의 생명활동에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식물체의 초기 생육에 절대적인 것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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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물체의 생육속도가 매우
느리고 뿌리 발달이 매우 빈약하게 된다.

<그림 3-6> 인산결핍(우측)

콩에 인산을 시용하면 키가 커지고 원줄기의 마디 수를
증가시키며 가지의 발육을 촉진하고 아래쪽 마디의 꼬투
리가 맺는 수를 증가시킨다. 한편, 뿌리발달을 촉진하며
뿌리혹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인산은 생육 초기
에서부터 씨알비대기까지 유효하다.
특히 근류균이 질소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산의 역할이
크므로 콩에서의 인산요구량도 높고, 부족하면 뿌리혹의
착생과 비대가 방해받아, 질소고정량이 감소한다. 외관적
인 결핍증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적지만, 잎의 색이
암록색 혹은 청록색을 띠며 생육이 나빠지므로 수량이 감
소한다. 그러나 인산의 과잉시용은 직접적인 해는 없지만,
칼슘, 철, 망간, 동 등의 이용을 방해하여, 이러한 양분들의

Tip
●

황화현상(黃化現象)
엽록소 부족으로 잎이 누렇
게 변하는 현상으로, 극도의
고온, 가뭄, 이병(罹病), 질소,
철, 아연, 망간 등의 성분부족
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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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다. 칼리
칼리는 생리작용의 조절, 세포액의 침투압 유지, pH조정,

효소작용의 조정에 역할을 하며 콩의 생육에 불가결하다. 또 질소화합물이나 당 대
사에 관여하고 있다. 콩에서의 흡수량은 질소 다음으로 많고, 흡수량의 60％가 씨
알로 이동하여 포장 밖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결핍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당해 연
도의 흡수량을 비료주기(시비) 등으로 보충할 필요가 있다. 재배 중 칼리가 부족하면
키가 짧아지고 잎이 작아지며, 누런색 또는 갈색으로 변한다. 또한 가지의 발육도 나빠
지고 성숙이 늦어지며 꽃과 꼬투리의 수가 감소하고 콩알맹이가 달리는 것이 불량하
여 수량이나 품질이 떨어진다.

<그림 3-7> 칼리결핍 : 잎 가장자리 황화

겉으로 보기에는 결핍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수량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칼리는 탄수화물의 합성이나 질소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콩에서 칼리
의 요구량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반면 칼리를 과잉사용하면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흡
수를 방해하며, 이러한 양분들의 결핍증을 유발한다.
라. 미량원소
콩에 대한 미량원소들의 효과는 토양의 조건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에서도 특히 토양산도의 영향이 큰데, 석회암지대의 토양에서 콩을 재배할 경우 철
●

(Fe) 결핍에 의한 황화현상 이 많이 나타나며 철 성분의 결핍현상은 알칼리성 토양,
습하고 통기가 잘 안 되는 토양, 딱딱한 토양, 그리고 서늘한 기후조건에서 많이 발생
하고, 이는 철 성분의 액체 비료를 잎에 주어(엽면시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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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식물체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
는 역할을 한다. 특히 꼬투리 형성에 필요하여, 콩에서의
흡수량이 많다. 부족하면 조직이 약해진다. 체내에서의 이
동성이 낮아 씨알(종실)로의 이동이 적기 때문에, 꽃필 때
(개화기) 부족하면 꽃이나 꼬투리가 떨어져 수량을 감소시
킨다. 또한 칼슘을 지나치게 많이 주면 토양 pH를 높여 인
산이나 망간을 활용할 수 없게 하며, 그러한 양분들의 결
핍을 유발한다.

<그림 3-8> 미량원소의 결핍현상(좌측부터 철, 칼슘, 망간, 마그네슘)

토양에 따라 망간(Mn)도 콩 생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개화 초기 또는 꼬투리가 맺는 초기에 엽면
시비 수량이 증대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경
우 토양산도가 높은 토양에서는 식물체의 생장이 저해
되고, 잎맥 사이에 연녹색 또는 흰 반점이 생기며 심할
경우 잎이 떨어진다.
몰리브덴(Mo)은 잎에서의 질소대사와 근류균의 질소
고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미량요소로서 산성토양에서는
부족하기 쉽다. 부족하면 식물체의 생장, 꼬투리의 수,
Tip
●

협당립수(莢當粒數)
꼬투리당 알맹이 수. 주로 콩과
식물에서 일컫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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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당립수●, 씨알의 크기, 근류 형성 및 씨알의 단백질
함량을 감소시킨다.

마그네슘(Mg)도 중요한 식물 영양소로서 엽록소 형성에 관여하며, 부족하면 근류
균의 질소고정을 저해한다. 아연(Zn)이 결핍되면 콩잎이 주름지고, 잎맥 사이에 황
화현상 유발과 식물체의 생육 저해를 초래하여 줄기길이, 가지수 및 개화수의 감소가
발생한다.
콩 재배에 필요한 모든 양분을 가장 활용하기 좋은 토양 pH는 6.0∼6.5 부근이다. 또, 토
양이 환원되거나 수분이 과부족하게 되면 양분의 불용화, 흡수저해, 과잉용출을 초래하
며 장해를 일으키기 쉽다. 양분의 과잉이나 결핍을 방지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적정한 비
료주기(시비), 토양 pH 교정, 유기물 시용, 배수 대책이나 적절한 물주기(관수) 등으로 토
양환경을 조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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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다수확과 수량구성요소

콩의 수량은 단위면적당 포기 수, 포기당 마디 수, 마디당
꼬투리 수, 꼬투리당 알맹이 수, 100알 무게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수확을 위해서는 단보당 꼬투리의 수를 많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체 수를 확보하고 개체당 마

Tip
●

수광태세(受光態勢)
식물개체군 내의 광 투과 및
분포에 관계하는 엽군(葉郡)
의 형상 및 그 입체배치를 뜻
하며, 초자라고 부르기도 함.

디 수와 꼬투리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꼬투리 수가 결정되
면 생육 후기 양분의 공급조건 및 수광태세(受光態勢)●를
좋게 하여 쭉정이를 없게 하고, 한 꼬투리 내의 알 수를 증
가시켜 알이 맺는 비율(결실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10a당 포기 수 x 포기당 꼬투리의 수 x 꼬투리당 콩알 수 x 100알 무게
10a당 수량 =
100
※ 알 무게는 품종 특성이며 재배조건에 의한 변동이 비교적 적다.
단위면적당 수량

포기당 협수
포기당 주경의 꼬투리 수

포기당 수량

X

단위면적당 포기 수

＋

X

꼬투리당 콩알 수

X

1알 무게(100알 무게)

포기당 분지의 꼬투리 수

<그림 3-9> 콩의 수량 구성요소

포기 수확보
콩의 다수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파종 후 균일하게 싹
이 터서 충분한 개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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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개체 수의 확보는 단순히 한 포장 내에서 포기 수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며, 콩이 재배포장 전체에 골고루 있는 상태에서의 개체 수를 의미한다.
단위면적당 개체 수는 수량과 직접 관련이 있는데, 콩 재배 중의 여건에 따라 바뀌기
도 하지만 대부분 씨앗(종자) 준비에서부터 파종 후 모 세우기(입모)까지의 조건에 따
라, 싹이 튼 후 2∼3주 내에 결정이 된다. 종자의 발아력, 파종 시의 밭의 수분과 흙의
상태, 날씨, 새와 해충에 의한 피해 여부, 파종 구멍의 복토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파종량을 늘리면 개체 수가 확보될 수 있으나, 파종량이 너무 많
아 단위면적당 개체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주변 개체와의 경쟁으로 포기당 꼬투리 수
가 줄어들고, 쓰러짐으로 인하여 오히려 수량이 감소할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넓
게 심어 개체 수가 적어지면 포기당 꼬투리 수는 많아지지만 일정면적당 꼬투리의 수
로 계산하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개체 간에 경합이 되지 않고 재배포장의 양호한 생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아가
균일하여야 하는데 파종 깊이는 3∼4㎝로 하는 것이 좋고 건조할 때는 다소 깊게 파
종한다. 파종할 때 흙을 곱게 부수어서 종자를 감쌀 수 있으면서도 수분이 충분한 상
태에서 파종을 하며, 건조할 때는 물을 대어 파종 후 발아가 고르지 않게 되는 경우
가 없애야 한다. 기타 새나 동물의 피해, 토양 병해충 등은 망이나 약제 등의 수단으로
방제를 철저히 하여 적정 개체 수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적기에 파종이 이루어질 경우, 홑짓기(단작)에서는 10a당 22,000개체, 늦
뿌림(만파) 혹은 두그루갈이(2모작)의 경우는 33,000개체가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품종, 토양비옥도, 기상조건에 따라 적정 재식개체 수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조생종은 생육량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조밀하게 심으며(밀식재배) 만생종은 생
육량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성글게 심어(소식) 재배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옥도가 낮
은 토양에서는 배게 심고, 높은 토양에서는 성글게 심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위면적당
개체 수는 수량과 아주 관계가 높기 때문에 토양조건이나 재배조건에 적합한 개체 수
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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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수의 확보
콩은 마디에서 꽃이 피어 꼬투리를 맺기 때문에 포기당
마디 수(절수)는 마디당 꼬투리 수와 함께 포기당 꼬투리
의 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개화가 끝날 무렵에 결정된
다. 수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디 수는 가운데 줄기의
마디 수와 가지의 마디 수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개체별로
보면 원줄기의 마디 수는 품종의 고유특성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가지의 마디 수는 재배조건이나 기상환경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디 수는 품종에 따라 차
이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되는 콩 품종들에서는
가지가 많이 발생하므로 가지의 마디 수가 수량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디 수는 파종기, 심는 간격(재식밀도), 토양비옥도, 비
료량, 기상조건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넓게 심으면 가
지의 마디 수가 증가하고 좁게 심으면 가지의 발생과 신
장이 억제되어 가지마디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파종
기가 동일할 경우 개체당 마디 수는 곁가지(분지)의 마디
수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면적당 마디 수는 재식밀도가
같은 경우 파종기가 늦어질수록 줄어든다.
이와 같이 마디 수는 일정 재식밀도까지는 밀도가 높을수
록 증가하며 마디 수가 많을수록 수량이 증가하지만, 적정
재식밀도 이상에서 필요 이상의 마디 수가 생기는 경우에
는 마디 수와 수량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밀식으로 인
해 웃자란 경우에는 개체 생육량의 저하, 쓰러짐, 부패 등
으로 수량이 오히려 감소한다. 따라서 마디 수의 확보는 적
정 재식밀도와 비료주기(시비) 등에 의해서 개체의 과잉 생
육을 억제하고 양호한 생육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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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투리 수확보
단위면적당 꼬투리 수는 수량의 증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생육 중기 이후에
결정된다. 개체 수와 마디 수의 증대에 따라 결정되지만 다수확을 위해서는 개화 수의
증가와 꼬투리 맺는 비율(착협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질소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꽃 수가 많아지고 또한 꼬투리 맺는 비율도 높아진다. 콩
은 개화기간이 길고 비교적 많은 꽃이 달리지만 반대로 꽃이 지고(낙화), 꼬투리 떨어
짐(낙협)이 심하고 꼬투리 맺는 비율도 보통 20∼50% 정도로 낮다. 다른 작물에 비하
여 콩이 꽃과 꼬투리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일시에 너무 많은 꽃이 피어 양분과 수분
의 경합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그중 일부만 정상적인 꼬투리를 맺고 나머지는 떨어
지게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와 같은 낙화현상은 꽃이 왕성하게 핀 후 3∼4일 지나면서 가장 많이 일어나며, 어
린 꼬투리가 많이 떨어지는 시기는 꽃이 가장 왕성하게 핀 후 10∼23일 사이라고 한
다. 따라서 꽃이나 꼬투리가 떨어지기 이전에 충분한 양분과 수분을 공급해 주는 등,
콩의 생육환경을 개선시켜 주면 꼬투리 맺는 비율은 향상된다.
일반적으로 꼬투리 수는 꽃이 핀 후 35∼40일경에 약 80∼90%가 결정되는 데 맺
히는 꼬투리 수를 좌우하는 꼬투리 맺는 비율은 꽃이 핀 후 약 30일간의 일조시간
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콩 식물체의 중간 및 아랫부
분으로 햇빛이 잘 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꼬투리 맺는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이 외에
도 비료량, 심는 간격(재식밀도)에 따라서도 꼬투리 맺는 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비료
의 경우 ㎡당 꽃수가 같은 경우 표준시비에서 보다 다비에서 꼬투리 맺는 비율이 높
고 재식밀도에서도 좁게 심는 것보다 심는 간격이 넓을 때 꼬투리 달리는 비율이 높
다고 한다. 일찍 핀 꽃은 꼬투리로 발달할 확률이 높은 반면 늦게 핀 꽃은 떨어질 확
률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낙화의 원인으로는 주로 수정이 된 후 밑씨의 발육이 정지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꼬투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시기(협비대 초기)의 가뭄, 양분, 일사부족 등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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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환경은 양분과 수분의 경합을 초래하고, 생장이 억제
되어 잘 자라지 못한 꼬투리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꽃
이 피면서부터 꼬투리 비대 초기 전후까지 양분과 수분
을 충분히 공급하는 등 알맞은 환경조건을 주는 것이 보
다 많은 꼬투리를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적기파종에서 파종기가 늦어짐에 따라 개체당 꼬투리 수
는 감소한다. 줄기의 길이와 굵기, 원줄기 마디 수 등의 생
육량은 늦게 심을수록 크게 감소하고 개체당 꼬투리 수
는 생육량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협당립수는 거의
변동하지 않는다. 또한 100립중도 극단적인 늦뿌림을 제
외하고는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파종시기가 꼬
투리 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토양비옥도가 높으면 콩의 초기 생육이 왕성하고 가지의
발생이 많아지며 잎이 나는 속도가 빠르고 마디 수도 증
가한다. 따라서 비옥한 토양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마디 수
와 꼬투리 수가 증가하여 수량을 증대시킨다. 토양수분은

Tip
●

노린재
노린재과(Pentatomidae)에
속하는 곤충의 총칭. 건드리
면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곤
충으로 몸이 방패처럼 생김.
식물 즙액을 먹거나 다른 절
지동물을 잡아먹음. 농작물
의 중요 해충이 많아 녹색채
소나 쌀과 같은 곡류에 심각
한 해를 입힘. 그러나 몇 종
류의 위생곤충과 해충을 잡
아먹는 유익한 종류도 있음.

콩알이 맺히는 것과 관계가 깊은데, 개화 1주일 전과 알이
여물기 시작할 때 건조하면 수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
히 개화후기와 알이 여물기 시작할 때 가뭄이 오면 발육
이 멈추는 꼬투리가 많이 발생하며 수량감소를 초래한다.
콩 재배 시 두엄을 시용하면 어느 토양에서나 전체생산량
(건물중)이 증가한다. 비료를 줄 때는 먼저 토양특성을 고려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질소, 인산, 칼리, 석회,
마그네슘(고토) 등을 적절히 줌으로써 꼬투리 수를 증대시
킬 수 있다. 개간지 토양에서는 인산결핍 증상이 흔히 나타
나고 생육을 불량하게 하여 꼬투리 수의 감소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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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이 잘 자라는 적정온도는 25∼30℃이다. 결실기의 밤 온도는 20∼25℃가 좋으며
밤과 낮의 기온교차가 품질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7∼8월 여름철의 고온다습 조건은 지나친 생육을 초래하고 고온건조하면 꽃과 꼬투
리가 떨어지고 종자발육이 정지되며 결실일수를 단축시켜 수량 감소요인으로 작용
한다. 한편 영양생장기간의 저온조건은 잎이 더디게 나오고 줄기길이가 짧아지고 가
지 수가 줄어들며, 꽃피기 전후에 온도가 낮으면 꼬투리 맺히는 비율과 개체당 입중
을 저하시켜 결국 꼬투리 수와 콩알 수 및 수량을 감소시킨다.

꼬투리당 콩알 수(협당립수)
꼬투리당 알맹이 수(협당립수)는 단위면적당 꼬투리의 수, 낟알무게(입중)와 함께 수량구
성의 3요소로서 비교적 변화가 적은 편이며, 품종의 고유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꼬투리
가 달려도 양분과 수분조건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협당립수가 적게 되고 씨알(종실)
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여 발육이 정지되거나 빈 꼬투리가 생길 수 있으며, 노린재● 등 해
충에 의해서도 협당립수가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비옥도가 높거나 적절하게 비료를 준(시비) 토양에서는 협당립수가 높고,
지나치게 배게 심거나(밀식조건) 인산과 칼리가 부족한 토양에서는 협당립수가 저하
되며 양·수분의 공급조건, 재배조건 및 기상조건 등에 의해서 지배된다. 따라서 적절
한 간격으로 심고 균형시비로 협당립수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콩알 무게의 증대
콩은 굵은 씨앗, 중간크기 씨앗, 잔 씨앗으로 나눌 수 있으며, 100립중은 중요한
품종적 특성으로 줄기길이, 가지 수, 꼬투리의 수 등에 비하여 환경에 따른 변이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재배나 환경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개체생육량, 생육 후기의 영양조건에 의해서 다소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개
화 후 20∼25일경부터 콩알이 굵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55∼65일의 황엽기까지
콩알 무게의 증가가 계속되며 급속한 수분저하가 시작될 시기에 콩알의 무게가 최
대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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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알비대 기간에 각종 비료성분과 광합성 물질이 꼬투리에
충분히 공급 또는 전류되어야 씨앗(종자)의 비대가 촉진된
다. 이러한 조건은 종자의 단백질 함량을 높이는 데도 유리
하다. 생육 후기의 영양조건이 좋거나 성글게 심은(소식) 경
우 콩알 무게가 무거우며, 배게 심을(밀식) 경우 개체의 생
육량이 떨어져 콩알무게(입중)가 가벼우며 인산, 칼리 함량
이 적은 토양에서도 콩알 무게가 가벼워진다. 동일 재배 조
건에서 알이 여무는 시기에 온도가 낮으면 콩알 무게가 줄
어든다. 입중은 적정 재식밀도로 재배하여 개체 생육량을
증대시키면서 양·수분, 특히 등숙 중·후기의 양·수분이 충
분히 공급되면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병충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콩씨스트 선충의 피해를 입으면 씨알 비대
가 위축되고, 노린재가 해를 입히면 씨알의 비대를 극도로
억제하며, 심한 경우에는 꼬투리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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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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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콩의 생육과 수량구성요소

1. 콩의 생육환경
▶ 콩의 파종과 수확시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온도의 계절적 변화임.
▶ 개화와 꼬투리가 정상적으로 맺기 위해서는 꽃필 때 기간 중 17∼18℃의 평균온도가
적정함.
▶ 콩은 발아를 위하여 씨앗 무게의 50% 정도의 씨알 수분 함량이 필요함.
▶ 콩의 질소고정에 있어서 중요한 근류균의 번식과 활동에 알맞은 토양산도는 pH
6.5~7.0임.

2. 영양생리
▶ 콩과작물과 근류균은 공생적 관계로서 콩은 근류균에 음식(광합성 산물)과 집을
제공하고 근류균으로부터 고정질소를 공급받으며 자람.
▶ 콩의 전 생육기간 중 가장 많이 흡수하는 비료성분은 질소, 칼리, 석회, 인산, 마그
네슘(고토)의 순임.

3. 다수확과 수량구성요소
▶ 콩의 수량은 단위면적당 포기 수, 포기당 마디 수, 마디당 꼬투리 수, 꼬투리당 콩알
수, 100알 무게 등에 의하여 결정됨.
▶ 콩의 다수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파종 후 균일하게 싹이 터서 충분한 포기 수
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되는 콩 품종들에서는 가지가 많이 발생하므로 가지의 마
디 수가 수량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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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콩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재배환경과 생산목적에 알맞은 순도 높은 품종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보급종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정부 보급종은
매년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신청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

1. 품종의 선택
2. 재배순서(작부체계)
3. 재배관리
4. 병해충 방제
5. 기상재해 및 대책
6.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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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품종의 선택

콩을 재배할 때 안정적으로 보다 많은 수량을 얻으려면 먼
저 알맞은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콩 재배 장소의 환경, 재배
순서(작부체계), 품종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병해충의 피해가 심하므로 병해충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고, 논 재배 시에는 과습에 잘 견디어 내는 성
질의 품종을 선택하며, 또한 대규모로 콩을 재배할 경우에
는 기계화 영농에 적합한 품종을 재배하여야 한다. 콩의 가
공과 이용 상 용도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장류
나 두부로 가공할 경우에는 굵은 씨앗(대립종), 콩나물 용도
로 쓸 경우에는 잔 씨앗(소립종) 품종이 적당하다.

품종 선택의 요령
가. 일반요령
콩은 용도별로 품종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어떤
용도의 콩을 재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밥
밑콩, 떡콩, 풋콩 등으로 이용할 때에는 콩을 그대로 익혀
먹으나 두부, 된장, 두유, 식용유, 콩나물 등으로 이용할 때
에는 1차 가공하거나 변형시켜 먹기 때문에 각 용도에 알
맞은 특성을 지닌 품종의 선택이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앞, 뒷그루작물과의 재배순서에 알맞은 생태
형의 품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콩은 생태형이 다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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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기간이 9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일찍 성숙하는 품종(조생종)부터 150일 이상
되는 늦게 성숙하는 품종(만생종)까지 있으므로 선택의 폭이 비교적 넓다.
다음으로 고려하여 할 사항은 토양의 비옥도, 또는 파종 시기나 재배지역 등에 따라
키가 큰 품종을 택할 것인지, 키가 작은 품종을 심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척박한
곳이나 늦게 심는 경우에는 키가 비교적 큰 품종이나 무한형 품종이 바람직하며, 반
대로 비옥지에서는 키가 작은 품종이 유리하다. 생육기간이 짧은 품종이나 키가 작은
품종은 좁게 심어 재배하는 것이 좋으나 키가 크고 생육기간이 긴 품종은 성기게 심
는 것이 쓰러짐과 병해가 줄어 다수확을 올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재배환경과 생산목적에 알맞은 순도 높은 품종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정부
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보급종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정부 보급종은
매년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농가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농민상담
소에 희망품종과 물량을 신청하여 공급 받을 수 있다.
나. 수량성
수량성은 품종과 생태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최신 개발 품종들은
기존 보급되고 있던 품종들보다 대부분 더 우수한 수량성을 보인다. 수량을 구성하
는 요소는 줄기의 마디 수, 꼬투리 수, 한 꼬투리 안에 들어있는 콩알 수, 콩알의 무게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토지 면적 내에 보다 많은 꼬투리를 확보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의 품종들은 대체적으로 곁가지(분지) 수가 많고 키가 작았기
때문에 각 개체의 생육량을 최대로 늘려 다수확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최근의
품종들은 심는 간격을 좁혔을 때 잘 적응하는 성질인 ‘배게심기(밀식) 적응성 이 높기
때문에 한 개체의 생육량보다는 일정한 밭 면적당 집단의 생육량을 최대한으로 확보
하여 다수확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상당한 밀식조건에서도 꼬투리 수가 많은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
반적으로 밀식적응성은 줄기길이(莖長)가 비교적 길며 마디 수가 많으면서 곁가지 수
가 적은 품종이 유리하다. 한편 생육기간이 90∼100일 내외로 짧은 단기성 품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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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은 120∼140일 정도인 일반콩의 70∼80% 수준으로
낮다.
다. 내도복성과 기계수확 적응성
내도복성이란 ‘잘 쓰러지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콩의 쓰
러짐은 수량과 품질을 크게 떨어뜨리는데 내도복성 정
도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근래에는 간격을
배게 심어서(밀식) 수량이 올라가는 품종들이 지속적으
로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품종들은 대부분 쓰러짐에 강
한 편이다.
한편 내도복성은 콤바인을 이용한 기계수확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이다. 또한 기계수확에 적응하는 품종들
은 땅에서 첫 번째 달리는 꼬투리 높이가 15㎝ 이상 높은
특성을 보유하여야 기계로 거둘 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Tip
●

불마름병
주로 잎에 발생하는 병으로,
초기 녹색의 점무늬가 커지
면서 담갈색으로 변하고 주
위가 노랗게 되며, 잎 뒷면에
돌기를 형성함. 발생이 심하
면 조기낙엽되어 수확량 감
소의 원인이 됨.

다. 아울러 꼬투리와 줄기가 완전히 성숙하고 수확시기에
도달하더라도 꼬투리가 터지지 않는 품종을 선택하여야
콩알이 튀는(탈립)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재배지역과 품종선택
가. 환경에 대한 반응

●●

들불병
주로 잎에 발생하는 병으로
점무늬병과는 달리 병반이
불규칙적으로 넓게 발생하는
병. 초기에는 엽면의 일부에
노란색이나 갈색의 마름증상
이 나타나며 점차 진한 갈색
이나 검은색으로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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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의 재배지역이나 재배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콩
이 자라는 총 생육일수를 따져보아야 한다. 같은 품종이라
도 재배지역이나 파종시기가 달라지면 이에 따라 그 기간
도 달라진다. 개화와 열매맺기(결실)에 필요한 생육일수는
온도와 햇빛을 받는 시간(일장)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그
정도에 따라 품종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상환경에 적응하는 습성을 흔히 콩의 ‘생태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재배조건하
에서는 조생종(하대두, 여름콩)과 만생종(추대두, 가을콩, 그루콩) 및 중생종(중간형)
으로 구분된다. 여름콩들은 대체로 햇빛을 받는 시간(일장)에 따른 개화반응이 둔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가을콩들은 중생종 또는 만생종이 많은데 일장이 짧아지면 꽃
이 빨리 핀다. 일찍 심어 일찍 수확할 경우에는 여름콩(조생콩) 품종을 택하고, 보리,
마늘, 양파 등을 수확하고 난 후에 콩을 심을 경우는 중생종 품종이 알맞다. 다만 남
해안지역의 난지형 마늘과 재배순서(작부체계)를 이루는 경우에는 조생종 콩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육성된 품종 중에서 큰올콩, 새올콩, 검정새올콩, 한올콩, 황금올콩, 참올콩 등
은 조생종이며 그 외 품종들은 중간형 내지 가을콩의 특성을 가진 품종들이다. 콩을
홑짓기(단작)로 재배하고 다수확 재배를 하고자 할 때는 만생종이 적합하다. 가을콩
의 경우에 너무 늦게 심으면 정상적인 성숙이 어렵게 되므로 품종의 꽃 피는 시기와
익는 시기를 미리 알아야 한다. 특히 중부내륙이나 산간 지대에서는 파종이 늦을 경
우 성숙이 늦어져서 서리의 피해를 당하기 쉬우므로 만생종의 경우에는 파종기가 지
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재배지역에 적합한 품종의 선택
품종 중에는 넓은 지역에 적응하는 것도 있으나 콩은 온도와 일장에 민감하고 같은
품종이라도 재배지역이 다르면 생육특성이 변하기 쉽다. 각 지역에 보급되고 있는 품종
들은 이러한 지역의 환경조건들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들이다. 따라서 품종을 선택할
때는 재배지역에 그 품종이 적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
역에 따라서는 적응 품종 수가 많아 품종선택을 할 경우 주저하게 될 수 있는데 먼저
용도를 선택하고 나아가 참고자료를 통해서 이들 품종들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며 실
제 재배를 통해서 그 특성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 외에도 토양조건에 적합하고 병충해, 풍수해, 냉해 등과 쓰러짐에 강하며 수확과
건조가 용이하게 되는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잎
에 불마름병●과 들불병●● 같은 세균병이 심하게 발생하여 수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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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병해에 저항성인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
영적으로도 농가의 노동력 배분, 토지이용, 지력보존, 기계
화의 정도 등을 잘 검토하여 농가의 총 수익이 증대되는
품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용도별 품종 특성
콩의 용도는 크게 장류용, 두부·두유용, 나물용, 검정콩 중
심의 밥밑용, 그리고 풋콩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사
료용(착유용)도 있으나 국산 콩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전
량 수입산 콩이 이용되고 있어 이 책에서는 설명하지 않는
다. 그리고 일반 콩들보다 생육기간이 매우 짧아 다른 작
물과의 재배순서(작부체계)의 적응성이 높은 단기성 콩들
은 별도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70% 이상의 소비량을 가지는 장
류용과 두부용 콩 품종들은 엄격하게 그 용도를 구분하
여 재배되거나 유통되지는 않고 있다. 품종 개발단계에
서 장류와 두부에 대한 가공적성을 평가하여 용도별 적응
성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 유통 과정은 콩알
이 굵고 외관품질이 뛰어난 콩들이 이들 2가지 용도로 함
께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콩알 크기가 커지면 씨껍질
(종피)의 비율이 낮아져 이들 제품의 수율과 가공적성●●●
●●●

가공적성
바람직한 품질의 식품으로 전
환되기에 알맞은 성질을 갖는
정도.

이 향상된다. 따라서 정부수매에서나 일반 유통과정에서
도 콩알 크기에 따라 가격이 차등화되어 있으며, 100립의
무게가 25g 이상인 굵은 씨(대립종)가 주로 장류와 두부용
으로 선호되고 있다.
가. 장류용 콩
장류는 콩의 발효제품으로서 조미료의 역할뿐만 아니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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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 공급원으로서도 중요한 전통식품이다. 장류용 콩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대립인
것이 양질로 취급되며, 콩알의 크기도 대립인 것이 선호되고 있다. 이밖에도 맛, 냄새, 제
품의 색깔 및 수율을 고려하면 흡수율 및 무름성이 높으며 콩알 껍질의 두께도 얇은 것
이 좋다. 장류의 전통적인 기호를 고려하면 유색콩보다는 황색콩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검정콩인 서리태나 서목태(쥐눈이콩)를 이용해서 장류 식품으로 가공하여 지
역특산화하기도 한다.
나. 두부용 및 두유용 콩
두부의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콩의 품질과 두부의 각 제조공정은 두부의 수율, 조직
감, 향미, 외관품질 등 두부품질에 많은 영향을 준다. 두부와 두유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품종일수록 제품 수율이 높아지므로 고단백질 품종이 유리하다.
단백질 중에서도 수용성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좋으며, 콩 단백질 중 아미노산 조
성이 우수한 것이 좋다. 최근에 개발된 품종 중에서 새단백콩은 단백질 함량이 48%
이상(일반 품종은 40% 수준)인 고단백질 품종으로, 두부 수율이 일반 품종보다 15∼
20% 높은 특성을 보여준다.
탄수화물로서는 수용성 성분인 당류 중 소당류(Raffinose, Stachyose)의 함량이 적
은 품종이 우수하다. 특히 두유용은 식미가 특히 중요한데, 단맛과 관련된 당(주로
Sucrose) 함량이 높은 품종과 콩 비린내 성분을 제거한 품종이 우수하다. 이밖에도
콩은 두부제조과정 중 물에 담근 후 갈아부수게 되므로 흡수량 및 흡수속도가 높고,
씨껍질(종피)의 두께가 얇은 것이 좋다. 또한 탈피의 정도도 두부품질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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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장류 및 두부용 콩 주요품종의 특성

품종

육성
년도

장엽콩
황금콩
무한콩
장수콩
단원콩
만리콩
태광콩
신팔달콩2호
단백콩
진품콩2호
대원콩
소담콩
송학콩
장원
대풍
신기
대망
선유
대망2호
만수
남풍
대양
천상
새단백
우람
늘찬
진풍
선풍
새금
태선
대풍2호
대찬
미소
평원

1978
1980
1987
1989
1989
1990
1991
1992
1993
1996
1997
1998
1998
2000
2002
2003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
2008
2010
2010
2011
2012
2013
2013
2013
2014
2014
20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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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필때 성숙기 줄기길이 100립
(월.일) (월.일)
(cm)
중(g)
7.30
7.23
7.20
7.22
7.29
7.16
7.31
7.13
7.29
7.24
7.25
8. 3
8. 1
7.18
7.26
7.30
7.24
7.27
7.22
7.29
7.26
8. 1
7.26
8. 1
8. 1
7.30
8. 3
8. 5
8. 2
7.31
7.26
8. 2
8. 6
8. 6

10. 3
10. 2
10. 6
10. 4
10. 1
9. 26
10. 6
10. 2
10.10
10. 2
10.10
10. 7
10. 7
9. 26
10. 8
10. 4
10. 5
9. 28
10. 9
10. 5
10. 2
10. 5
10. 8
10. 5
10. 9
10. 9
10.17
10.19
10.17
10. 4
10.14
10.13
10.17
10.17

46
50
129
91
70
68
75
55
84
68
78
66
71
82
56
73
44
54
47
64
58
59
76
64
79
61
61
67
79
68
54
68
77
53

20.5
25
20.5
22.2
18.2
19.8
25.3
19.5
13.9
22
25.6
25.2
20.9
28.5
20.7
22.5
31.4
29.6
25.3
26.5
19.9
25.2
24.8
20.7
25.8
21.7
23.0
25.9
25.4
22.2
20.9
24.5
28.2
22.8

수량성
(kg/10a)

적응지역

196
206
245
241
268
262
266
279
221
286
293
285
280
239
305
236
274
244
314
293
297
258
234
253
327
295
337
340
302
303
345
330
314
366

경기,강원,충청,경북
경기,강원,충청,경북
전국(강원,제주제외)
전국(제주제외)
전국(강원제외)
전국
전국(제주제외)
전국(제주제외)
강원
경기, 강원
전국(고냉지제외)
전국(제주,고냉지제외)
중남부이모작지
전국(제주제외)
전국(제주제외)
전국
전국(경기,강원제외)
전국
전국
전국
중남부
전국(경기,강원제외)
전국
전국
전국(경기,강원제외)
전 국(제주제외)
충북, 전남·북, 경남·북
중남부2모작지대
남부2모작지대
전 국(제주제외)
전 국(제주제외)
전 국(제주제외)
전 국(제주제외)
전국

<표 4-2> 단기성 장류 및 두부용 콩 주요품종의 특성

품종
큰올콩
새올콩
한올
황금올
참올
장올
두루올

육성
년도
1991
1998
2009
2010
2011
2013
2014

꽃필 때
(월.일)
7. 3
7.25
7.23
7.23
7.17
7.26

성숙기 줄기 길이
(월.일)
(㎝)
8.19
37
8.27
43
9.14
39
9.15
45
9.18
44
9.16
64
9.22
59

100립
중(g)
31.0
25.3
26.4
28.6
27.7
18.9
27.2

씨껍질
색
황색
황색
황색
황색
황색
황색
황색

수량성
적응지역
(㎏/10a)
192
전국
233 전국(고랭지 제외)
204
전국
251
전국
262
전국
212
전국(제주 제외)
247
전국(제주 제외)

* 큰올콩과 새올콩은 4월 하순 파종, 나머지 품종은 6월 10일 파종 성적임

다. 나물용 콩
콩나물콩은 재배환경의 조건과 품종, 그리고 저장기간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및 관
능적 품질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며, 콩알의 색, 크기, 무게, 수분흡수 속도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콩나물의 원료는 반드시 발아력이 높고 부패율이 낮은 건실한 종자여야
가을에 수확한 원료콩을 다음해 콩나물이 생산될 때까지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
장기간에도 싹이 잘 틀 수 있는 특성을 지녀야 한다.
또한 나물용 콩은 단시일 내에 빨리 자랄 수 있는 소질을 가진 품종이 유리한데 일반
적으로 알이 작은 소립종이 대립종보다 콩나물 생산수율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콩알이 너무 작으면 콩나물의 고소한 맛이 줄어들기 때문에 100알의 무게는 10∼12g
인 것이 알맞다. 현재 일반소비자는 빛깔이 좋은 콩나물을 선호하므로 빛깔도 무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저장성과 신선도의 유지기간이 긴 품종이 좋다.
콩나물의 특성은 먼저 원료콩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만 떡잎이 너무 커서는 안 되며,
싹과 머리 부분의 색깔이 선명하고 콩나물의 몸통 길이가 8㎝ 내외가 좋다. 지나치게
굵거나 가늘지 않아야 하며 조리했을 때 고소하고 콩나물 자체의 맛과 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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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나물용 콩 주요품종의 특성

품종

육성
년도

은하콩
광안콩
푸른콩
풍산나물콩
다원콩
소명나물콩
소원콩
소록
보석
녹채
원황
장기
풍원
원광
호서
신화
신강
갈채
원흑
조양1호
소원2010
해품
해원
소연
아람

1986
1993
1993
1996
1997
1998
1999
2001
2003
2004
2005
2005
2006
2007
2007
2007
2008
2008
2009
2010
2010
2012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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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필때 성숙기 줄기길이 100립
(월.일) (월.일)
(cm)
중(g)
7.31
7.29
7.13
8. 2
7.16
8. 1
7.25
8. 5
7.22
7.24
8. 1
7.28
7.29
7.28
8. 3
7.30
8. 6
8. 3
7.25
8. 6
7.29
7.29
7.30
8. 5

10. 9
10. 5
9. 28
10. 7
9. 28
10.10
10. 3
10.12
10. 4
9. 22
9. 30
10.10
9. 30
10.12
9. 27
10.12
10. 7
9. 23
10. 4
9. 27
10. 1
10. 6
10. 6
10. 5
10.15

63
92
101
60
50
47
74
72
65
41
45
65
45
60
58
52
60
55
57
51
76
61
55
53
65

11.6
11.6
13.5
10.7
9.4
8.3
9.3
11.9
8.6
9.2
10.0
11.9
10.9
10.9
7.4
12.1
11
8.4
8. 8
11.6
11.7
10.4
8.1
10.1
9.9

껍질
색

수량성
(kg/10a)

적응지역

황색
황색
녹색
황색
흑색
황색
황색
녹색
황색
황색
황색
황색
황색
황색
황색
황색
황색
갈색
흑색
황색
황색
황색
황색
황색
황색

224
231
221
281
244
260
232
257
262
219
280
283
304
305
251
307
278
246
234
303
278
301
337
353
359

충청,전라,경상
전국
전국
전국(강원제외)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남부이모작(제주제외)
전국
남부이모작지(제주)
전국
전국
남부이모작
전국
전국(강원제외)
남부이모작지대
남부이모작
전국
전국(강원제외)
남부2모작지대
남부이모작지대
남부이모작지대
남부이모작지대

해원(좌) 풍산나물콩(우)

소연(좌) 풍산나물콩(우)

아람(좌) 풍산나물콩(우)

<그림 4-1> 주요 나물용 콩 품종별 종자 외형 및 콩나물 재배 특성

라. 밥밑용 콩
밥밑용 콩은 주로 검정색, 갈색, 녹색 및 이들의 혼합색 등의 유색품종이 많이 이용된다.
대부분 대립종으로서 밥을 지을 때 잘 무르고 식미가 좋아야 한다. 밥밑용 콩의 취반특
성 및 식미 등의 특성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이
는 씨알(종실)의 외형, 향미, 조직의 경도 등이 관여한다.
또한 밥밑용 콩 취반특성에 관여하는 요소로는 수분의 흡수속도 및 흡수능력이 중요한
데 수분흡수력이 높고 흡수속도가 빠를 경우 콩이 잘 무르며, 콩껍질이 얇은 것이 수분
흡수에 유리하다. 식미에 관여하는 성분 중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으며, 당 함량이 높은
품종이 우수하다. 그 밖에 유색콩 껍질의 색소는 물에 용해되어 밥 색깔에 영향을 주므
로 색소가 용출되는 정도와 색의 농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는 밥밑용 콩은 서리태로 불리는 떡잎이 녹색이며 콩껍질은 검
정색인 재래종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 2000년대 이후 이들 재래종 서리태의 재배적
단점인 쓰러짐, 병해, 익은 시기(숙기) 등을 개량한 청자콩, 청자2호, 청자3호, 흑미 같은
품종이 공급되고 있다. 이들 품종들은 기존 재래종보다 수량성은 20∼30% 이상 크게
개선되었으나, 콩알의 크기나 식미 관련 형질들은 다소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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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밥밑용 유색콩 주요품종의 특성

육성 꽃필때 성숙기 줄기길이 100립 씨껍질
년도 (월.일) (월.일) (cm)
중(g)
색

떡잎 수량성
색 (kg/10a)

1993
1997
1999
1999
1999
2000
2001
2003
2003
2004
2004
2005
2006
2006
2007
2008
2009
2009
2013
2014
2015
2016
2017

황색
황색
황색
녹색
황색
녹색
황색
녹색
녹색
녹색
황색
황색
녹색
녹색
황색
황색
황색
녹색
녹색
녹색
녹색
녹색
녹색

품종
검정콩1호
일품검정콩
진율콩
흑청콩
갈미콩
청자
검정콩4호
청두1호
청자2호
청자3호
검정새올
일품검정2호
흑미
소청
대흑
흑성
청엽1호
소청2호
청미인
소청자
청자4호
태청
청자5호

7.21 9.29
7.27 9.25
7.20 9.30
7.29 10. 8
8. 1 10.11
7.25 10. 4
7.26 9.30
7.26 10. 6
7.29 10. 1
7.30 10.10
7.18 9. 18
7.28 10. 2
7.23 9. 28
7.29 10. 6
7.24 10. 1
7.22 10. 3
8. 6 10. 1
7.31 10. 2
8. 1 10.22
8. 7 10.13
8. 5 10.19
8. 3 10.20
8. 3 10.24

소청자

82
48
66
83
63
79
66
63
68
66
45
49
55
62
51
54
68
56
67
89
72
69
65

28.8
28.0
28.3
30.1
27.2
30.4
28.0
23.6
26.0
32.1
31.1
25.0
24.8
15.7
34.3
29.2
35.8
12.2
34.3
10.1
30.1
44.5
37.0

흑색
흑색
갈색
흑색
갈색
흑색
흑색
녹색
흑색
흑색
흑색
흑색
흑색
흑색
흑색
흑색
흑색
흑색
녹색
흑색
흑색
흑색
흑색

청자4호

적응지역

262
전국
267
전국
259
전국
220 홑짓기(단작)지대
235 중부이남,이모작지
212
전국
230
전국(제주제외)
249
전국
207
전국
240
전국콩주재배지
234
전국
262
전국콩주재배지
255
전국
218
충남, 영호남
226
전국(제주제외)
237
전국
244
전국
200 전국(경기,강원제외)
272
전국
260
전국
314
전국(제주제외)
240
전국
343
전국(제주제외)

태청

<그림 4-2> 서리태 개량 녹색 떡잎 검정콩 품종

마. 풋콩용 콩
Tip
●

모용(毛茸)
털이나 비늘 등의 식물 표피의
생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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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콩용 콩으로는 조생종 품종이자 생육일수가 짧고 굵은
알(대립)인 품종이 알맞다. 100립중이 30g 이상인 대립이
며, 꼬투리당 알맹이 수(협당립수)는 2∼3립협 비율이 높

은 것으로, 풋콩수확 시의 꼬투리 색깔은 진녹색이고, 모용●색은 백색 또는 회백색으
로 모용이 적은 것이 우수한 품종이다.
또한 풋콩은 풋 상태로 수확 후 오랫동안 꼬투리의 녹색을 유지하는 특성을 보유해
야 유통에 유리하며, 당도가 높아야 한다. 풋콩의 일반성분의 주요구성은 수분, 단백
질, 탄수화물, 지방의 순서이며, 이 중 수분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성숙한
씨앗에는 거의 없는 비타민 A(카로티노이드), C(아스코르빈산), E(토코페롤)등을 다량
함유한다. 향기에 관여하는 방향성 성분●●을 포함하며, 주요 식미는 단맛, 고소한 맛,
물성, 향기 등이며, 단맛은 당분 중의 자당(Sucrose)함량에 영향을 받고, 고소한 맛은
아미노산 중 글루타민산(Glutamic Acid)과 알라닌(Alanine)이 관여하며, 물성은 풋콩
의 경도에 영향을 받는다.
현재 국내에서의 풋콩의 소비와 재배면적은 크지 않으나, 그 규모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표 4-5> 풋콩용 주요품종의 특성

육성
년도
선녹
2000
단미
2002
미랑
2005
단미2호 2005
녹원
2006
상원
2007
품종

꽃필 때 수확기 줄기 길이
(월.일) (월.일)
(㎝)
6.24
8.12
41
6.23
8. 17
46
6.25
8.12
45
6.19
8. 8
36
6.20
8. 7
34
6.23
8. 5
45

100립
중(g)
69.2
73.3
70.4
79.3
75.4
69.5

씨껍질
색
연녹색
연녹색
흑색
연녹색
연녹색
황색

수량
(㎏/10a)
1,083
1,048
1,163
1,161
1,144
1,039

적응지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 풋콩 파종기 : 4월 하순 기준

<그림 4-3> 풋콩의 생협 특성 및 가지풋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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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방향성 성분
과실과 채소의 풍미를 형성하
는 중요성분으로서, 미량의 휘
발성 성분에 의해 구성되었고
물리적, 화학적 조작에 의해
쉽게 변질되거나 소실하기 쉬
운 성질을 가지고 있음.

주요 품종의 특성
2017년까지 농촌진흥청을 통해 개발된 콩 품종은 총 142
개이며, 이들 품종은 시대·용도별 수요와 품종의 퇴화에
따라 새로운 품종으로 계속 대체되면서 공급되고 있다.
가. 장류 및 두부용 품종
(1) 평원
2017년에 개발된 품종으로 개화기가 8월 6일로 기존의 대
원콩보다 약간 늦고, 성숙기는 10월 17일로 비슷하다. 키는
53cm로 짧은 반면 가장 낮은 꼬투리의 높이는 14cm로
비교적 높고, 쓰러짐에 강하며 꼬투리가 잘 튀지 않아 기
계수확이 가능하다. 불마름병과 뿌리썩음병에 잘 걸리지
않고 콩 100알의 무게가 22.8g으로 황색 중립종이며 두부
가공적성이 양호하다. 수량성은 대원콩보다 10% 정도 높
은 366㎏/10a로서 국내 개발된 품종 중 최고 수량성을 보
인다. 재배 시 유의점은 파종이 늦어지면 콩알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으므로 6월 상·중순경에 파종을 하도록 한
다. 논에 재배할 경우 배수로를 깊게 파고 비가 오면 배수
로 정비를 철저히 하여 물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한다.
(2) 대풍2호
2014년에 개발된 품종으로 키가 54cm이고 100립중이
20.9g으로 대원콩에 비하여 3.5g 가벼운 중립종이다. 대
원콩과 같이 콩이 익을때(성숙기)가 비슷한 중만숙종으
로, 불마름병과 바이러스병에 강하고 콩알의 튐(탈립)에도
매우 강하다. 수량성은 대원콩보다 21% 정도 높은 345㎏
/10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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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찬
2014년에 개발된 품종으로 키가 68cm이고 100립중이 24.5g으로 대원콩과 비슷한
대립종이다. 대원콩보다 콩이 익을때(성숙기)가 2일 정도 빠른 중만숙종으로, 불마름
병과 바이러스병에 강하고 콩알의 튐(탈립)에도 매우 강하다. 수량성은 대원콩보다
17% 정도 높은 330㎏/10a로 다수성 품종이다. 대원콩과 단백질 함량은 다소 비슷하
며, 두부 가공적성은 대원콩에 비하여 다소 낮으나, 장류 가공적성은 뛰어나다. 적응
지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다.
(4) 선풍
2013년에 개발된 품종으로 키가 67cm이고 100립중이 25.9g으로 대원콩에 비하여
1.7g 무거운 대립종이다. 대원콩보다 콩이 익을때(성숙기)가 5일 정도 늦은 중만숙종
으로, 불마름병과 바이러스병에 강하고 콩알의 튐(탈립)에도 매우 강하다. 수량성은
대원콩보다 20% 정도 높은 340㎏/10a이다. 대원콩에 비하여 단백질 함량은 다소 높
으며, 장류와 두부 가공적성은 대원콩과 대등하다. 적응지역은 중남부 2모작 지대(충
남북, 전남북, 경남북)이다.
(5) 미소
2014년에 육성된 품종으로 키는 77㎝ 정도이고 100립중이 28g 내외의 대립종이다.
콩의 껍질 색과 배꼽색이 황색이고 외관상 품질도 비교적 우수하다. 성숙기는 10월
중순인 중만생종이다. 불마름병과 콩모자이크바이러스병에 강하며 적응지역은 제주
를 제외하고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재배가 가능하다. 진품콩2호 육성 이후 비린내가 없
는 특수한 품종으로 개발되어 콩 냄새가 없는 콩국, 두부, 두유 가공용 콩으로 기호성
이 높다. 수량성은 진품콩2호 보다 18% 정도 높은 314kg/10a이다.
(6) 태선
2013년에 개발된 품종으로 키가 68cm이고 100립중이 22.2g으로 중간 크기의 콩(중
립종)으로 태광콩에 취약한 불마름병을 개량한 품종이다. 또한 착협고는 18cm로 높
아 기계화 수확적성이 양호하다. 대원콩보다 콩이 익을때(성숙기)가 10일 정도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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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마름병과 도복에 매우 강하다. 수량성은 대원콩보다
10% 정도 높은 303㎏/10a로 다수성 품종이다. 조단백질
함량은 38.0%로 표준품종인 대원콩보다 0.8%정도 낮고,
조지방은 18.5%로서 대원콩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으로
장류와 두부 가공적성은 대원콩과 대등하다. 적응지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다.
(7) 진풍
2012년에 개발된 품종으로 키가 61cm이고 100립중이
23.0g으로 중립종에 속하며, 대원콩보다 콩이 익을때(성숙
기)가 3일 정도 늦은 중만숙종으로 불마름병과 도복에 강
하고 콩알의 튐(탈립)에도 매우 강하다. 수량성은 대원콩
보다 23% 정도 높은 337㎏/10a로 다수성 품종이다. 조단
백질 함량은 40.1%로 표준품종인 대원콩보다 1.4%정도
높고, 조지방은 19.6%로서 대원콩에 비하여 다소 낮았으
며, 장류와 두부 가공적성은 대원콩과 대등하다. 적응지역
은 충북, 전남북, 경남북이다.
(8) 우람
2010년에 개발된 수량성과 품질이 매우 우수한 품종으로
키가 79㎝이고 100립중이 25.8g인 대립종이다. 대원콩보
다 개화는 3일 정도 늦으나 성숙기는 3일 빠른 10월 9일경
이다. 불마름병과 들불병 등 잎세균병에 매우 강하며 콩
바이러스에도 강하다. 씨알(종실)의 성분이나 장류 및 두
부 가공적성은 대원콩과 비슷하다. 쓰러짐 정도는 대원콩
과 비슷한 수준이나 땅에서 첫 꼬투리가 달리는 높이가
19㎝ 정도로 매우 높아 기계 수확 시 손실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품종은 어린 모 시기(유묘기) 이후 줄기와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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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장이 매우 왕성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파종하면 쓰러짐이 발생할 수 있다. 경기
와 강원을 제외한 중남부 두그루갈이(2모작) 지대가 재배 적응 지역이며, 파종적기는
6월 중하순이다. 중남부지역에서 10a당 수량이 327㎏으로 대원콩보다 높은 수량성을
보인다.
(9) 새단백
2010년에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 중에서 단백질이 가장 높아 48% 이상
함량을 가진다. 키는 64㎝이고 100립중은 20.7g인 중립종이며, 배꼽색은 갈색이다.
성숙기는 대원콩보다 1주일 정도 빠른 10월 5일경이다. 불마름병과 쓰러짐에 강한 편
이다. 꼬투리 수가 다소 적어 수량성이 대원콩보다 낮은 편이다. 두부제조 시 두부수
율이 대원콩보다 18% 정도 높아 가공업체들이 선호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에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다.
(10) 천상
2008년에 개발된 품종으로 잎세균병인 불마름병과 들불병에 강한 특성을 가진다. 키
는 76㎝이고 잎의 모양이 다소 가늘고 긴 특성을 가지며 마디 수가 많은 편이며 곁가
지 발생은 적은 편이다. 100립중은 25g 수준이며 콩의 껍질에 광택이 많은 편이고 수
확기에 콩알이 잘 튀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며 수량성은 태광콩
과 비슷한 편이다.
(11) 선유
2004년에 개발된 품종으로 백립중이 29.6g으로 콩알이 매우 굵고 둥근편이며 9월
하순에 성숙이 되는 중생종이다. 키는 54㎝이며 마디 수는 다소 적은 편이다. 쓰러짐,
콩바이러스병, 불마름병은 중간 정도이다. 성숙 후에 적기에 거두지 않으면 콩알이 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경기와 강원을 제외한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하며 수량성
은 태광콩과 비슷하다. 수확시기가 빨라 동계작물과 2모작 재배순서(작부체계)를 이
루는데 알맞은 품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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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풍(大豊)
2002년에 신팔달콩2호를 개량하여 육성한 다수성 품종
으로 키는 56㎝ 내외이고 100립중이 20g 정도인 중립종
이다. 콩의 껍질 색은 황색, 배꼽색은 갈색이나 콩알의 빛
깔이 다소 좋지 않은 편으로 종합적인 외관상 품질은 중
간 정도이다. 잎 모양은 둥글며(난형), 꽃색은 백색이다. 꽃
필 때(개화기)는 빠른 편이나 성숙기는 10월 중순경으로
비교적 늦은 품종에 속한다. 콩모자이크바이러스의 괴저
병, 불마름병과 들불병 같은 잎세균병에는 매우 강하다.
특히 곁가지가 적어 밀식적응성이 뛰어나고 쓰러짐이 매
우 강해 전국적으로 다수확 재배를 하고자하는 농가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재배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지만
100립중과 수량성을 고려해 볼 때 남부지역보다는 중북
부지역에 더 적합한 품종이다.
(13) 대원콩(大員콩)
1997년도에 육성하여 장려품종으로 결정된 품종이다. 2017
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대표품종이다.
줄기길이는 78㎝로 중경종이나 쓰러짐에는 비교적 강하다.
콩알이 매우 둥글고 외관특성이 매우 우수하며, 100립중은
25g 내외로 대립종에 속하며 성숙기는 10월 상중순으로 다
소 늦은 중만생종 품종이다. 콩모자이바이러스에 강하고 괴
저병에는 중간 정도의 저항성을 지니고 있다. 수확기에 콩
알이 튀지 않는 성질(내탈립)이 매우 우수해서 기계 수확 시
손실이 거의 없다. 단백질과 기름 함량은 각각 40.7%, 19.3%
이고 수량성은 10a당 293㎏이다. 제주도와 산간 고랭지를
제외한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재배상 유의할 점은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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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게심기(밀식)와 과다한 비료주기(시비)는 피하는 것이 좋고 중북부지방에서는 너무
늦게 파종하면 성숙기간에 서리 피해를 받을 수 있다.
(14) 태광콩(太光콩)
1991년 장려품종으로 결정된 품종으로 유한신육형이며 줄기길이는 75㎝ 정도로서 비교
적 중장경이며 100립중은 25g으로 대립종에 속한다. 단백질 함량은 41%, 지방 함량은
22%이며 성숙기는 10월 5일로 중만생종이다. 콩모자이크바이러스에 강하고 괴저병은 중
간 정도이며 적응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한 광지역성 품종이다. 재
배상 유의점은 비옥지에서 과도하게 좁게 심으면 쓰러짐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적정하
게 심는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나. 나물용 품종
(1) 아람
2016년 육성된 품종으로 경장은 65cm로 크고 도복과 탈립에 강하며, 100립중은
9.6g이며, 적응지역에서의 수량성은 359kg/10a로 풍산나물콩 대비 12% 증수된 다수
성 품종이다. 발아특성, 콩나물 재배특성이 우수하다. 적응지역은 남부 이모작 지대
(제주, 전남북, 경남)이다.
(2) 해원
2014년에 개발된 품종으로 키가 55cm이고 100립중이 8.1g으로 소립종에 속하며, 풍산
나물콩보다 콩이 익을때(성숙기)가 3일 정도 빠르다. 콩모자이크병과 불마름병 등에 강
하고 도복과 탈립에도 강하며, 수량성은 풍산나물콩보다 16% 정도 높은 337㎏/10a로
다수성 품종이다. 콩나물 재배 시 발아세가 높고 경실률이 적으며 아스파라긴 함량도
다소 높다. 적응지역은 남부 이모작 지대(제주, 전남북, 경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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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품
2012년에 개발된 품종으로 키가 61cm이고 100립중이 10.4g으
로 소립종에 속하며, 풍산나물콩보다 콩이 익을때(성숙기)가 5
일 정도 빠르다. 콩모자이크병과 불마름병 등에 강하고 도복과
탈립에도 강하며, 꼬투리 착생부위가 16cm로 높아(풍산나물
콩 대비 5cm 높음) 기계수확에 유리한 복합재해저항성 품종
이다. 수량성은 풍산나물콩보다 10% 정도 높은 301㎏/10a로
Tip
●

발아율(發芽率)
일정한 양의 씨앗 가운데 발
아할 수 있는 종자의 비율. 또
는 뿌린 씨앗에 대하여 발아
한 종자의 비율.
●●

발아세(發芽勢)
발아의 시험개시(試驗開始)
후 5~7일간에 발아한 씨앗수
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 이것
은 종자의 양부(良否)를 판정
하는데 중요하며, 발아세가
큰 것은 작은 것보다 환경에
대해 적응력이 큼. 또한 종자
의 양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는 발아율(發芽率)이 있음.

다수성 품종이다. 콩나물 재배시 발아세가 높고 경실종자가
없으며 아스파라긴 함량이 높다. 적응지역은 남부 이모작 지대
(제주, 호남, 경남)이다.
(4) 조양1호
2010년에 육성된 품종으로 9월 하순에 성숙이 되는 중생
종으로 2모작 재배순서(작부체계) 적응성이 뛰어난 품종
이다. 줄기길이는 51㎝이며 불마름병에 강하며 100립중은
11.6g이며, 콩알의 튐에 강하다. 전국에 재배가 가능하며
수량이 10a당 303㎏으로 다수성이다. 발아율●이 높고 발
아하지 않는 경실률이 낮아 콩나물 재배특성도 풍산나물
콩보다 우수하다.
(5) 신화
2007년에 콩바이러스병 저항성유전자(Rsv1)를 분자표
지를 이용해 도입 선발하여 최초로 육성된 품종이다. 키
는 풍산나물콩보다 10㎝ 정도 큰 편이나 쓰러짐은 비슷
하다. 100립중은 12.1g으로 풍산나물콩보다 다소 굵다.
개화와 성숙이 풍산나물콩보다 2일 늦은 만생종이다. 불
마름병과 콩바이러스병에 강하다. 적응지역은 전국이며
수량은 10a당 307㎏으로 다수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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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풍원
2006년에 개발된 다수성 고품질 나물콩이다. 키는 45㎝로 짧은 편으로 식물체 모양(초
형)이 양호하고 쓰러짐에 강해 밀식적응성도 매우 높다. 꽃은 백색이며 성숙기는 9월 30
일경으로 중생종이다. 100립중은 10.9g이며 콩알의 굵기가 매우 균일하며 콩알 튐(탈립)
에도 강하다. 불마름병이나 여러 가지 병해와 재해에 강하다. 콩나물 재배 시 발아율이
높고 특히 발아세●●가 높아 수율이 매우 높다. 또한 콩나물의 이소플라본 함량이 높으
며, 식미가 우수한 8㎝ 내외인 콩나물 몸통길이가 많은 특성을 가진다. 전국에서 다수확
재배가 가능한 품종으로 10a당 304㎏의 높은 수량성을 보인다.
(7) 소원콩
1999년에 육성된 품종으로 키는 74㎝ 정도이고 100립중이 9.3g이며, 완전 구형에 가
깝다. 콩껍질 색은 황색, 배꼽색은 담갈색이고 콩알의 균일도가 높고 외관상 품질이
좋다. 잎의 모양은 장형이고 성숙기는 10월 초순인 중생종이다. 콩모자이크병 증상은
있으나 괴저병에는 강하다. 콩나물 수율이 높고 맛이 우수하다. 적응지역은 전국이다.
(8) 다원콩
1997년에 육성하여 장려품종으로 결정된 흑색의 콩껍질 색을 가진 나물콩이다.
100립중이 9.4g 내외로 극소립종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개발된 검정색 나물
용콩 품종이다. 단백질 및 기름 함량은 은하콩과 비슷하나 글리시테인(Glycitein) 함
량이 다른 품종에 비하여 높고 항산화 효과도 탁월하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재배
가 가능한 광지역성 품종으로 쓰러짐에도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품질의 씨앗
생산을 위해서는 조기재배를 피하고, 수확시기가 지연될 경우 콩알 튐(탈립)이 우려
되므로 적기에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9) 풍산나물콩
1996년에 육성된 장려품종으로 줄기길이는 60㎝ 내외이고 100립중이 10.7g인 소립
품종이다. 성숙기는 10월 상순이며 콩모자이크 바이러스병과 괴저병에 강하고 수량
성은 은하콩과 대등하나 콩나물 수율이 730%로 은하콩보다 높다. 적응지역은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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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다비재배
길게 가꾸기.

도를 제외한 전국에 재배가 가능한 광지역성 품종이다. 재
배상 유의할 점은 과도한 배게 심기(밀식)와 다비재배●는
피하는 것이 좋다.
(10) 은하콩
1986년에 육성된 장려품종으로 키가 63㎝ 정도이고 100
립중이 12g 내외로서 소립종이다. 껍질색은 황색, 눈은 갈
색으로 외관상 품질이 좋다. 성숙기가 10월 초순인 중생
종이다. 모자이크병 증상은 있으나 괴저병에는 강하다. 적
응지역은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이다. 식물체 윗부분의 마
디 사이가 다소 길어 쓰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과도한 밀
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 밥밑용(유색콩) 품종
(1) 청자5호
국립식량과학원에서 2017년 육성되었으며, 알이 굵고 자
엽색이 녹색인 검정콩 품종으로 종자 외관은 재래종 서리
태와 유사하다. 청자3호에 비하여 협개열성(성숙시 콩알
이 튀는 특성)에 강하고, 불마름병에도 강한 특성을 보인
다. 키는 65cm이며, 100립중은 37.0g으로 청자3호(36.2g)
와 유사하며, 청자4호보다 알이 굵다. 성숙기는 10월 24
일로 청자3호보다 6일 늦은 만숙종이다. 수량성은 10a당
343kg으로서 청자3호 대비 30% 증수되고 현재까지 육성
된 검정콩 품종 중 최고 수준이다. 종실특성 중 수분흡수
율이 양호하고, 경실종자 비율이 낮으며, 밥밑용 및 떡소
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전국 어디에서나 재배가 가능하다.

114 ● 농업기술길잡이 콩

(2) 태청
태청은 대립 녹자엽 검정콩 육성을 목표로 하여 2016년 개발된 품종으로 속이 푸른
검정콩이다. 알이 굵고, 도복에 강하고 협개열성(콩알이 튐)이 강한 특성을 보인다. 키
는 69cm이며 콩 100알의 무게는 44.5g으로 표준품종인 청자3호보다 약10g 더 무
겁다. 성숙기는 10월 20일로 만숙종이다. 수량성은 10a당 240kg으로 정자3호 대비
94% 수준이다. 밥밑용 및 떡소용, 제과용 등으로 이용 가능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재
배가 가능한 광지역 품종이다.
(3) 청자4호
2015년 녹색 떡잎을 가진 다수성 검정콩 품종으로 육성되었고 청자3호의 열피현상
(성숙한 씨앗에서 콩알 껍질이 터짐)을 개선한 품종이다. 키는 72㎝이며 100립중은
30.1g으로 청자3호보다 5.1g 가벼운 중대립종이다. 불마름병과 콩모자이크바이러스
에 강하고 협개열성에도 강한 특성을 보인다. 성숙기는 10월 19일 정도로 만숙종이
며, 수량성은 10a당 314㎏으로 청자3호보다 23% 정도 높다. 파종이 너무 늦으면 종
실 무게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6월 상～중순에 파종하며 극만파 재배는 지양한다.
(4) 소청자
수원214호와 YCL4(경산재래, 소립검정콩)를 교잡하여 육성된 소립 검정콩 품종이
다. 100립중은 12g이며, 떡잎은 녹색이다. 키는 89cm로 쓰러짐에는 다소 약하며, 성
숙기는 10월 중순이다. 불마름병은 강하나 콩바이러스병에는 중간 정도의 저항성을
보인다. 적응지역은 전국이며, 수량성은 10a당 260kg으로 표준품종인 다원콩 대비
13% 증수한다.
(5) 청미인
2013년에 개발된 녹색 떡잎과 녹색 껍질을 가진 청서리태 품종이다. 키는 67cm이며
쓰러짐에 강하다. 100립중은 34.3g으로 청두1호보다 10g 더 무겁다. 불마름병에 강하
고 콩바이러스병에도 강한 특성을 보인다. 성숙기는 10월 22일로 만숙종이다. 수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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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0a당 272kg으로 청두1호와 대등한 수준이다. 종실특
성 중 수분흡수율이 양호하고, 경실종자율이 낮으며, 밥
밑용 및 떡소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전국 어디에서나 재배
가 가능한 광지역 품종이다.
(6) 대흑
2007년에 개발된 대립 검정콩 품종이다. 떡잎은 황색이며
100립중이 34.3g으로 매우 무겁다. 줄기길이는 51㎝이며 쓰
러짐에 강하다. 성숙기는 10월 1일경이며 성숙기에 적기 수
확을 하지 않으면 콩알 튐이 발생한다. 물에 담글 경우 경실
이 없으며, 초기 수분흡수율이 높아 퍼짐성이 우수하다. 또
한 볶은 콩을 차로 이용하면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이 우려
Tip
●

다수성(多收性)
유전형질이 다수확 생산능력
을 갖고 있는 특성.

나고 항산화활성이 검정콩 중에서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
인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재배가능하며, 수량성은 10a
당 226㎏ 수준이다.
(7) 청자3호
2004년에 개발된 녹색 떡잎을 가진 다수성● 검정콩 품
종이다. 키는 66㎝이며 쓰러짐에 강하다. 100립중은
32.1g으로 청자콩보다 3∼4g 더 무겁다. 불마름병에 강하
고 콩바이러스병에도 강한 특성을 보인다. 성숙기는 10월
중순으로 만숙종이다. 녹색 떡잎을 가진 검정콩 중에서
재해와 병해에 가장 강한 편이며 수량성도 10a당 240㎏
으로 높다. 그러나 성숙한 씨앗에서 콩알 껍질이 터지는
열피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자
주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특히 파종시기를 당기면 열피
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파종시기를 늦
추거나, 중산간지에서 재배하면 열피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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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자
2001년에 육성된 품종이다. 키는 79㎝ 정도이고 100립중이 30g 정도인 대립종이다.
콩껍질 색은 흑색이고 떡잎색은 녹색이다. 교배 육종에 의해 개발된 최초의 녹색 떡
잎 품종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콩모자이크병에 강하며 성숙기는 10월 중순인 만
생종이다. 5월에 일찍 파종하면 쓰러지기 쉬운 약점이 있기 때문에 5월 하순이나 6
월 상순에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다. 적응지역은 산간고랭지를 제외한 전국이며 밥밑
용, 떡콩, 콩자반 등으로의 이용에 적합하다. 재배상의 유의할 점은 쓰러지기 쉬우므
로 표준재식 밀도보다 10∼20% 줄여 파종하는 것이 좋다.
라. 풋콩용 품종
(1) 녹원
2006년도에 개발된 조숙성 풋콩 품종이다. 키가 34㎝로 짧고 꼬투리가 많이 달려 가지
형 풋콩 형태로 출하가 가능한 특성을 가진다. 4월 하순에 파종하면 풋꼬투리 수확이 8
월 상순에 가능하며 풋콩의 100립중은 75.0g으로 대립종이다. 수확기의 풋꼬투리의 녹
색이 선명하고 수확 이후에 오랫동안 녹색을 유지하는 특성이 우수하다. 완전히 익은
종자의 껍질은 연녹색이며, 이때 100립중은 30.6g이다. 10a당 풋콩 수량이 1,144㎏으로
다수성이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두그루갈이(이모작) 재배순서(작부체계)가 가능하다.
다른 풋콩 품종과 마찬가지로 씨앗용으로 씨받이(채종)하기 위해서는 6월 하순에 별도
로 파종해야 한다.
(2) 미랑
2005년에 개발된 검정 콩껍질을 가진 풋콩 품종이다. 털색은 갈색이며 풋콩 파종적
기인 4월 하순에 파종하면 8월 중순경에 풋콩을 수확할 수 있다. 풋콩 수확시기의 콩
의 씨껍질은 안토시아닌이 축적되어 적자색을 띤다. 풋콩의 100립중은 70.4g이며 키
는 45㎝로 쓰러짐에 강하며 콩바이러스병에도 강하다. 풋꼬투리의 콩알이 2∼3개인
비율이 87%로 매우 높아 시장 상품성이 우수하다. 완전히 익은 종자는 검정색이며
이때 100립중은 25.4g이다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하며 수량성은 10a당 1,163㎏이다.
다소 넓게 파종하는 것이 유리하며, 씨앗용으로 채종하기 위해서는 6월 하순에 별도
로 파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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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미
2002년에 개발된 당도가 높은 풋콩 품종이다. 털색은 회
백색이며 4월 하순에 파종하면 8월 중순에 풋콩을 수확
할 수 있다. 키는 46㎝정도이며 풋콩의 100립중은 73.3g
이다. 한 꼬투리에 콩알이 2∼3립 들어있는 비율이 90.7%
로 매우 우수하다. 완전히 익은 종자의 100립중은 31.3g
이고 이때 콩껍질 색은 연녹색이다. 풋콩 식미와 관련된
당 함량이 높은데, 특히 단맛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당
(Sucrose)이 9.8%로 다른 풋콩 품종들보다 1∼3% 정도 높
은 것이 특징이다. 전국에 재배가 가능하며, 10a당 1,048㎏
의 수량성을 보인다. 꼬투리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는 다소 넓게 파종하는 것이 유리하며, 씨앗용으로 채종하
기 위해서는 6월 중하순에 별도로 파종하여야 씨알(종실)
의 병해립 발생을 줄이고 발아력도 증진할 수 있다.
마. 단기성 품종
(1) 두루올
2014년에 개발된 생육일수 104일 내외의 단기성 품종이
다. 6월 중순에 파종 시 평균 9월 하순에 성숙한다. 100알
의 무게가 27.7g으로 대립이면서도 성숙기에 꼬투리 터지
는 정도가 기존 품종보다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전국 평
균 수량도 247kg/10a로 높은 편이며 불마름병과 콩모자
이크바이러스에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쓰러짐에
강해 재배에도 용이하다. 파종을 빨리 할 경우 종자병 감
염으로 품질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적기(6월 중순)에 파종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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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올
2011년에 개발된 단기성 품종이다. 6월 상순에 파종하면 생육일수 100일 내외에서
수확이 가능한 품종이다. 키는 44㎝이고 잎이 직립하는 특성이 우수하고 쓰러짐에
강하다. 100립중이 27.7g으로 대립이며, 씨알(종실)의 외관 품위도 우수하다. 불마름
병, 들불병 같은 잎세균병과 콩바이러스병에 매우 강하다. 콩을 적기에 파종을 못하
여 7월 이후에 늦게 뿌리더라도 비교적 높은 적응성을 보이는 품종이다. 전국이 재배
적응지역이며, 수량성은 10a당 262㎏을 보인다. 적기에 수확하지 않으면 콩알이 튀는
현상(탈립)이 발생하기 쉽다.
(3) 황금올
2010년에 개발된 단기성 품종이다. 6월 상순에 파종하면 생육일수 95일 내외에서 수
확이 가능하다. 콩알이 둥글고 외관품질이 우수하며, 100립중이 28.6g으로 대립이다.
키는 45㎝이고 쓰러짐에 강하다. 특히 불마름병 등 잎세균병에 강해 성숙기에 콩잎이
노랗게 물드는 특성이 우수하다. 전국적으로 재배가 가능하여 다양한 전·후작물과
두그루갈이(2모작) 재배순서(작부체계)가 가능하며, 수량은 10a당 251㎏을 보인다. 다
른 단기성 올콩 품종들과 마찬가지로 적기에 수확하지 않으면 콩알이 튀기 쉽다.
(4) 한올
2009년에 개발된 품종으로 6월 상순에 파종하면 생육일수 90∼95일만에 수확할 수
있다. 키가 39㎝로 짧은 편이며, 100립중은 26.4g으로 대립종에 속한다. 콩바이러스병
에 강하고 불마름병은 중간 정도이다. 전국에 재배가 가능하며, 10a당 204㎏의 수량
성을 보인다. 적기에 수확하지 않으면 콩알이 튀기 쉽다.
(5) 새올콩
1998년에 개발된 품종으로 키는 43㎝ 정도이며, 백립중은 25g 정도인 대립종이다. 단
기성 품종 중에는 씨알의 크기가 비교적 작은 편이나 씨알 관련 병해에는 강하다. 적
응지역은 강원 산간지역을 제외한 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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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배순서(작부체계)

농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수익성이며, 이
를 위해서는 경지이용도를 높이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하여야 한다. 콩 농사는 홑짓기(단작)보다도 콩 재배 전후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다양한 재배순서(작부체계)를 적용하
는 것이 소득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콩은 동작물인
맥류와 마늘, 양파를 재배한 이후에 재배하거나 초봄에 일
찍 옥수수, 담배, 감자 등을 재배한 다음 콩을 재배하는 재
배순서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배순서는 재배지역의
환경적인 면과 경영적 측면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다양한 재배순서
우리나라는 일 년 동안 콩만 재배하는 홑짓기(단작)재
배 뿐만 아니라, 콩 재배 전후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다
양한 재배순서가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재배순서는 토지
이용률을 높여 홑짓기(단작)에 비해 소득향상 효과가 크
다. 1970∼1980년대까지 맥류와의 2모작 심기 차례가 중
심이었으나, 근래에 와서 보리와의 심기 차례는 많이 줄어
들고, 채소·특용작물 등과의 2모작이 늘어나고 있으며 논
재배와 결부된 재배순서(작부체계)도 늘어나고 있다. 콩을
중심으로 한 주요 재배순서를 보면 <그림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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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부체계

월

1

2

3

4

5

6

7

맥류(보리, 밀)

겨울작물
+
여름작물

8

10

11

두류(콩, 팥, 녹두)

맥류

서류(고구마)

맥류

특작(참깨, 들깨)

맥류

채소(고추, 무, 배추)

맥류

두류(콩, 팥, 녹두)

조미채류

서류(고구마)

조미채류

조미채류(마늘, 양파, 파)

담배

12

두류(콩, 팥, 녹두)
서류(감자, 고구마)

여름작물
+
여름작물

9

채소(무, 배추)

서류(감자, 고구마)

두류(콩, 팥, 녹두)

채소(고추, 무, 배추)

두류(콩, 팥, 녹두)

풋옥수수, 옥수수

두류(콩, 팥, 녹두)

풋옥수수, 옥수수

채소(고추, 무, 배추)

두류(올콩)

채소(무, 배추)

<그림 4-4> 식량작물 중심의 주요 밭 심기 차례

가. 『 밀+콩 』 재배순서
영호남 남부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대다수 콩 품종들은 남부지역에서 6월 하순까
지 파종하면 수량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콩을 6월 중하순에 파종하여 10월 상중순
에 수확하고, 조숙 밀을 10월 말∼11월 초에 파종하면 6월 중순까지 수확할 수 있다.
중부지방에서는 익는 시기가 빠른 보리가 더 적합하며, 중부지방의 밀과 재배순서에
는 올콩 품종을 선택해야 하며 이때 콩의 수량감소가 심하다.

<그림 4-5> 밀+콩 재배순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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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콩+청보리』 재배순서
축산농가의 사료부족으로 사료용 청보리의 재배가 늘고
있다. 콩을 6월 상순∼7월 상순에 파종하면 생육일수가
110∼130일 정도 소요되어 청보리 재배에 필요한 210∼
215일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콩
중생종을 이용하면 수확을 1주일
Tip
●

고휴(高畦)
높은 이랑이나 두둑.

이상 단축시킬 수 있어 더욱 여유
가 있다. 논 재배 시에는 수분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고휴●재배가
필요다.

6

<그림 4-6> 청보리+콩 재배순서 모식도

다. 『옥수수+콩』 , 『감자+콩』 , 『담배+콩』 재배순서
초봄에 풋옥수수, 감자, 담배 등을 재배하여 6월 하순
∼7월 중순까지 수확을 하면 콩을 7월에 파종하는 재배
순서가 가능하다.
봄 감자는 3월 중·하순에 파종하고, 찰옥수수는 모를 길러
(육묘) 4월 상순에 아주심기(정식)하면 6월 중·하순에 수
확할 수 있다. 후작으로 콩을 6월 하순∼7월 상순 사이에
파종하여 10월 중·하순에 수확한다. 담배는 6월부터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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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잎을 수확한 담배 사이로 햇빛이 투과하므로 콩을 입모중 파종할 수 있다.

<그림 4-7> 풋옥수수+콩 재배순서 모식도

<그림 4-8> 감자+콩 재배순서 모식도

라. 『마늘+콩』 , 『양파+콩』 재배순서(작부체계)
양파는 10월 중하순에 아주심기(정식)하여 6월 상순에 수확하므로 콩 파종과 수확에
지장 없다. 한지형 마늘은 10월 하순에 파종, 6월 중하순에 수확하므로 콩을 만파재배
(6월 하순∼7월 초순 파종)하면 된다. 난지형 마늘은 9월 하순∼10월 중순에 파종하기
때문에 10월 상순까지 거둘 수 있는 가능한 조숙성 콩 품종을 사용해야 한다.
마. 기타 작물 및 논 이용 재배순서
채소류 등 재배기간이 비교적 짧은 작물들을 고려하면 두그루갈이가 가능한 작물은
다양하며, 재배지역의 기후조건이나 작물의 재배기간 외에 재배자의 편의와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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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및 수요처의 특성, 가격동향 등에 따라 실제 영농현
장에서는 다양한 재배순서가 가능하다.

<표 4-6> 논 이용 콩 재배순서별 경제성 비교
(2006년~2008년, 국립식량과학원)

재배순서

조수입(원)

경영비(원)

소득(원)

소득 지수

쌀 홑짓기(단작) 871,058
콩 홑짓기(단작) 791,248
감자-콩
2,047,777
옥수수-콩 1,724,369
담배-콩
2,416,771

337,540
231,882
927,370
638,309
1,064,872

533,518
559,366
1,120,407
1,086,060
1,351,899

100
105
210
204
253

* 쌀, 콩 소득자료 : 농가소득자료, 2006년, 충북도원

콩은 논에서 재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밭작물 중의 하나로
논에서의 재배가 늘어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농가실

Tip
●

간작(間作, 사이짓기)
어떤 작물(作物)의 이랑이나
포기 사이에 한정된 기간 동
안 다른 작물을 심는 일. 일반
적으로 두 작물의 재배시기나
수확기는 다른 것이 보통임.

증재배를 통해 논에서의 2모작 재배순서를 이용할 경우
가능한 소득향상 정도를 보면 <표 4-6>과 같이 대부분의
작물에서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바. 풋거름작물과의 재배순서

●●

혼작(混作, 동시짓기)
어떤 땅에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동시에 심음, 또는
그 방법.

콩 재배 시에 겨울 동안 풋거름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시비효
과와 토양보전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잡초관리에도 유리하
다. 겨울 동안 풋거름작물로 호밀을 재배할 때에는 10월 중
에 파종하고 이듬해 5월이나 6월에 풋거름으로 베어서 피복
하거나 땅 속에 넣어준다. 헤어리베치를 풋거름작물로 이용
할 때에는 9월 중에 파종하는 것이 생체량 확보에 유리하다.
풋거름작물 재배 후 콩을 무경운 재배할 수 있는데 이때
에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잘게 잘라서 땅을 덮은 상태에
파종하거나 이식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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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콩을 이용한 재배순서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1) 주 소득작물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2모작을 할 경우 주된 소득원이 콩이 될 것인지 다른 작물이 될 것인지를 먼저 결정
하여야 한다. 주 작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함께 재배할 작물의 선택이나 재배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주 소득작물을 선정하지 않고 재배할 경우 때로 원하는 소득을 올
리지 못할 수도 있다.
예로, 콩의 경우 단기성 콩을 이용하면 90∼100일 만에 수확이 가능하여 다양한 작
물과 재배순서가 가능하지만, 수량성이 10월 중순에 수확되는 콩의 70∼80% 정도
수준으로는 주 소득작물로 부적합하며, 활용 시에는 좁게 심어 재배하는 등 수량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2) 늦뿌림(만파)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량감소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
2모작에서 앞작물의 수확이 늦어지고 콩 파종시기가 장마기간과 겹쳐지면 콩 파종작
업이 지연되거나 심할 경우에는 파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콩은 7월 중순까지도 파
종이 가능하지만, 파종이 늦어지면 생육량이 부족하여 수량 감소가 심해진다. 따라서
재배 지역의 기후조건, 파종적기 등을 고려한 세심한 2모작 재배순서의 선택이 필요
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고려되었다 하더라도 기상변화에 의해 지연될 수 있으며, 늦뿌
림으로 인한 수량감소를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앞작물 재배 중에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콩 파종작업에 대비하고, 앞작물의 고랑을 활
용하여 일시적인 간작●이나 혼작●●을 하거나, 육묘를 하여 파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콩을 밀식하여 단위 면적당 입모율을 높여 부족한 수량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

생태형과 재배순서
가. 물질생산 특성
재배순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작물과 부작물이 재배 중에 토양환경을 변화시켜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로는 재배순서를 구성하는 타작물이 토양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재배하는 경우도 많은데, 시설작물 재배지에서 염류 축적을 해소하기 위해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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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심어 담수조건을 주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물질생산 이라 함은 콩이 자라면서 잎, 줄기, 꼬투리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 생산물을 말린 것을 ‘건물
(乾物)이라고 한다. 콩의 물질생산 과정이 보리나 고구마
등과 다른 점은 성숙되는 과정 중에 비교적 많은 양의 낙
엽이 지고 이것이 분해되어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한다는
점이다. 이 낙엽은 토양의 성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토양으로 돌아가는 양은 품종 및 재배법에 따라 다르겠지
만 콩의 경우 전체 생산된 양(건물량)의 30∼40% 정도에
이르고 있어 다른 작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콩은 대체로 낙엽량이 100㎏/10a 정도이며 땅속에서의 분
해가 빨라 그 중에 포함되어 있던 양분을 작물이 흡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양분흡수 특성
콩의 전체 양분 흡수량은 대체로 다른 화본과 작물(벼, 보
리 등)에 비해 적은 편이다. 성분 중에서 칼리 및 칼슘은
비교적 많이 흡수하지만 상당한 양은 낙엽 또는 빗물을
통하여 토양으로 되돌려 준다. 예를 들면 표에서 보는 바
와 같이 10a 내에 심어진 전체 콩 식물체의 성분함량 중
질소가 16.1%로 가장 많고 칼리와 석회도 비교적 많이 흡
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낙엽에 포함된 양이 질
소 1.4㎏, 인산 0.13㎏, 칼리 2.42㎏, 석회 3.07㎏, 마그네슘
0.84㎏이므로 이만한 양은 낙엽에 의해 다시 땅속으로 돌
아가게 된다. 이 양은 추정되는 최저치이므로 빗물에 의해
땅으로 씻겨 내려가는 양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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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콩은 뿌리에 혹을 만드는 박테리아에 의해 많은 양의 질소를 얻는데, 그 양은 지상
부 전체 질소량의 75%까지 이른다. 한편, 콩은 산성 토양을 싫어하는 작물이기 때문
에 콩을 재배할 때 흔히 석회를 많이 주는데 주는 양에 비해 콩이 흡수하는 양은 10a
당 5.4㎏ 정도로 비교적 적은 양이어서 석회를 많이 줄 경우 상당량이 토양에 그대로
남아있다.
(단위 : ㎏/10a)

<표 4-7> 콩의 부위별 양분흡수량

작물의 부분

질소

인산

칼리

석회

마그네슘

줄기, 잎, 꼬투리
씨알(종실)
뿌리
낙엽
합계

6.6
7.1
1.0
1.4
16.1

0.02
0.96
0.03
0.13
1.14

1.22
2.70
0.05
2.42
6.39

1.63
0.54
0.18
3.07
5.42

0.81
0.43
0.03
0.84
2.11

다. 콩을 중심으로 한 재배체계
기계화를 전제로 하여 콩을 재배할 경우에는 계속하여 콩 농사만 짓는 ‘연작(連作)’
형태가 합리적이다. 그러나 같은 밭에 콩을 수년간 계속하여 심게 되면 여러 가지 장
해현상이 나타나기 쉬우며 또한 지력을 높이면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는 관
점에서 보면 불리한 면이 있다.
콩의 수량은 어떤 기술을 동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표 4-8>에서는 목표로 하는
수량수준(수량단계)별로 동원되어야 할 기술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돌려짓기(윤작)를 기본 기술로 하여 표준시비
외에 퇴비 또는 인산 시용을 추가하는 등 콩 생육환경의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표 4-8> 콩 수량을 높이기 위한 기술요소 투입

목표수량(㎏/10a)

수량단계

투입 기술요소

270 이하
271~290
291~320
321 이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연작·표준시비량
윤작·표준시비량
윤작·표준시비량·인산질 추가
윤작·표준시비량·인산질 추가·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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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을 윤작체제에 넣으면 땅심(지력)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강되는데 그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콩을 재배하면 토양 중의 질소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② 콩은 인산과 칼리 성분을 주로 흡수하므로 다른 작물
들과 콩을 돌려가며 심으면 토양 속의 양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③작
 물별로 뿌리가 뻗어나가는 정도에 차이가 있어, 얕게
뻗는 작물은 토양의 표면층에서 주로 흡수하는 반면, 깊
게 뻗는 작물은 하부층에서 많이 흡수하므로 이들을 돌
려짓기(윤작)하면 양분의 소모가 고르게 된다. 그 외에도
두 작물 간 공통적인 병해충이 없거나 적으면 다음 해의
병해충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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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배관리

콩의 수량성을 올리려면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한다. 최
근 기후 변화 및 토양비옥도 향상에 따라 콩의 파종, 시비법, 잡초 제거 및 순지르기
방법 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적절한 파종시기의 선택은 다수확 재배에 매우 중요하며, 파종거리 또한 콩의 생
육을 관리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비록 콩 재배 시 비료 요구량이 타작물에 비하
여 적어도, 다수확을 위해서는 균형시비가 요구되며, 웃거름 및 잎에 비료 주기도 수량
증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또한 콩 농사에서 생산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노동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제초제의 적정 시용 및 순지르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파종시기 및 방법
가. 파종시기
콩을 언제 심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것(이를 ‘파종적기라 한다)은 품종의 생태형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등), 기상환경, 재배양식, 재배순서(작부체계) 등에 따라 다르
다. 따라서 어떤 지역의 콩 파종시기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으며, 어떤 한 시기
로 규정하기도 쉽지 않다. 콩 파종은 일반적으로 발아가 순조롭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늦서리의 해가 없고 토양 온도가 15℃ 이상이 되면 가능하다.
<표 4-9>는 평균기온과 콩의 출아일수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콩
파종은 노지재배인 경우 대체로 4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약 3개월 정도 가능하지
만 모든 파종시기에서 경제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량성을 보이지는 않으며 수
확 종자의 품질 차이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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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異 儀田)

<표 4-9> 평균기온과 콩의 출아일수

평균기온(℃ )

출아일수

평균기온(℃ )

출아일수

8
9
10
11
12
13

39
26
19
15
13
11

15
15
16
17
19
21

10
9
8
7
6
5

이와 같이 넓은 파종기를 갖는 것도 콩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다른 작물과의 전·후
작물로서(윤작) 경지 이용도를 높일 수도 있고 토지 영양
분의 균형 또는 병충해 및 잡초 억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도 있다. 콩을 언제 심느냐에 따라 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
타나는데 너무 이르면 저온에 의한 피해나 너무 웃자라
쓰러지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너무 늦게 심으면 마디
수확보가 어렵고 꼬투리 수가 부족하며 콩알이 작아져서
수량이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파종시기를 선
택하는 것이 다수확 재배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각 지역별 콩 파종
시기를 하나의 시기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각
지역별 앞뒷그루 작물과의 재배양식과 현재 보급되는 콩
품종들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고, 높은 수량성과 품질을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지역별 적정 파종시기를 분류
해 보면 아래의 <표 4-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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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재배유형 및 지대별 콩의 파종시기

재배유형

지대별

파종기

수확기

콩 홑짓기(단작)
콩+동계작물
봄감자+콩
봄옥수수+콩
콩(단기성)+마늘

중북부, 남부
남부

6월 상순, 6월 상중순
6월 중하순

10월 상중순, 10월 중하순
10월 중순

남부

6월 하순

10월 하순

남해안

6월 상순

9월 상순

남부지역에서 콩은 봄감자, 마늘, 옥수수 등과의 이모작에서 후작물로 주로 재배되고
있는데, 이때 전작물의 수확지연에 따라 파종이 늦어지기 쉽다. 특히 콩 파종시기와
장마기간이 겹쳐 파종기를 놓치는 농가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
하여 10월 기온이 높아지고 첫서리 시기가 늦춰지는 경향이 나타나 생육 후기 등숙기
간이 확보되면서 7월에 만파하는 농가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콩 심는 시기가 늦
어 지면 콩의 수량에 영향을 주는데, 적기 파종 시와 비교하여 콩 생태형 별 파종기와
수량감소율 간의 관계를 구한 결과 중만생종과 조생종 품종 모두 논밭 재배에서 6월
하순 이후 파종 시 수량감소가 시작되며, 7월 상순이 지나면 감수율이 20% 이상으로
높아진다<표4-11, 그림 4-9>.

<표 4-11>콩의 적기 파종 대비 수량감소율에 따른 파종 한계기

생태형
중만생종
조생종

토양

적기파종 수량성(kg/10a)

밭

(2012년~2013년, 국립식량과학원)

수량감소율에 따른 파종 한계기
10%

20%

30%

372

6월 26일

7월 6일

7월 19일

논

336

6월 28일

7월 9일

7월 18일

밭

292

6월 29일

7월 10일

7월 23일

논

274

6월 28일

7월 10일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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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파종기별 생태형에 따른 수량감소정도 (2012년~2013년, 국립식량과학원)

6월 30일 파종까지는 평년 초상일 이전에 등숙 및 수확이
가능하여 안전수확이 가능하나, 중만생종 품종의 경우, 7
월 상순 이후 파종 시 서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
다<표 4-12>. 파종기가 지연 될 때는 중만숙종 보다는 조
숙종을 심는 것이 유리하다. 참올콩과 같은 조숙종은 7월
20일경 파종 시 성숙기가 10월 13일경으로 남부지방 주산
지에서의 초상일을 고려한 작부체계에 적합하고 평균 수
량성도 180kg/10a 정도로 양호하였다<그림 4-10>.
<표 4-12> 콩 생태형 별 품종의 파종기에 따른 예상성숙
(2012년~2013년, 국립식량과학원)

생태형
중만
생종
조생종

파종기에 따른 예상 성숙기

토양
6월 30일

7월 10일

7월 20일

7월 30일

밭

10월 16일

10월 19일

10월 22일

10월 27일

논

10월 17일

10월 20일

10월 24일

10월 28일

밭

9월 28일

10월 3일

10월 9일

10월 14일

논

9월 25일

9월 30일

10월 5일

10월 10일

* 품종 : 중만생종(대원, 대풍), 조생종(참올)
** 재배법 : 재식밀도 19,047본/10a(1휴2열, 55×20cm), 비닐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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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콩 만파 재배에 따른 품종별 수확시기 및 수량성 (2012년~2013년, 국립식량과학원)

나. 파종방법
콩 파종방법은 재배방식(작부방식)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맥류+콩>형태의 재
배방식은 오래 전부터 있어 온 전통적인 방식이며, 우리 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편
적으로 채택되어 왔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옥수수와 혼작(섞어심기) 또는 보리 수
확 전 골에 미리 콩을 심는 간작형태가 많다. 경기도 지역은 보리+콩 사이짓기(간작)
형태와 보리 수확 후 콩 후작 형태가 흔하였으며, 남부지역은 쌀·겉보리 수확 후 콩
후작의 형태가 많았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재배방식에 따라 파종방법은 달라지는데
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휴재배(高畦栽培, 이랑재배)
경운기나 관리기 등을 이용하여 이랑(고랑과 두둑)을 만들어 파종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파종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대체로 파종시기인 6월에 가
뭄이 오는데, 이러한 파종방법의 좋은 점은 이랑을 높일 때 수분이 비교적 많은 속흙
이 위로 오게 되고, 따라서 거기에 파종하게 되면 종자가 쉽게 물을 흡수할 수 있어
발아가 잘 된다는 데 있다.
또, 7∼8월의 긴 장마 동안에는 이랑이 높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어 과습피해를 받지 않으며
아울러 미리 싹이 난 잡초가 땅 속으로 묻히게 되어 일종의 생력재배를 할 수 있다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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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특히 콩을 논에 재배하거나, 과습피해가 자주 발생하
는 경우에는 반드시 높은 이랑재배를 하여야 한다. 대개 1개 이
랑에 1줄로 일정 간격으로 콩을 2알씩 점뿌림(점파)하지만, 1개
이랑에 2줄로 점뿌림 재배를 하기도 한다.
(2) 비닐피복 재배
비닐피복 재배는 주로 잡초방제 및 토양수분 보전을 목적
으로 비닐을 덮는 경우로 고휴재배에서 비닐피복을 하여
재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콩은 비닐피복 재배 시에 성
숙기간이 길어지고 콩알이 크며 수량이 증수되는 효과가
있다.
비닐피복 재배 시 생육이 왕성함으로 파종시기를 노지재
Tip
●

답리작(畓裏作)
일정한 논에 재배한 다음 이
어서 다른 겨울 작물을 재배
하여 논의 토지이용률을 향상
시키는 논 두그루갈이(이모작)
작부양식.

배보다는 약간 늦추어 주는 것이 좋고 파종간격도 약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개 많이 취하는 파종방법은
1개 고랑에 2줄을 재배하는 방식인데 두 줄 사이의 간격
은 4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로터베이터(Rotavator)
겉흙만 파쇄하는 로터리 쟁기.

<그림 4-11> 콩의 비닐 피복 재배(2열 이랑재배)

(3) 육묘이식 재배
콩의 육묘이식이란 콩을 본 밭에 바로 뿌리는 것이 아니고
미리 묘상을 만들고 콩 모종을 키운 후 밭으로 옮겨 심는
것을 말한다. 육묘이식 재배는 직파에 비하여 적기파종의
경우 15∼20일 정도 앞당겨 파종하는데, 묘상면적은 본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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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a당 23∼30㎡(7∼9평)가 필요하다. 이식시기는 초생엽이 완전하게 펴진 후부터 2번
째 본엽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뿌리의 활착면에서 유리하다. 이식재배는 콩의 다수
확을 위한 노동력이 많이 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실시되지 않으나, 파종
이 너무 늦어져서 파종기를 놓친 경우나 새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이식재
배를 하기도 한다.
(4) 최소경운 재배
파종 전에 따로 밭을 갈지 않고 농기계를 이용하여 파종하는 방법으로 파종시간이
경운기 부착 파종기의 경우 10a당 1시간 내외, 트랙터 부착 파종기의 경우 30분 내외
가 소요되어 노력절감 효과가 큰 파종방법으로 ‘제6장 생력기계화 재배법’에서 자세
하게 다루기로 하겠다.
(5) 휴립광산파
●

남부지역 답리작 에서 맥류 파종에 흔히 이용되는 방법으로 콩 파종에도 이용될 수
있다. 먼저 씨앗, 비료, 퇴비 등을 밭 전면에 뿌리고, 경운기 또는 트랙터 부착용 휴립
복토기를 이용하여 물빼기(배수)를 겸한 골타기와 흙덮기를 겸하여 실시하거나 경운
기로 골을 타고 로터베이터●●로 땅을 고르면서 흙을 덮는 방법이다. 이 방법도 갈지
않은(무경운) 보리골 흩뿌림(산파)의 경우와 같이 파종 노력은 줄어드나 싹이 균일하
게 나지 않아 수확량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6) 전면산파
콩 파종방법 중 노력절감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수량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전면산파는 밭 전면에 비료, 퇴비, 종자를 뿌리고 경운기 또는 로터베이터를 이용하여
흙을 덮는 방법으로, 흙을 균일하게 덮지 못하여 싹이 균일하게 나지 않는 단점이 있
다. 배수로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게 되므로 배수가 불량한 밭에서는 과습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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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종량과 재식거리
파종방법의 결정에는 파종에 소요되는 노력 및 비용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면에서의 환경조건 등도 고려되어야 하
며, 이러한 측면에서 콩이 가장 잘 자라고 수량이 높은 적
Tip
●

약해(藥害)
농약살포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용 동식물에 대한 해(害). 좁
은 뜻으로는 식물에 발생하는
해를 말함.

정 간격을 찾아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기파종을 기준으
로 하면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의 적정재식거리는 70×15㎝
1주 2본(19,047본/10a)이다. 이러한 심는 간격(재식밀도) 기
준으로 하되 동일한 씨앗량으로 점뿌리는 기계로 파종하
거나 갈지 않은(무경운) 보리골 흩뿌림(산파), 트랙터 부착
용 줄뿌림파종기를 이용하는 등 콩 파종작업의 노력을 줄
이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한편 남부지방에서 7월 20일 이후로 만파할 경우에는 콩
생육기간이 짧아 생육이 저하되고 수량이 감소한다. 이때
주당본수를 표준재배보다 높임으로써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1주 4본(28,000본/10a)으로 파종할 때에 34%
증수하였다. 주당본수 증가에 따른 증수효과는 7월 중순
이후 해당되는 것으로 7월 상순까지는 표준재배법을 따르
는 것이 유리하다.
심는 간격에 따른 씨앗량은 100알 무게에 따라 다르다. 우
리나라 콩 장려품종의 100알 무게는 대체로 12∼25g 정도
에 속하는데 동일한 심는 간격에서도 100알 무게에 따라
씨앗소요량이 크게 달라진다.
<표 4-13> 용도 및 지대별 콩의 파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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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지대)

심는 간격
(재식밀도)

10a당 식물체수
(본/10a)

파종량
(㎏/10a)

장류콩(전국)
나물콩(남부)

70×15㎝
60×10㎝

19,047
33,333

5∼6
5∼6

라. 파종깊이
콩 종자가 흙 속에 묻히는 깊이는 출아하는 데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종자가 묻히는
깊이는 5㎝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무 얕은 경우, 즉 2㎝ 이내로 얕게 심는 경우
에는 토양수분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발아가 좋지 않으며, 또한 제초제를 뿌리게 되면
약해●를 받으므로 이 점도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파종할 때 심는 깊이는 3∼5㎝
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마. 비료주기(시비)
(1) 비료 주는 양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각 도별로 오래된 밭과 개간지 밭에서 비료 3요소
(질소, 인산, 칼리)의 시험을 하여 밭토양의 종류에 따라 적당한 비료량을 추천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볼 때 일반 밭에서는 단보당 성분량(비
료량이 아니라 순수한 비료성분만을 계산한 양)으로 질소 3㎏(요소비료로는 6㎏), 인
산 3㎏(용과린은 15㎏), 칼리 3.4㎏(염화칼리는 5.7㎏) 정도 되게 계산하여 준다. 다만
이 수치는 전국 평균치이므로 밭에 따라서 원래 밭토양 속에 남아 있는 비료성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밭 상태를 고려하여 조절해야 한다. 근래에는 다수확을 거두기 위
하여 질소비료를 웃거름(추비)으로 주기도 하는데, 꽃피는 시기에 단보당 성분량으로
4∼6㎏ 정도 주어 효과를 볼 수도 있다.

<표 4-14> 콩밭 토양별 적정 비료 성분량

지역

기경지

개간지

(1999년, 농업과학기술원) (단위 : ㎏/10a)

비종

밑거름

웃거름

질소
인산
칼리
퇴구비
석회
질소
인산
칼리
퇴구비
석회

3.0
3.0
3.4
1,200
200
6.0
8.0
6.0
1,500
200

0
0
0
0
0
0
0
0
0
0

시비방법

모든 비종은 전량 기비

퇴구비, 석회는 실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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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질소추비의 효과에 대해서는 뚜렷하지 않
다는 실험결과도 있어 품종, 기상조건, 밭 상태 등에 따라
서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석회를 주면 토양의 산도를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으며, 양분으로도 콩은 석회를 많
이 흡수한다. 또한 칼리질 비료의 흡수를 도우며 다른 요
소들을 흡수하는 데, 또는 지나친 흡수를 억제하는 데에
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2) 비료 주는 방법
일반적으로 콩밭에는 비료를 파종 전에 전량 밑거름(기비)
으로 준다. 비료 주는 방법은 전면시비, 파종열시비, 무경
운시비, 엽면시비 등이 있다. ‘전면시비 는 밭을 갈고 전체
적으로 비료를 섞어 뿌린 다음 로터리를 치는 방법으로,
가장 손쉽고 노력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데 비료가 고르
게 묻히지 못하여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다.
‘파종열시비는 파종할 골이나 그 옆에 비료를 주고 덮은
뒤 파종하는 방법으로서 비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비료가 씨앗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경운시비는 땅을 갈지 않고 비료를 뿌
리는 방법인데 아주 간편하기는 하나 콩이 비료를 효율적
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빗물로 표면
에서 씻겨갈 우려도 있다. ‘엽면시비는 비료를 물에 타거
나 액체비료를 콩잎에 뿌려주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어
떤 성분이 부족할 경우(과습피해로 뿌리의 기능이 떨어져
양분흡수가 좋지 않을 경우 등)나 생육이 부진할 경우에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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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잡초방제
잡초와 작물 간의 경합(경쟁)에 의하여 일어나는 가장 큰 현상은 수량감소이다. 잡초
와 작물 간의 경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잡초의 밀도, 잡초의 형태 및
잡초의 생장조건 등이다. 잡초방제를 하지 않으면 보통 32∼77% 정도의 콩 수량감소
를 가져온다.
우리나라 콩밭에서 가장 많이 나는 잡초를 보면 바랭이, 쇠비름, 깨풀, 여뀌, 방동사이,
냉이 등이 있다. 콩의 수량은 파종 후 4주 이전까지는 잡초를 제거한 경우 잡초 경합
에 의하여 3∼6%가 감소되었다.
그러나 8주 이후에 김매기(제초)를 하면 수량감소가 심하였고 잡초와의 경합기간이
길어질수록 초장, 개체당 곁가지 수 및 꼬투리 수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콩과
잡초와의 경합기간이 파종 후 30일 이내일 때는 수량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표 4-15> 잡초가 콩 수량에 미치는 영향

연도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평균

(1994년, Puver)

수량(㎏/㏊)
손제초
1,551
1,464
1,937
1,159
2,282
2,111
1,751

<표 4-16> 우리나라의 지역별 콩밭 잡초

무방제
409
613
606
262
1,565
1,013
745

수량 감소(%)
74
58
69
77
32
52
57
(1978년, 구자옥 등)

지역

많이 나는 잡초

비교적 많이 나는 잡초

중북부(경기, 강원)
중부(충남북)

바랭이, 방동사니, 쇠비름
바랭이, 여뀌, 깨풀
바랭이, 냉이, 쇠비름,
여뀌, 깨풀
방동사니, 쇠비름, 털비름

피, 여뀌, 깨풀, 메꽃, 개비름
피, 쇠비름, 방동사니
마디풀, 방동사니, 피,
쇠뜨기, 비름, 벼룩나물
바랭이, 비름, 깨풀, 쑥, 석류풀

남부(영호남)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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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에 대한 연구는 1940년대에 2.4-D가 개발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콩 제초제 연구는 1960년
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일반농가의 콩밭에는 1970년대
초부터 제초제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우리나라
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콩밭 제초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17> 콩밭 제초제의 종류와 사용법

구분

토양
처리제

품목명
알라클로르 유제·입제

적용잡초

사용적기

일년생

파종복토 직후

메톨라클로르 유제·입제
에탈플루랄린 유제

잡초

리누론 수화제
줄기와 잎

플루아지포프 유제 등

화본과

잡초 3~5엽기

처리제

세톡시딤 유제

잡초

잡초 2~4엽기

콩밭 제초제는 토양에 처리하는 ‘토양처리제와 콩과 잡
초가 싹튼 후 잡초에 직접 처리하는 ‘줄기와 잎(경엽)처리
제로 나뉜다. 토양처리제도 사용시기에 따라 ‘파종전 처
리제와 ‘출아 전 처리제(파종 후 처리)로 구분된다. 콩밭
에 제초제를 사용할 경우 유의할 점은 우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에 대비하여 콩 전용으로 등록된 약제만을
사용하고, 안전사용기준에 맞추어 제초제 사용 약량과
사용적기를 준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한 모래땅이나 비가 온 후 토양수분이 많을 때
는 약해가 나타나기 쉬우므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 좋다. 또한, 초기에 제초제를 사용해야 그 방제효과가
크지만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잡초의 종류가 다르므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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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잡초의 종류와 발생정도에 따라 그에 알맞은 제초제를 선택하도록 한다.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재배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잡초를 관리해야 하는
데 피복식물도 주요한 수단이다. 피복식물 중에는 타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호밀을
콩 밭 잡초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호밀은 10월 중에 파종하여 월동재배한 후에 콩
재배 전에 피복 처리한다. 피복작물과 함께 무경운재배로 잡초관리를 할 때에는 파종
기 입모율 향상을 위해 전작물 잔사로 피복하거나 관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 중경배토
(1) 중경배토의 시기와 방법
콩의 재배관리 중 중경(매기)과 배토(북주기)는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이다. ‘중경(中
耕)이란 콩이 자라는 초기 단계에 골 사이를 긁어주는 작업이다. ‘배토(培土)는 골 사
이의 흙을 긁어 어린 식물에 북주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경은 제초제
처리효과가 소멸되는 시점인 파종 후 30일 또는 그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1회 정도 실
시한다. 파종 직후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약간 빠른 시기에 1∼2회에 중경을
할 필요가 있다.
배토는 보통 중경작업과 동시에 실시하는데 농가에 많이 보급된 다목적관리기나 트
랙터 부착용 중경배토기를 이용하면 중경배토작업에 소요되는 노력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배토는 제초를 겸하여 2∼3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제초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파종 후 30∼40일경에 한 차례 하되 콩의 제1본엽 마디까지 흙이 차도록 돋
구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배토는 늦어도 꽃피기 10일 전까지는 마쳐야 한다. 그 이
유는 늦은 시기에 배토작업을 하면 줄기가 굳어서 배토작업으로 묻힌 줄기부분에서
막뿌리(부정근)가 잘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뿌리가 오히려 잘리는 피해가 생
기기 때문이다.
(2) 중경배토의 효과
배토를 하면 물 빠짐과 토양 속의 통기가 좋아지고 지온 조절 및 쓰러짐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막뿌리(부정근) 발생을 조장하여 콩의 생육과 열매맺기(결실)를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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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수량을 증가시킨다.
배토시기 및 배토횟수별 콩 수량성을 보면, 제2엽기와 4엽기
의 2회 배토를 했을 때 무배토에 비하여 11%, 제2엽기, 4엽기, 7
엽기의 3회 배토를 했을 때는 13%의 증수효과를 가져왔다.
(1967년, 강원도원)

<표 4-18> 배토 시기 및 회수와 콩의 수량

배토회수

배토시기

배토부위

수량(㎏/10a)

수량지수

무배토
1회 배토
2회 배토
3회 배토

제4본엽기
제2,4본엽기
제2,4,7본엽기

초엽절
초엽절
제1본엽절

202
205
224
228

100
101
111
113

아. 순지르기
콩을 일찍 심거나 땅심(지력)이 좋은 곳에 밀도를 높여 심
을 경우에는 웃자라 쓰러지기 쉽다. 이렇게 콩이 지나친
생육을 할 경우에는 미리 줄기의 윗부분(생장점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적심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 적심은
순지르기 또는 순따주기라고도 한다. 순지르기(적심)를 함
으로써 곁가지들의 왕성한 생육을 유도하여 보다 많은 꼬
투리를 얻고 쓰러짐도 줄어들어 수량을 높일 수 있다.
또 순지르기를 하면 뿌리가 굵어지고 잔뿌리의 발생도 많
아지며 뿌리혹박테리아에 의한 질소공급량도 늘어난다
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생육량이 작거나 늦게 심었을 때
는 오히려 순지르기에 의해 수량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일반
적으로 순지르기는 잎이 5∼7장 정도 되었을 때 하는 것이

Tip
●

예초기(刈取機)
곡식이나 풀 따위를 베는 기계.

좋다고 알려져 있다. 순지르기를 하는 데는 노력이 많이
드는데 개체마다 일일이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초기●로 일
정한 높이에서 쳐버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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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병해충 방제

최근 콩 재배에 문제점 중 하나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큰 것
이다. 콩에 병을 일으키는 것에는 곰팡이,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라고 하는 특수한 병
균 등이 있다. 병을 방제하기 위한 방법도 병을 일으키는 병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
다. 곰팡이에 의한 병의 방제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며 세균(박테리아)의 경우는 더
어렵고 바이러스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해충 중 노린재류는 농약 살포 시 회피하는 능력이 매우 커 방제가 어려운 실정
이다. 콩의 안정한 생산을 위해서는 병해충 발생 생태를 잘 이해하고 방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최근 콩에 세균병의 발생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세균병의 경우 초
기 병징이 매우 유사하며, 다른 진균병이나 바이러스병과 복합감염이 되었을 때 병징
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콩 세균병의 발병 초기나 감염 종자에서의 감염여부를
신속히 확인 할 수 있는 분자생물학적 진단법이 개발되어 병 조기 예찰 후 방제에 활
용 할 수도 있다.

주요 병의 특징과 관리방법
가. 바이러스병
(1) Soybean mosaic virus (SMV)
SMV에 의한 병징은 모자이크형과 괴저형으로 나누어진다. 모자이크형은 새로 나
는 잎의 잎맥이 투명해지며 점차 암녹색으로 변하며, 잎맥 주위에 심한 주름이 생
기고 잎 가장자리가 아래로 말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괴저형은 잎에 암갈색의 반점
이 생기다 후에 잎맥 사이가 적갈색으로 괴저가 된다. 이 병에 걸리면 꼬투리 수 감
소, 꼬투리당 종자수 감소, 씨앗 크기 및 중량 감소, 콩 껍질 얼룩 생성 등의 피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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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감소와 품질저하가 일어나 현재 콩에서 가장 문
제가 되는 바이러스병이다. 병의 전염은 종자, 즙액, 충에
의해 일어나며, 진딧물이 병을 매개한다. 방제를 하기 위
해서는 진딧물과 병든 식물체 관리가 중요하며, 진딧물
은 콩에 등록된 약제를 이용하여 관리하면 된다.

<그림 4-12> 콩 SMV에 의한 피해증상

(2) Soybean yellow mottle mosaic virus (SYMMV)
SYMMV의 병징은 잎에 모자이크 증상이 주로 나타나
고, 매우 다양한 증상을 보이며 생리장해와 유사한 증상
을 보일 때도 있다. 바이러스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식물
로는 돌콩, 새팥, 흰토끼풀, 비수리의 두과 잡초가 있으
며, 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잎벌레류와 노린재류이다. 방
제를 위해서는 콩에 등록된 해충 방제 약제를 이용하여
매개충을 관리해야 한다.

<그림 4-13> 콩 SYMMV에 의한 피해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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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ybean yellow common mosaic virus (SYCMV)
SYCMV은 2012년 국내에서 처음 보고된 바이러스로 병징은 잎에 모자이크 증상
이 나타나며, 병징이 매우 다양하다. 생리장해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림 4-14> 콩 SYCMV에 의한 피해증상

나. 세균병
(1) 불마름병
병원균은 Xanthomonas axnopodis pv. glycines로 영문명은 bacterial pustule이다.
병징은 녹색의 조그만 점무늬가 담갈색으로 커지며, 주위는 노랗게 변한다. 잎 뒤면
에는 볼록한 돌기가 형성된다. 바람에 의해 쉽게 찢어져 지저분해지며, 병이 심해지
면 잎자루 부위 약화로 조기 낙엽이 된다. 병원균은 종자나 병든 식물체, 토양에서
월동하며, 비바람이나 튀어 오르는 빗물에 의해 옮겨지고, 식물체의 기공, 상처를
통해 침입한다. 방제를 위해서는 수확 후 잔재물을 제거하고, 병 발생 초기에 등록
된 약제를 살포하면 된다. 현재 옥솔린산 입상수화제, 코퍼설페이트베이식 수화제
등 6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그림 4-15> 콩 불마름병에 의한 피해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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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들불병
병원균은 Pseudomonas syringae pv. tabaci로 영문명은
wildfire이다. 병징은 잎에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갈색
괴저 반점이 생기며, 병반 주위에 넓은 황색의 띠가 형성
된다. 습한 기후에서는 병반이 융합하여 확대되고 너덜
너덜해진다. 자연감염시 들불병은 불마름병과 동시에 발
생되는 경우가 많다. 병의 전염은 병든 식물체의 잔재나
종자에서 월동. 빗물이나 바람에 의해 옮겨진다. 방제를
위해서는 병든 식물체 잔재물을 제거하고, 식물체의 잎
이 젖어 있는 시간에는 농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현재 들불병에 등록된 약제는 옥솔린산 수화제, 발리다
마이신에이 입상수화제 등 3 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그림 4-16> 콩 들불병에 의한 피해증상

다. 곰팡이병
(1) 갈색무늬병
병원균은 Septoria glycines로 영문명은 brown leaf spot
이다. 주로 잎에 발생하나 성숙한 식물의 종자, 줄기, 꼬투
리에서도 발생한다. 병징은 작은 반점에서부터 적갈색의
다각형 병반이 잎맥을 따라 형성되고, 잎이 황화되어 낙
엽화된다. 병반 주위부위는 뚜렷한 경계가 없이 불규칙
한 옅은 갈색무늬가 형성되고 점차 암갈색으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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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짓기에 의해 발생이 심해지는 병으로 고온 다습한 환경에 심해지며, 주로 비바
람에 의해 병이 옮겨진다. 방제 방법은 병든 식물을 제거하고 두과작물이 아닌 비
기주 작물과 돌려짓기가 좋으며, 건전한 종자를 사용하고 베노밀·티람 수화제를 이
용하여 종자소독을 하면 된다.

<그림 4-17> 콩 갈색무늬병에 의한 피해증상

(2) 점무늬병
병원균은 Cercospora sojina로 영문명은 frogeye leaf spot이다. 병징은 잎에 개구리
눈과 같은 1 ～ 5mm 크기의 원형의 갈색 병반이 형성된 후 구멍이 뚫리며 지저분
해진다. 꼬투리에서는 붉은 갈색의 타원형 병징이 나타나며, 가운데는 밝은 회색으
로 가장자리는 얇은 검붉은색 띠가 형성된다. 7월 중순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8월
중순부터 급격히 증가하며 병든 종자나 잔재물에서 병원균이 생존한다. 방제 방법
은 돌려짓기가 좋으며, 전년도 잔해물 제거가 중요하다. 방제약제로는 티오파네이
트메틸·트리플루미졸 수화제가 등록되어 있다.

<그림 4-18> 콩 점무늬병에 의한 피해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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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흰가루병
병원균은 Erysiphe diffusa이며 영문명으 로 powdery
mildew이다. 병징은 잎 표면에 하얀 흰가루가 일부분
에 생기다가, 진전되면 잎 전체가 덮힌다.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잎이지만 심한 경우 줄기와 꼬투리에도 생긴다.
주로 광합성과 증산작용이 감소되는 서늘한 기후 (18 ～
24℃ )일 때 발생이 많다. 현재 등록된 약제는 없다.

<그림 4-19> 콩 흰가루병에 의한 피해증상

(4) 검은뿌리썩음병
병원균은 Calonectria ilicola로 영문명은 black root rot
이다. 병징은 뿌리에서 잔뿌리가 검게 되면서 없어지고,
모든 뿌리가 부패하여 썩는다. 땅과 접촉하는 줄기 부위
에 붉은 오렌지색의 자낭각과 미소균핵이 형성되며, 병
든 잎은 잎맥 사이가 담갈색으로 변하고 심하면 시들거
나 조기 낙엽이 된다. 주로 꼬투리형성 초기에 줄기 끝부
분이 황화되는 특징이 있다. 병원균의 생육적온은 20 ～
25℃로 저온 다습한 곳을 좋아하며, 7 ～ 8월에 비가 많
이 오고 서늘한 기후가 계속되면 많이 발생한다. 배수가
불량하거나 지하수위가 높은 논에서 수년간 콩을 이어
짓기를 할 때 피해가 심하며, 현재 등록된 약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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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콩 검은뿌리썩음병에 의한 피해증상

(5) 시들음병
병원균은 Fusarium. oxysporum f. sp. tracheiphilum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문명은
fusarium wilt, root rot 이다. 병징은 잎이 황화되어 시들고, 줄기의 정단부분도 시
들어 흡사 가뭄의 피해로 보이기도 한다. 줄기를 세로로 가르면 줄기와 뿌리 부분
의 유관속이 갈색 또는 검은색을 보인다. 뿌리 썩음과 꼬투리 썩음의 원인이 되기
도 하며, 뿌리 썩음은 유묘기에 걸리기 쉽다. 현재 등록된 약제는 없다.

<그림 4-21> 콩 시들음병에 의한 피해증상

(6) 역병
병원균은 Phytophthora sojae로 영문명은 Phytophthora rot이다. 병징은 상부 증상
은 시들음병과 비슷하고 식물체 전체가 누렇게 변하고 시들며 땅에 닿은 부위가 검
은색으로 변하며 썩는 증상을 보인다. 병원균은 물을 좋아하며, 배수가 불량하거나
침수 포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방제를 위해서는 배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심한
포장은 콩과 이외의 작물로 돌려짓기를 하는 것이 좋다. 현재 등록된 약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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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콩 역병에 의한 피해증상

(7) 흰비단병
병 원 균 은 Sclerotium rolfsii로 영 문 명 은 sclerotium
blight이다. 병징은 땅에 닿은 가까운 줄기와 잎이 마르
기 시작하여 전체로 급속히 확산 고사된다. 땅에 닿은
부위에 하얀색의 비단실 같은 균사가 생기며 좁쌀 만한
백색 또는 갈색 균핵이 형성된다. 병의 진전 속도가 매우
빨라 식물체가 시들거나 고사할 즈음 균핵이 관찰되며,
특히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많이 발생된다.

<그림 4-23> 콩 흰비단병에 의한 피해증상

(8) 잎줄기마름병
병원균은 Thanatephorus cucumeris로 영문명은 web
blight이다. 병징은 감염부위가 회갈색의 부정형 수침상
으로 진전되고 회갈색으로 고사된다. 주로 비와 바람에
의해 도복되며, 지표면과 닿은 잎, 잎자루 꼬투리 및 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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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생한다. 방제 약제는 헥사코나졸 유제, 플루톨라닐 유제 등 2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그림 4-24> 콩 잎줄기마름병에 의한 피해증상

(9) 탄저병
병원균은 Colletotrichum truncatum, Glomerella glycines로 영문명은 anthracnose
이다. 병징은 잎의 엽맥이 괴사되거나 잎말림, 엽병 궤양, 미성숙잎의 낙엽으로 수
확량이 감소된다. 전 생육기간에 발생하지만 개화 후부터 꼬투리에 발생하여 수확
량에 큰 피해를 준다. 꼬투리와 소화경이 초기에 감염시 종실을 형성하지 않거나
종실수와 크기가 작아지며, 심하게 감염될 경우 꼬투리는 균사로 채워지고 종실은
짙은 갈색으로 쭈그러진다. 방제 약제로 아족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크레속심메
틸 액상수화제 등 4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그림 4-25> 콩 탄저병에 의한 피해증상

제4장 콩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 151

(10) 자주무늬병
병 원 균 은 Cercospora kikuchii으 로 영 문 명 은 purple
blotch이다. 종자에서 분홍 또는 옅은 자줏빛에서 짙은
자주색으로 다양하고 변색도 다양하다. 잎은 꼬투리가
형성되는 시기에 관찰되며 햇빛에 노출되면 약간 보랏빛
을 보인다. 종자, 꼬투리, 줄기, 잎 등이 감염되나 종자에
서 가장 확실하고 쉽게 구별된다. 감염된 씨앗은 발아와
입모율이 낮아지고 유묘에 병을 일으킨다. 수량감소보다
는 품질을 저하시키고 감염된 종자에 균열이 생겨 저장
에 문제를 야기된다. 방제약제는 아족시스트로빈 액상수
화제, 테트라코나졸 유제 등 3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그림 4-26> 콩 자주무늬병에 의한 피해증상

주요 해충과 방제법
가. 노린재류
(1)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농작물의 잔재 및 낙엽 속에서 어른벌레(성충)로 겨울나기
하여 연 3회 발생한다. 1회 성충은 5월 중·하순경, 2회 성
충은 8월 중·하순경, 3회 성충은 10월 중·하순경 발생한
다. 애벌레(약충)는 연 2회 발생하며, 1회는 6월 중·하순경,
2회는 9월 상·중순경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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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관리하는 수단은 대체로 농약, 유인제(집합페로몬+콩씨알),
친환경유기농자재(식물추출물)를 들 수 있다. 노린재는 약제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 방
제효과가 매우 높다. 하지만 약제 살포효과는 약 10일간 지속됨으로 수량감소를 막으
려면 꼬투리가 맺히는 시기부터 10일 간격으로 3회 정도의 약제 살포가 필요하다. 노
린재의 활동은 오후 2∼4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오후에 약제를 살포하면
노린재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므로 오전시간대 또는 오후 5∼6시 이후에 약제를 살
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에는 집합페로몬 트랩을 이용해서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대량으로 포획할 수
있다. 집합페로몬은 3성분(EZ:EE:MI)과 4성분(EZ:EE:MI:OI)으로 조성된 것이 있는
데, 3성분보다 4성분에서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유인효과가 높다. 기존에는 통발 트
랩이 널리 사용되었으나 최근에 개발된 로케트 트랩의 유인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점차 확산되고 있다. 또한 로케트 트랩 내부에 솔라팬을 장착하거나 로케트 트
랩에 주입하는 집합페로몬과 유인물 조합에 따라서 노린재의 유인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집합페로몬+콩, 집합페로몬+멸치 및 집합페로몬+콩+멸치를 조합하면 대량
포획에 의한 밀도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산림지 등에서 월동한 노린재가 출현하
는 봄철에 집합페로몬 트랩으로 대량포획하면 다음 세대의 밀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그림 4-27>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시간대별 유인비율

(2011년, 국립식량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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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가로줄노린재

썩덩나무노린재

알락수염노린재

풀색노린재

갈색날개노린재

<그림 4-28> 노린재류 성충 모습

잡합페로몬을 주입하여 노린재를 유인하기 위해 통발 트
랩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펀넬 트랩 및 M/S콘 트랩에
의한 유인효과도 매우 높다. 님+고삼추출물로 조성된 친환
경 농자재의 살포효과가 있으나 농약보다는 방제효과가
낮은 편이다.
(2) 가로줄노린재
어른벌레(성충)로 겨울나기(월동)하여 연 3회 발생한다. 1
회 성충은 6월 하순∼7월 상순경, 2회 성충은 8월 상·중순
경, 3회 성충은 9월 하순∼10월 상순경 발생한다. 님(멀
구슬)+고삼 추출물로 조성된 친환경 농자재의 처리효과
가 있으나, 농약에 비해 방제효과가 낮다. 약제에 대한 감
수성이 높아 농약에 의한 방제효과가 높다. 톱다리개미허
리노린재의 집합페로몬의 한 성분인 EE(E2-Hexeny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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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xenoate)에 암컷과 수컷성충 및 약충이 유인되지만, 대량유인에 의한 개체군의 효
과적 밀도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편이다. 비행성과 이동성이 낮고, 물리
적 자극에는 아래로 떨어지는 행동특성으로 페로몬 등을 이용하여 유인하려면 원반
형의 트랩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썩덩나무노린재
나무줄기의 껍질 틈 사이, 농장의 창고근처 및 산림의 낙엽 더미 속에서 어른벌레(성충)
로 겨울나기(월동)하며, 7월 하순경부터 주변의 콩 포장으로 침입하게 된다. 2회 발생 최
성기는 9월 하순경이다. 청색등와 흑색등에 잘 유인되며, 일본에서 갈색날개노린재의
집합페로몬에 잘 유인된다고 하였으나, 한국에서 그 유인효과가 낮은 편이다. 약제감수
성이 높아 약제를 살포하면 방제효과가 높다. 두과식물 및 열매 맺는 식물이 많은 곳에
많이 발생하므로 콩 재배포장 선정 및 재배 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상용화에 성공한 로케트 트랩이 개발되면서 썩덩나무노린재를 대량 포획하여
밀도를 경감시키고 있다. 집합페로몬 단독보다는 통 또는 멸치 등과 조합하면 노린재
의 유인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풀색노린재
성충으로 월동하여, 1회는 7월 상순경, 2회는 9월 하순경 발생한다. 꽃필 때부터 콩 포
장에 발생하여 수확기까지 피해를 준다.
청색등에 잘 유인되며, 남쪽풀색노린재의 집합페로몬에 유인되지만 유인효과는 낮은
편이다. 물리적 자극이 가해지면 3령 이상의 애벌레(약충)와 어른벌레(성충)가 아래로
떨어지는 특성으로 집합페로몬 등의 유인물을 이용하려면 베리어펀넬 트랩 및 원반
트랩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약제감수성이 높아 약제방제 효과가 높다. 다발생
기에 약 10일 간격으로 줄기와 잎에 살포한다.
(5) 알락수염노린재
연 3회 발생하며, 1회는 4월 중·하순경, 2회는 7월 상순경, 3회는 9월 하순경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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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추출물에 의한 방제효과가 있다. 약제감수성이 높아
줄기와 잎 처리에 의한 약제살포 효과가 높다. 큰검정알벌
등 알 기생봉에 의한 기생률이 높다.
나. 나방류
(1) 담배거세미나방
가장 대표적인 잡식성 및 광식성 해로운 벌레(해충)라 할
수 있다. 어른벌레(성충)의 연간 발생횟수는 5∼6회로 남부
지방에서 성충은 4월 상순경부터 11월 중·하순경까지 지
속적으로 발생한다. 애벌레(유충)는 시설작물에서 6월 중
순경, 노지작물에는 7월 상순경부터 발생한다.
담배거세미나방은 고온이 지속되고 비가 내리지 않은 여
름날씨가 지속되면 그 밀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7월 중·하순경부터 8월 중순경까지의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담배거세미나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기간에 지속적인 예찰과 관리가 필요
하다. 특히 3령 이상의 유충은 약제에 대한 내성과 저항성
이 매우 강하여 방제하기 어렵다. 성페로몬을 이용하여 봄
철부터 지속적인 예찰로 적절하게 방제가 이루어져야 하
며, 특히 다발생기에는 발생 초기에 7∼10일 간격으로 주
기적으로 줄기와 잎에 살포를 해야 한다. 성충은 유아등에
주광성이 있어 잘 유인된다.
(2) 파밤나방
성페로몬 트랩에 4월 상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지속적으로 유
인된다. 성충은 연 5회 발생하며, 남부지방에서 4월 상순부
터 11월 하순경까지 발생한다. 유충은 시설작물에는 6월
상·중순경부터 노지작물에는 7월 상순경부터 발생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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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남부지방보다 중부지방에서 영남지방보다는 호남지방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
이며, 이는 지역별 재배작물과 연관된 것으로 여겨진다. 노지에서 월동가능성은 없고, 시
설 내에서 월동이 가능하며 날아서 올(비래) 가능성도 있다.
담배거세미나방보다는 증식력이 낮지만 여름철 관리가 소홀하면 다발생하여 작물에
큰 피해를 준다. 발생예찰을 근거로 발생 초기에 7∼10일 간격으로 약제살포를 해야
한다. 3령 이상의 애벌레(유충)는 약제내성과 저항성이 높으므로 1∼2령의 어린 유충
기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광성이 있어 유인등에 잘 유인된다.
(3) 거세미나방류
국내에서 발생하는 거세미나방류의 대표적인 종은 숯검은밤나방, 거세미나방 및 검
거세미나방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81%, 12% 및 7%의 종 구성비율로 분포되어
있다. 유충태로 겨울나기(월동)하여 이른 봄 땅속에서 서식하다가 이른 아침 기주를
잘라놓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갉아 먹는다.
숯검은밤나방은 연 1회 발생한다. 어른벌레(성충)는 9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 발생
하며, 발생최성기는 9월 하순이다. 주로 밤에 어린 작물의 지제부를 절단한다. 거세미
나방은 연 2∼3회 발생한다. 성충의 발생최성기는 1회가 6월 중순, 2회가 8월 중순, 3
회가 10월 상순이다. 유충의 월동생태와 가해특성은 숯검은밤나방과 비슷하다. 검거
세미나방은 연 3회 발생하며, 부화유충은 주변의 어린 식물을 먹고 자라다가 3령충이
되면 땅속으로 들어가 겉흙 부위에 서식하다가 5령충이 되면 모두 땅속으로 들어간다.
거세미나방류은 3∼4령의 유충태로 땅속에서 월동하여 이듬해 봄에 출현 및 정식한
어린 작물의 줄기를 절단함으로 입모율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 따라서 파종 및 아주
심기(정식) 전 토양전면에 거세미나방류 방제 전용으로 등록된 농약을 뿌린 후 경운
하는 ‘토양전면혼화처리’와 정식할 밭두둑이나 표면에 고랑을 만들어 처리하는 ‘골처
리’ 또는 작물주위나 정식할 자리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약제를 처리한 후 흙을 덮어
주는 ‘파구처리’ 등이 있다. 토양소독을 하거나 겨울철 땅 갈기 및 물대기를 하여 토양
속에서 월동 중인 애벌레의 밀도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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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콩잎말이명나방
연 3회 발생하는데, 유충으로 월동하여 1회는 6월, 2회는

Tip
●

답전윤환
(paddy-upland rotation)
논(포장)을 논 상태와 밭 상태로
몇 해씩 돌려가면서 벼와 밭작물
을 재배하는 방식. 윤답, 환답, 변
경답이라고도 함.

7∼8월, 3회는 9월에 발생한다. 2∼3장의 잎을 세로로 말
아 그 속에서 갉아먹는다. 잎을 건드리면 유충이 밖으로
나와 땅에 떨어진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가 부화
최성기이며 주광성이 있어 유인등으로 유인할 수 있다.

콩잎말이명나방

콩줄기명나방

콩나방

<그림 4-29> 콩 나방류에 의한 피해양상 및 유충

(5) 콩줄기명나방
연 3회 발생하며, 부화유충은 잎자루를 가해하면서 침입함
으로 잎자루가 부러지거나 누렇게 변색되어 고사한다. 유
충이 침입한 부위에 배설물을 배출한다. 산에서 가까운 전
작물 포장에서 발생량이 많다. 성충은 주광성을 가지고 있
다.
(6) 콩나방
성충은 연 1회 발생하다. 아침(6∼10시)과 오후 늦은 시간(4
∼6시)에 2회에 걸쳐 활동한다. 성충수명은 약 14일, 콩 꼬
투리에 200∼300개 산란한다. 9월 상순부터 10월 중순에
걸쳐 꼬투리에 구멍을 뚫고 탈출하여 땅속에서 흙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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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만들어 월동한다. 꼬투리 속에서 유충의 활동기간은 약 1개월이다.
부화유충이 꼬투리 안에서 해를 입히므로 발견이 어렵다. 피해가 심하면 답전윤환●을
하거나 돌려짓기(윤작)를 하여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조숙종보다 중생
종 콩 품종에서 피해가 심하다.
어른벌레(성충)의 적극적인 활동시간대인 오전과 오후에 포충망으로 성충을 포획하
여 밀도를 추정하여 방제여부를 결정한다. 주광성이 있어 유아등으로 유인하여 죽인
다. 콩나방 방제 전용으로 등록된 약제살포는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에 1주일 간격으
로 2회 실시한다.
다. 콩진딧물
연 10∼15회 발생하며 콩잎의 뒷면이나 생장점 부근의 어린 잎과 줄기에 서식하며 즙
액을 빨아먹는다. 피해 받은 잎은 쭈글쭈글해지며 어린 꼬투리가 피해를 받으면 콩이
잘 여물지 못한다.
꽃필 때(개화기)부터 꼬투리가 맺는 시기에 걸쳐 발생이 많고 피해가 심하다. 특히
이 기간에 비가 오지 않고 고온이 지속되면 발생량이 많아진다. 발생이 심해지는
7월 초순부터 콩진딧물 전용 약제를 살포한다. 콩 식물체당 250마리 이상의 진딧물이
발생하면 1주 이내에 약제를 살포한다.

<그림 4-30> 콩 진딧물에 의한 피해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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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콩꼬투리혹파리
6월 중·하순경부터 성충이 콩 포장으로 비래한다. 3∼4년
남부지방의 콩 재배지에서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어
린 꼬투리의 자실체 근처에 산란하고 부화된 유충은 꼬투
리 안에서 자실체를 먹으며 발육하여 번데기가 되므로 꼬
투리가 기형화 된다. 평균기온이 14℃ 이하의 지역에서 발
생하나 생태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등록된 약제는
없으나, 성충발생 최성기를 회피하는 콩 품종선택 및 파종
기를 조절하여 피해를 줄이기도 한다.

성충

꼬투리 피해양상

<그림 4-31> 콩꼬투리혹파리에 의한 피해 양상 및 성충 모습

마. 선충
토양 중에서 뿌리에 기생하며 지상부의 생육이 크게 저
해되며, 개화가 지연되고, 잎과 줄기가 황색으로 변하며
꼬투리의 형성과 비대가 크게 저해된다. 심할 때에는 꽃
이 피지 못하고 말라 죽으며, 연작을 할 때 많이 발생한
다.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피해가 발
생하며, 선충감염지에서 콩의 수량을 약 69∼72% 감수
된다. 시스트선충은 유충이 백색∼황백색인데,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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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하여 황백색 또는 흑갈색의 시스트를 형성하고 그안에 많은 알이 들어 있다.
성충은 무색 투명하며 길이는 6∼7㎜이다. 콩씨스트선충의 피해 허용한계는 토양
500g 당 20개 이하이다. 뿌리혹선충도 뿌리의 부패를 유발한다. 전염경로는 선충
이 토양 중에서 유충으로 다년간 생존·전염한다. 콩 이외의 작물과 윤작하면 선충
밀도를 낮출 수 있다<표 4-19>. 또한 선충은 담수상태에서는 사멸한다.
(2012년~2013년, 국립식량과학원)

<표 4-19> 작부체계별 콩 선충발생 밀도 및 수량성

선충밀도(마리/토양 300g)

수량
(kg/10a)

수량
지수

7,771

246 b

100

19(95)

7,372

285 a

116

들깨+콩+헤어리벳치(동계)+콩

10(50)

228

276 a

112

콩(하계)+밀(동작물, 3년)

25(125)

18,134

237 b

97

들깨+콩+콩

4(20)

752

275 a

112

구 분

콩씨스트선충
(유충)

뿌리혹선충

콩 연작

20(100)

콩(하계)+유채(동작물, 3년)

* 품종명 : 대원콩 , 들깨 다유, 유채 선망, 밀 금강밀, 헤어리베치 베치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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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케트 트랩에 의한 노린재류 예찰 및 포획
두과작물에는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가로줄노린재, 썩덩
나무노린재, 풀색노린재 및 알락수염노린재가, 단감 및 사
과 등의 과수에는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썩덩나무노린재,
갈색날개노린재 및 기름빛풀색노린재가 주요 노린재류로
알려져 있다.
식식성 노린재류 가운데 몇몇 종은 수컷성충이 집합페로몬
(Agregation Pheromone)을 방출하여 동종(同宗) 및 이종(異
種)의 약충과 성충을 유인하는 화학적 정보통신물질로 이용
하는 것이 밝혀져 있다.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는 3~4가지
성분으로 조성된 집합페로몬이 밝혀져 발생예찰 및 대량
포획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갈색날개노린재
와 썩덩나무노린재의 집합페로몬도 각각 밝혀져 최근 적
극적으로 이용코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
서 개발한 갈색날개노린재의 집합페로몬과 미국에서 최
근 개발한 썩덩나무노린재의 집합페로몬은 각각 동종의
약충과 성충뿐만아니라 이종인 썩덩나무노린재와 갈색날
개노린재의 약충과 성충을 유인하는 효과가 밝혀져 최근
에 이를 이용하여 두류 및 과수류의 노린재류 유인에 적
극적으로 이용코자 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집합
페로몬을 이용한 노린재류의 유인효과는 트랩의 형태에
따라 그 유인효과 차이가 매우 심해 노린재류의 행동특성
을 고려한 트랩개발도 적극 이루어지고 있다.
두류 및 과실을 가해하는 노린재류는 크게 몸체가 날렵하
여 이동과 비행성이 뛰어난 호리허리노린재과(Alydidae)
와 몸체가 넓고 무거워 상대적으로 이동과 비행성이 낮은
노린재과(Pentatomidae)로 구별할 수 있다. 즉 톱다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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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리노린재는 통발 트랩 및 펀넬 트랩을 이용하여 발생예찰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지만, 썩덩나무노린재와 갈색날개노린재는 이들의 집합페로몬을 통발 트랩과 펀넬
트랩에 주입하여 포장에 설치하여도 전혀 유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 노린재류를
유인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피라미드 트랩과 수반 트랩을 개발하였으며, 미국에서도
다른 형태의 피라미드 트랩과 수반 트랩을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노린
재과 노린재류뿐만아니라 호리허리노린재과 등 노린재의 종류에 관계없이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케트 트랩이 최근에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로케트 트랩에 의한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의 유인효과는 통발 트랩보다 약 2배, 썩덩나무노린재와 갈색
날개노린재의 유인효과는 미국에서 수입한 피라미드 트랩보다 약 9~10배 높았다. 따라
서 두류 및 과실을 가해하는 노린재류는 로케트 트랩을 이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포
획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2> 로케트 트랩에 의한 노린재류의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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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트랩 종류에 따른 노린재류의 유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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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 트랩

05

기상재해 및 대책

지구온난화 등 최근의 기후변화는 콩의 생장과 발육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각종
생리장해를 유발하고, 콩의 안정생산과 농가소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
수로 해가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다. 콩의 안정생산에 영향을 주는 기상재해는 가뭄,
집중강우, 태풍, 냉해에 의한 원인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기상재해에 의한 피해양상은 콩의 파종기 및 종실이 여무는 시기의 가뭄으로
입모율을 저하시키고 종실의 무게를 가볍게 하며, 파종기 이후의 집중강우는 수분으
로 인한 피해를 유발시키며, 태풍에 의하여 쓰러짐을 발생시킨다. 또한 콩꽃이 필 때
가끔 내습하는 냉해는 꼬투리 수를 감소시켜 콩의 수량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러
한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를 감소시키는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가뭄피해(한발해,旱魃害)
우리나라에서 가뭄(한발)은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5년 주기로 1회씩 매우 심하게
발생하며, 이러한 가뭄은 콩의 생육, 수량 및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콩은 주요
식량작물들 중 비교적 많은 수분을 요구하는 작물이다. 콩이 발아하기 위해서는 씨앗
(종자)무게의 50∼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분을 흡수해야 하며 최고 100%까지 필요
로 한다.
가뭄은 잎의 크기와 광합성 능력과 씨앗생산과 수량(Source-Sink)의 관계를 변형시
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잎이 광합성한 동화산물이 콩협과 씨알(종실)로 전달을 작게
한다. 예를 들면 잎 세포의 확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잎(Source)은 더욱 작아진다. 따
라서 잎에서 씨알로 동화산물의 전달은 더욱 작아지게 된다. 반대로 잎이 무성해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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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이 발생하고, 씨알(종실, Sink)의 크기가 감소되면 잎
과 씨알 사이의 경합은 줄어든다. 생육단계와 가뭄시기
Tip
●

동화산물
동화작용에 의해 생성된 물질.
동화생산물.

간 관계에 대한 모식도는 <그림 4-34>와 같으며, 가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요 생리적인 반응은 탄소동화작용,
동화산물●의 전이(Source-Sink의 관계)와 식물체의 발육
정도 등이다.

(1994년, 국립식량과학원)

<표 4-21> 가뭄시기에 따른 콩 수량 피해

생육단계

협수(개/포기) 100립중(g) 수량(g/개체)

관수구
꽃필 때
협 신장기
씨알 발육기

15.2
13.0
12.5
14.0

29.4
31.5
29.8
27.3

수량지수

6.6
5.7
5.3
4.9

100
86
80
74

(1976년, Hsiao et al.)

광합성 능력

씨알 크기

광합성 기간

(sink size)

(source duration)

가뭄 시기

영양 생장기
꽃눈 부화기
수량
생식생장기

<그림 4-34> 생육단계별 가뭄시기에 따른 가뭄피해의 생리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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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동화량

잎의 크기

(source size) (source intensity)

<표 4-22> 생육단계별 관수처리에 의한 콩의 생육 및 수량

파종기
(월.일)

품종

6.20
황금콩
5.19
화엄
풋콩

5.19

관수기간
(관수횟수)
영양생장기~성숙기(3회)
무처리
꽃필 때~성숙기
무처리
씨알비대기~성숙기(2회)
무처리

(1994년, 국립식량과학원)

줄기 길이 꼬투리 수 100알 무게 수량
(㎝)
(개)
(g)
(㎏/10a)
47
36
27.2
331
52
29
27.0
263
85
56
28.3
298
90
50
26.8
246
36
15
28.1
198
31
18
27.1
175

지수
126
100
121
100
113
100

<표 4-23> 피복재료에 의한 콩의 생육 및 수량

피복재료
가뭄피해구
짚
산야초
덜 썩은 두엄(미숙퇴비)

피복량
(㎏/10a)
500
2,000
1,000

줄기 길이
(㎝)
48
60
61
62

꼬투리 수
(개)
31
39
38
40

100알 무게
(g)
21.9
24.0
22.0
24.7

수량
(㎏/10a)
197
237
230
246

지수
100
120
117
125

* 시험품종 : 황금콩, 꽃필 때에 1회 관수 후 피복처리

가뭄에 의한 피해는 콩의 생육이 진행될수록 심하다. 생육시기별 수분 부족이 콩 수
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꽃필 때 14%, 협비대기 20%, 씨알(종실)발육기에는 26%의
감수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콩은 토양수분이 부족하면 콩으로 수분흡수가 감
소해 잎, 줄기와 꼬투리의 생장과 질소동화가 감소된다. 또한, 콩의 생육에 필요한 물
질의 흡수가 줄어들어 비옥도가 낮은 토양에서 수분마저 부족하면 훨씬 더 심한 양
분 부족현상을 나타낸다. 가뭄에 대한 대책은 아래와 같다
(1) 물주기(관수)
가뭄 피해(한해)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며, 콩은 수분에 민감한 작물
이므로 관수 시 증수효과가 매우 높은 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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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복재료에 의한 피해 경감
가뭄 시 덮기(피복)에 의한 수분 증발 억제를 통하여 피해
를 줄이고자 썩은 두엄(미숙퇴비) 등을 처리한 결과, 무피
복에 비하여 짚, 산야초 및 미숙퇴비 등 피복처리에서 협
수 및 100립중이 증가하여 17∼25%의 증수효과가 있었다.
(3) 질소 추비에 의한 피해 경감
콩의 가뭄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물주기(관수)를 하는 것이
좋으나, 관수가 어려울 경우 질소를 웃거름(추비) 주는 것이
좋다. 질소를 추비하면 관수한 것의 수량에 비해 81%이고,
가뭄피해지에 비해 수량이 29% 증가하였다.
<표 4-24> 질소 추비에 의한 콩의 생육 및 수량

구분
가뭄피해구
관수구
질소 추비
근류균 추비
질소+근류균

수량
(㎏/10a)
135
215
174
181
187

(1994년, 국립식량과학원)

지수
피해구 대비
100
159
129
134
139

관수구 대비
63
100
81
84
87

* 질소 4㎏/10a 시용, 근류균 겉흙 살포

- 대파작물의 파종 : 가뭄이 지속되어 타작물을 파종할 경
우 녹두는 7월 25일까지, 메밀은 8월 8일까지 파종하면
감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 기타 가뭄 대책으로는 파종 종자의 살균제 처리로 발아
율을 향상하여 단위면적당 개체 수를 확보하고, 땅을 깊
게 갈고 유기물을 많이 사용하여 토양의 보수력을 높인
다. 또한, 배토(중경)와 김매기(제초)를 실시하여 토양 모
세관 구조를 절단하여 토양수분의 증발을 최소화하도

168 ● 농업기술길잡이 콩

록 한다. 상습적인 가뭄 피해(한해) 지대에서는 조밀하게 심어(밀식)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다.

습해(濕害)
우리나라는 여름철(6월∼8월)에 강수량이 많아 연 강수량의 40∼60%를 차지하며,
집중 호우성이어서 과습피해가 많다. 콩은 장마기간 또는 폭우기에 일시적으로 지형
에 따라 줄기와 잎의 일부분까지 침수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평야지 논에 콩 재배 시
침수가 많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 강우 중에 또는 강우 후에 물빼기(배수) 불량지에서
과습 조건이 오래 지속된다. 이러한 물빼기(배수) 불량은 콩의 생육과 수량을 크게 떨
어트린다. 우리나라의 콩 생육시기로 볼 때, 7월은 영양생장을 마치고 생식생장(개화
및 결실)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장마로 인한 과습피해가 콩 수량
증수 재배에 제한 요인이 되고 있다.
과습 장해는 토양 중에 포장 용수량 이상의 수분이 존재할 때 발생한다. 과습 장해
부위는 뿌리이므로 지상부에 나타나는 식물체의 수분이 결핍하여 시들고 마르는 장
해가 발생된다. 이 장해는 제2차적 장해 즉, 산소 결핍에 의한 독성대사물질의 생성,
양분결핍 등에 의한 것이다.
과습장해

(1980년, Levitt)

제2차장해

직접장해

과습장해

독성대사물질

산소결핍

CO₂ 과다

독성환원이온

양분결핍

과습장해

에틸렌 과다

용출에 의한 이온결핍

<그림 4-35> 과습장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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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습 상태가 계속되면서 나타나는 각종 해작용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뿌리의 생육과 활력, 질소고정이 낮아진다.
과습 상태에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므로 뿌리가 땅 표면
부근에 분포하고 길이가 짧아진다. 단기간의 과습으로 뿌
리가 짧고 연약해지며 껍질부분이 굳어져 양분과 수분
의 흡수 장해가 일어난다. 또한 뿌리혹의 무게와 근류균
의 활성이 떨어지며, 엽록소 함량, 지상부 및 지하부의 생

Tip
●

생체중(生體重)
살아있는 생물의 무게.

체중●을 떨어뜨린다.
(2) 양분흡수와 물질전류가 감소된다.
양분흡수에 대한 과습의 영향은 생육시기, 양분요소와 피
해 부위에 따라 다르다. 과습으로 인한 흡수저해가 가장
큰 성분은 질소이고, 다음이 석회와 마그네슘(고토)이며,
칼리는 영향이 가장 작다. 생육 초기 과습하면 양분의 흡
수저해가 크다. 꽃필 때(개화기)에 과습피해는 고토 흡수
가 감소되고 꼬투리 수가 감소된다.
(3) 생육과 수량이 떨어진다.
과습하면 잎의 엽록소 함량이 줄어들며, 이러한 조건이 오
래 계속되면 식물은 아래 잎부터 누렇게 변하기 시작하여
위쪽 잎으로 진전되거나 과습 장해의 최종 증상인 시들고
마르는(위조) 상태가 일어나게 된다. 피해를 일으킬 정도의
과습 상태 지속기간은 발생시기에 따라 다르다. 1일 관수했
을 때는 피해가 없다. 영양생장기에 2일 이상 밭에 물을 대
면 줄기의 길이 자람이 줄어드는데 수량에는 큰 영향이 없
다. 꽃필 때(개화기) 이후 4일 이상 과습피해가 계속되면 장
해가 심하고, 8일간 지속되면 수량이 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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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 초기 과습보다는 개화기∼씨앗비대기의 과습 장해에 의해 수량감소가 크고, 꽃필
때 이후에는 발생시기가 빠를수록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1993년, 국립식량과학원)

<표 4-25> 콩 생육시기별 수분피해 발생정도

생육시기

수분피해 지속기간(일)

수량 감수율(%)

5
10
15
5
10
15
5
10
15

4.7
12.3
18.7
18.7
27.8
39.1
11.0
15.8
18.8

영양생장기

개화기

씨알비대기

수량지수
- 지상부 왜소화
- 생장점 부위가 황화됨
- 배수 15일후 회복
- 잎색이 황화됨
- 잎색이 회복안됨
- 콩이 익는 시기 지연
- 외관상 차이없음
-무
-무

* 과습 피해 처리 동안 지하수위 10㎝ 유지

과습에 의해 주로 생육 초기에는 가지 수, 줄기무게 등으로 주로 영양생장이 저해된
다. 개화기에는 개화 수 및 진꽃(낙화), 꼬투리의 떨어짐에 의한 꼬투리 수가 감소된다.
결실 전반기의 과습은 종자의 발육이 정지되고, 결실 후반기에는 씨알(종실) 비대가
각각 저해된다.
(2002년, 국립식량과학원)

<표 4-26> 침수정도별 생육 및 수량

침수 정도

줄기 길이(㎝)

포기당 꼬투리 수(개)

씨알 무게(g)

수량지수(%)

뿌리 침수
반 침수
완전 침수

54
56
52

21
16
14

19
14
11

100
74
58

* 꽃필 때 7일간 처리, 씨알의 무게는 g/3 개체임

과습 피해에 대한 대책은 아래와 같다.
- 내습성 품종의 선택 : 우리나라에서 보급되고 있는 콩 품종들에 대하여 논에 재배
하여 과습피해에 비교적 강하고 생육 및 수량성을 검토한 결과 장류 및 두부용에서
태광콩, 대원콩, 나물용에서 풍산나물콩 등이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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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08년, 국립식량과학원)

<표 4-27> 지역별 콩 논 재배 적응품종

구분

장류 및 두부용

태광콩, 대원콩,
신팔달콩2호,
대풍콩, 신기콩
남부
태광콩, 대원콩,
(두그루갈이, 송학콩, 대풍콩,
이모작)
신기콩
중북부
(홑짓기, 단작)

콩나물

검정콩

소원콩, 소명콩

검정콩1호,
일품검정콩

풍산나물콩
소원콩, 소명콩

검정콩1호,
검정콩4호

기타 재배적인 대책으로서는 배수로와 암거의 설치로 정
체수●(停滯水)를 제거하고, 줄기와 잎의 웃자람을 피하기
Tip
●

정체수
흐르지 아니하고 괴어 있는 물.
사수(死水).

위하여 시비량을 조절한다. 생육 중기의 장마로 인한 도장
을 극복하기 위하여 순지르기(적심) 및 북주기(배토)를 하
며, 밭갈이와 심는 간격(재식밀도)의 안배로 토양침식을 방
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과습피해를 받은 콩에 요소를 잎에
0.5∼1.0% 정도 액체비료로 주는 것이 좋다.

●●

주위작
논밭의 둘레나 두렁에 작물을 재
배하는 일.

풍수해(風水害)
우리나라는 콩의 풍수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8∼
9월 태풍이 불어 올 때 많이 발생한다. 콩의 바람 피해(풍
해, 風害)는 잎이 떨어지거나 찢겨진 상처로 인하여 생기
는 호흡의 증대, 잎의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기공의 폐
쇄로 인한 건조해, 작물체온의 저하 등 직접적인 생리적
장해, 쓰러짐에 따른 피해와 해안지방의 경우 바람에 의한
염분으로 인한 피해를 들 수 있다.
풍수해에 대한 대책으로는 풍세의 약화를 위하여 방풍림,
방풍벽, 방풍망을 설치하거나, 바람에 의한 쓰러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쓰러짐을 잘 견디는 성질의 품종을 재배하
고 쓰러지지 않도록 흙을 북돋아(배토) 준다. 해안지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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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많이 부는 경사에서 두류를 재배할 때는 키가 큰 옥수수나 수수 같은 작물을
●●

주위작 (周圍作) 또는 섞어짓기(혼작)로 재배하는 것도 풍수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쓰러짐(도복, 倒伏)
쓰러짐(도복)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 생기므로 기상재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콩 재배 시 쓰러짐으로 인하여 잎이 엉키면 광합성이 감소돼 동화산물의 생성이 떨어
진다. 이외에 줄기의 상처로 광합성이 아닌 호흡이 증대되어 저장양분의 소모가 커지
고, 양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콩 수량이 떨어진다. 쓰러짐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일어난다. 쓰러짐의 발생은 바람이나 강우에 토양이 작물체를 지탱하는 정
도, 작물자체의 쓰러짐에 견디는 정도 등에 의해 차이가 있다. 배게 심기(밀식), 질소
과다, 칼리 부족, 규산 부족 등은 쓰러짐을 유발한다. 또한 쓰러짐 발생 시 수량 감수
는 물론 수확작업을 어렵게 한다. 특히 기계수확의 경우에는 기계수확이 어렵거나 불
가능하게 한다. 또한 콩은 화본과작물에 비해 넓은 잎면적을 갖고 환경에 민감하므로
수량에 대한 쓰러짐의 영향은 큰 것으로 생각된다.
<표 4-28> 쓰러짐 시기 및 각도에 따른 수량

쓰러짐
각도
0
40
60
80
평균

개화 전 15일
수량
지수
344
100
323
94
319
92
294
85
320
-

꽃필 때(개화기)
수량
지수
343
100
312
91
305
89
264
77
306
-

(1989년, 국립식량과학원) (단위 : ㎏/10a)

개화 후 15일
수량
지수
329
100
315
96
280
85
243
74
292
-

개화 후 30일
수량
지수
324
100
284
88
299
92
260
80
292
-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키가 작은 콩 품종이나 쓰러짐에 강한(내도복성) 품종을
선택한다. 적정하게 심는 간격(재식밀도)을 유지하고 비료주기(시비)를 알맞게 조절한
다.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지르기나 북주기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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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해(냉해)
저온에 의한 피해는 저온의 정도, 저온의 지속기간 및 작물의
생육 정도 등에 따라 복잡하게 나타난다. 발생시기와 피해 부
위를 고려하여 장해형 냉해, 지연형 냉해와 생육 불량형 냉해
로 구분된다. 장해형 냉해는 유효 화분수의 감소, 꽃가루(화분)
발아력 저하, 꽃밥(약(葯))의 개열 저해, 수정율 저하 등이다.
지연형 냉해는 개화 및 성숙의 지연, 종실의 소립화 등이
다. 그리고 생육 불량형 냉해는 생리기능의 저하와 분지,
절수 및 꽃수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북
부 산간지대(1993년)의 콩 냉해 현상은 꽃필 때(개화기)와
꼬투리(협) 비대를 지연시키는 지연형 냉해로 볼 수 있으
며 생육의 지연으로 초상 이전에 성숙되지 못하여 수량 감
소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1973년, Holmgerg)

<표 4-29> 콩 생육단계별 최적 온도수준

생육단계

최저온도(℃ )

적정온도(℃ )

최적온도(℃ )

발아기
출현기
개화 유도기
꽃필 때
씨알 비대기
성숙기

6~7
8~10
16~17
17~18
13~14
8~9

12-14
15-18
18-19
19-20
18-19
14-18

20-22
20-22
21-23
22-25
21-23
19-20

가. 씨앗의 싹틔우기(발아)
발아에 미치는 저온의 영향은 생리적으로 명확히 밝혀지
지는 않았다. 다만 저온에서는 호흡과 저장양분의 가수분

Tip
●

원형질막(原形質膜)
세포의 원형질 외측을 둘러싸는
얇은 막. 단백질과 지방질, 특히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음.

해에 관여하는 효소의 작용과 대사산물의 전류가 느릴 것
으로 생각되며, 저온에서 종자가 흡수할 때 일어나는 원형
●

질막 의 피해도 발아율의 저하와 더불어 생육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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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양생장
콩을 일찍 파종하면 저온으로 인하여 발아가 지연되고, 어린 모(유묘)의 생육이 감소
한다. 영양생장 중 저온해를 입게 되면 뿌리로부터 흡수가 저해되어 수분부족 장애가
일어나 결국 생육량이 떨어진다.
다. 생식생장
개화 전의 저온, 특히 꽃눈(화아)분화기의 저온은 개화를 가장 지연시킨다. 꽃필 때(개
화기)의 저온은 개화기를 연장시킨다. 꼬투리는 10℃ 정도의 저온에서도 형성되는 품
종이 있으나 대부분의 품종은 15℃ 이하에서 꼬투리 형성이 저해된다.
냉해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잎에 질소 액체 비료 살포, 인산, 칼리의 웃거름(추
비)과 순지르기(적심)에 의한 냉해경감 효과는 개체당 요소를 잎에 액체 비료를 1회와
2회 주었을 때 꼬투리수가 4∼5개, 순지르기에 의해서 3개 증가되었다. 개체당 콩알
수와 백립중도 다소 증가되어 10a당 수량은 무처리 262㎏/10a에 비하여 요소를 잎에
1회와 2회 살포할 때 8%, 순지르기할 때 10% 많아졌다.
(1993년, 경상남도)

<표 4-30> 웃거름 및 순지르기에 의한 저온피해 경감효과

처리
인산웃거름
칼리웃거름
요소엽면시비(1회)
요소엽면시비(2회)
순지르기(적심)
무처리

포기당 꼬투리 수(개) 포기당 콩알 수(개) 100알 무게(g)
26
26
30
31
29
26

49
53
52
59
55
44

26.9
27.4
29.7
29.8
29.3
28.1

수량(㎏/10a)

수량지수

269
269
283
282
291
262

103
103
108
108
110
100

기타 지력증진을 위하여 토양비옥도를 개선하고, 지대별 안전 작기를 설정하여 적기에
파종함으로써 저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냉해 우려지역에서는 적기에 파종함으
로써 생육량을 많게 하고, 꽃눈(화아)분화를 촉진시킨다. 첫서리(초상) 이전에 잘 여물
수 있도록 파종기를 앞당기거나 조숙종 품종을 선택 재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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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해를 비롯한 각종 재해에는 질소과다가 대단히 유해하
다.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소 영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소 이외의 비료와 조화를 이루는 비료주기(시비)를 해
야한다. 인산은 저온에서 흡수하기 어려우므로 추위를 견
디는 성질(내냉성)이 약한 품종일수록 흡수가 떨어져서
초기 냉해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작물 체내 인산
함량이 높을수록 저온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는 점을 감
안하여 냉해가 우려되거나 냉해 다발지역에서는 인산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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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고품질의 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작업이 중요하다. 특히 콩을
적기에 수확하지 않을 경우 원료 콩의 품질 저하에 영향을 준다. 또한 품질저하 및 손
실량은 수확·탈곡작업, 건조 방법과 저장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손실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원인을 잘 파악하고 이에 대처한 수확 후 관리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일반적으로 콩껍질은 다른 콩과 작물이나 화본과 작물에 비하여 얇기 때문
에 외부환경 조건에 따라서 품질 및 종자의 생명력이 크게 좌우 된다. 따라서 콩의 수
확·조제는 물론 농산물이 생산자를 떠나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에서 발
생되는 품질저하와 손실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기술이 필요하다.

수확
가. 수확시기
콩 식물체는 정상적인 성숙기에 가까워지면 콩잎은 황색으로 변하여 떨어지게 되며
꼬투리는 마르고 종실은 빠른 속도로 수분을 잃게 된다. 일반적으로 종실의 말린 무
게(건물, 乾物)가 최대에 도달했을 때를 생리적 성숙기라 한다. 이 시기 이후에 콩을
수확하여 말리면 실제 수량의 증가는 없으며 꼬투리나 종실의 수분 함량이 점차 떨
어지게 된다. 그러나 생리적 수확기에는 수분의 함량이 40∼60% 정도 되어 실제 수
확작업을 하기는 곤란하며 보통은 이보다 훨씬 뒤인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숙기가 지
난 뒤에 수확이 이루어진다. 즉 잎이 누렇게 변하여 떨어지고 콩은 꼬투리의 고유 성
숙 색택이 80∼90% 변색되었을 경우를 성숙기로 간주하며, 이로부터 7∼14일이 지난
시기가 콩 수확 적기가 되며 이때 콩 깍지와 종실의 수분 함량은 18∼20% 정도 된다.
이때에 수확해 탈곡·건조하면 콩의 종실 형태를 보이며, 수확적기는 품종에 따라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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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에는 <표 4-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꽃이 핀(開花) 후 60일경이 된다. 농가에서 수
확시기를 결정하기 힘들 경우에는 성숙한 콩의 꼬투리를
따서 흔들어 보면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날 경우 수확하
는 것도 간편한 방법이다.

(1988, 농촌진흥청)

<표 4-31> 콩 수확시기와 수량

구분
수량(㎏/10a)
수량지수(%)
100립중(g)

40
90
73
15.8

45
118
94
18.4

개화 후 일수(일)
50
55
120
121
95
96
19.2
21.8

60
125
100
20.6

65
125
100
21.2

성숙이 되었는데도 수확시기를 늦추면 품종에 따라서는
종자가 떨어져 나가는(脫粒) 경우가 발생하는데 특히 탈
립에 매우 취약한 올콩(夏大豆型) 및 검정콩은 콩알이 떨
어져 나오기 전 미리 예취하여 건조 후 탈곡하는 것이 탈
립에 의한 손실률을 줄일 수 있다.
나. 수확 방법
최근 우리나라 콩 재배농가에서 콩을 수확할 때 콤바인
등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으나 아직도 사람이 직접
콩대를 뽑거나 낫으로 베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수확 후
에는 탈곡하기에 적당한 수분조건이 될 때까지 말려야 하
는데 이때 단으로 묶어세우거나 콩 밭에 깔아 말린다. 그
러나 이 기간에 비를 많이 맞지 않도록 수확한 콩대를 덮
을 비닐을 준비하여 비가 내릴 경우 덮어주는 것이 안전
하다. 콩대를 예취 후 밭에 깔아 비를 맞히면 종자가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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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하여 수분 함량이 증가되며 이 경우 자주무늬병, 미이라병 등의 병균이 침입하
여 종실이 썩는 등 품질이 극히 나빠져 시장성이 떨어진다. 또한 예취 후 강우가 예상
되면 콩을 베지 않고 그대로 두어 비를 맞히고 난 후 콩을 수확하는 방법이 콩을 베
어 밭에 널어 두는 것보다 안전하게 건전한 콩 종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므
로 기상조건을 잘 맞추어 수확하여야 하며 건조기간을 짧게 하여 가능한 한 빨리 탈
곡하는 것이 유리하다.
콩의 수확은 과거와 달리 예취기 및 콤바인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비율
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농기계의 이용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콤바인을 이용하여 수확 및 탈곡 작업을 할 경우 최소 1ha 이상의 대규모
재배면적에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평면 줄파종이나 점파종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
가 없으나, 골을 세워 재배할 경우에는 이랑의 표면이 불균일해 작업 중 예취부에 흙
이 절토되어 흙먼지 등의 불순물이 유입되어 종실 표면에 흙먼지가 묻는 오립의 발생
이 심하다. 콤바인을 이용 수확 작업을 할 때는 콩이 성숙 후 10일 정도, 수분 함량이
13∼14% 일 때가 적당하며, 이슬이 마른 후인 오전 11시부터 수확작업을 하는 것이 오
립의 발생을 줄 일 수 있다.

손실의 원인 및 종류
가. 손실의 원인
수확 후 발생하는 손실은 수확, 탈곡 작업, 건조 방법, 저장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특
히 농업후진국에서는 원시적인 수확 후 관리와 열악한 저장시설 및 가공방법 때문에
손실량이 매우 많다.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손실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이
에 대처한 수확 후 관리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손실의 종류
수확 후 손실이란 수확 이후에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사람이 섭취하거나 이용하
지 못하게 하는 품질의 변화나 무게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것은 수확 후 손실이 단지
유실된 곡물의 무게뿐만 아니라 영양분의 감소, 물리적인 손상, 종자활력의 퇴화 그
리고 위생적으로 더러워진 것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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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게 손실
무게 손실은 외견 손실과 실제 손실로 구분되는데, 외견
손실은 수확, 탈곡, 제분, 운송, 저장과 같은 특정한 수확
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게의 감소이다. 그러나 상
업적으로 곡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분 함량이 변하
거나 먼지 또는 해충의 분비물에 의해 곡물이 변형되는
것은 단순히 무게만을 측정하는 것에 의해서는 알 수 없
다. 따라서 실제 손실은 수분 함량의 변화와 더불어 먼지
와 곤충의 분비물에 의한 손실이 적절하게 외견 손실에
추가된 것을 의미한다.
(2) 영양 손실
콩과 작물에서 무게의 감소는 영양분의 감소로 이어지는
데, 곡물이 수확, 콩알떨기(탈곡) 및 제분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손상되었을 경우는 대개 무게측정에 총 영
양분의 손실이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곡물이 곤충 또는
미생물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무게의 감소보다
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그리고 미량원소와 같은 영양 성
분이 어느 정도 손실을 입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3) 품질 손실
수확 후 관리 중 먼지나 죽은 곤충, 동물의 털, 살충제와
같은 오염물질이 혼합되면 콩의 품질이 떨이지게 되며, 저
장기간 중 미생물 오염에 의해 독성물질이 축적되거나 산

Tip
●

산패
공기나 미생물에 의한 식물변패
의 일종. 산패에 의해서 산이 생
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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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와 같은 생화학적인 변화가 발생하면 콩을 섭취하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품질 손
실에 의해 사람이 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종자의 활력 손실
수확, 탈곡, 건조, 저장 등 여러 과정을 거친 후 종자를 파종하였을 때 발아가 안 되거
나 입모가 좋지 않다면 그것은 종자의 활력 손실로 생각된다.

수확 · 탈곡 및 정선
수확 작업은 콩 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단보당 300㎏(300㎏/10a)을 생산하
기 위하여 200㎏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할 경우 그 잠재적 이익은 100㎏이다. 만약 수
확과정에서 5%(15㎏/10a)가 유실된다면 그 잠재적 이익은 15%가 줄어들게 된다.
(1999년, 손 등)

<표 4-32> 수확 시 태광콩과 신팔달콩2호의 수확손실률

수확손실률(%)

태광콩

신팔달콩2호

6.0

4.3

실제로 1999년 파주에서의 수확손실률을 조사하였는데 태광콩은 6.0%, 신팔달콩2
호는 4.3%의 콩이 수확과정 중에 손실되었다. 수확작업을 거칠게 하면 손실량은 더
많아질 수 있으며 콩의 상품성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수확과정 중에 발생하는 손실은 농가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1) 수확 전 손실 (2)
수확작업 중 발생하는 손실 (3) 정선 및 탈곡 과정 중 발생하는 손실로 구분될 수 있
다. 수확기간 중 포장에 떨어져 있는 콩들은 대개 수확 전에 꼬투리가 터지면서 유실
되었거나 콤바인에 의해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들이다.
가. 수확 전 손실
수확 전 손실은 콩의 꼬투리가 터져서 씨앗이 땅에 유실되는 손실로써 품종, 기상
그리고 수확시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수확시기가 되었을 때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는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다.
꼬투리가 잘 터지는 품종은 습기가 많은 날씨에서는 꼬투리가 잘 열리지 않으므로 유
실되는 양이 적지만, 건조한 날씨에서는 꼬투리가 쉽게 열려서 많은 콩들이 유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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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꼬투리 터짐에 의한 씨앗 유실

<그림 4-37> 수확적기의 꼬투리 형태

그러나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는 품종은 날씨와 관계없이
꼬투리가 잘 열리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유실되는
콩들이 적다.
콩의 수확 전 손실을 줄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수분 함
량이 적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수확하는 것이다. 수분 함
량은 콩이 생리적 성숙기에 도달한 후 빠른 속도로 적어지
므로 식물체가 수확하기 좋은 상태가 되었는데도 수확이
늦어지면 꼬투리가 열리면서 유실되기 쉬우며, 이것은 습
한 날씨와 건조한 날씨가 반복될 때 특히 심해진다. 종자
의 수분 함량이 많으면 수확과정에서 기계에 의한 손상이
많으며, 건조시킬 때 콩알 껍질의 균열이 발생하거나 종자
가 갈라져서 상품성이 떨어지기 쉽다.
콤바인으로 수확할 경우 씨앗의 수분 함량이 13∼14% 내
외(꼬투리가 고유의 성숙협색을 나타낸 때로부터 1주일 전
후)일 때가 수확적기이지만, 이때 줄기의 수분 함량이 많
거나 잎이 푸른 상태로 남아 있으면 씨앗에 흙먼지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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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되어 지저분한 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손으로 수확할 때
는 잎이 황색으로 변하면서 잎이 떨어지고, 꼬투리의 80∼90% 이상이 고유한 성숙
협색으로 변한 시기의 5일 내외에 수확하며, 3일 정도 건조한 후 탈곡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수확과 건조기간을 짧게 하여 콩알떨기(탈곡)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확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수확 전후에 비를 맞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를 맞게 되면 품
질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콩의 수확 전 손실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대면적을 전포장에 걸쳐 동시에 수
확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성숙시기를 다르게 조정해서 파종하는 것이
좋다.
나. 수확작업 중 손실
수확작업 중에 발생하는 손실은 꼬투리나 씨앗이 콤바인 내부로 들어가지 못해서 발
생하는 손실로써, 보통 손실량의 80∼85%를 차지한다. 이러한 손실은 수확작업 중
꼬투리나 종자가 땅에 떨어져서 발생하는 손실, 콤바인 날에 의해 식물체가 잘려지지
않아서 발생한 손실, 잘려졌지만 꼬투리가 줄기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서 발생한 손실
로 구분될 수 있다.
콤바인의 운행 속도는 수확작업 중에 발생하는 손실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운행속도가 빠를수록 콤바인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양이 많아진
다. 꼬투리가 터져서 발생하는 콩의 유실은 수확 전에 발생할 뿐만 아니라 콤바인으
로 수확하는 도중에도 발생하는데, 꼬투리가 잘 터지는 품종은 식물체가 콤바인 날
과 부딪칠 때 종자가 땅에 떨어져 유실되기 쉽다. 이런 형태의 손실은 콩의 수분 함량
이 감소하면 급격히 증가하며, 수분 함량이 11%까지 떨어지면, 밤이슬 또는 습도가 높
아져서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꼬투리가 녹녹해질 때까지 수확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확작업 중 발생하는 손실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잘 쓰러지지 않는 품종을 선
택하는 것이 좋다. 식물체가 쓰러지면 수확작업이 느려지며, 콤바인에 의해 수확되지
못하는 양 또한 많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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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콤바인 절단높이에 따른 수확량과 손실량

(1983년, Scott & Aldrich)

콤바인 절단높이
(㎝)

수확량
(㎏/10a)

손실량
(㎏/10a)

수확손실률
(%)

손 수확
9
13
17

226
214
205
198

0
12
21
28

0
5.4
9.4
12.2

또한 가장 낮게 달려있는 꼬투리와 콤바인의 절단 높이는
얼마나 많은 꼬투리가 수확되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는 요
소이다. 파종밀도 또한 콤바인에 의한 수확에 영향을 주
는데, 조밀하게 심으면 웃자라게 되며 줄기는 얇아져서 연
약하고 잘 쓰러진다.
반대로 드물게 심으면 꼬투리가 낮게 달리고 많은 곁가지
가 발생하며, 곁가지들 중 일부는 쓰러져서 콤바인에 의해
절단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북주기 작업은 잡초방제를 위
해 필요하지만 필요량 이상의 흙이 그루터기 주변에 쌓이
면 꼬투리 달리는 위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콤바인에 의해
수확되지 못하는 양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 탈곡 및 콩알고르기 중 손실
콩은 꼬투리로부터 쉽게 분리되며, 그 크기와 모양 때문에
정선 작업이 쉬운 편이다. 콤바인이 정상적으로 운행된다
면 총 수확 손실량 중 약 20% 정도가 콩알떨기(탈곡) 및
정선과정에서 발생한다. 손실의 발생은 종자의 수분 함량,
수확시기, 콤바인 운행방법 그리고 품종에 따라서도 다르
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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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손 등)

<표 4-34> 품종에 따른 콩의 완전립, 미성숙립, 손상립, 이물질의 비율

품종

완전립비율(%)

미성숙립비율(%)

손상립비율(%)

이물질비율(%)

태광콩
신팔달콩2호
수입콩

90.7
86.7
94.4

0.74
0.22
0.30

8.30
12.45
5.27

0.25
0.61
0.05

씨앗의 수분 함량이 20% 이상일 때는 콩알이 떨어지는 비율(탈립률)이 떨어지고, 탈
곡에도 부적당하며, 수분 함량이 12% 이하가 되면 탈곡과정에서 손실되는 양이 많아
지므로 탈곡기의 회전속도를 늦추는 것이 좋다. 따라서 수분 함량이 많을 때는 탈곡
속도를 빠르게 하고, 적을 때는 늦추어야 한다.
탈곡 손실은 콩이 탈곡기의 실린더에 의해 파괴되거나 꼬투리가 벗겨지지 않은 채로
탈곡기를 통과해 나올 때 발생하며, 정선손실은 꼬투리가 벗겨진 콩이 협잡물 등과
함께 섞여 나올 때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계의 적절한
점검이 필요하다.
라. 손실의 측정
수확손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확된 지역에 테두리를 만든 후 테두리 내에 있
는 파손된 콩, 줄기 또는 그 근처 꼬투리 내부의 콩 그리고 땅에 떨어져 있는 콩의 수
를 조사한다. 그 결과는 총 수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수확 전에 유실된 것을 모
두 포함한다. 만약 손실률이 3% 이하이면 콤바인 작업을 계속해도 되지만 3% 이상
이면 그 손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점검하고 가능하면 그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
수확 전에 꼬투리가 터져서 발생한 유실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확되지 않은 곳에
테두리를 만든 후 땅에 떨어져 있는 콩의 수를 센다. 먼저 조사된 것으로부터 이 결과
를 빼면, 그 차이가 콤바인의 채집 실패에 의한 손실과 콤바인 내에서의 탈곡 및 정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모두 포함하는 손실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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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매우 크다면, 손실의 근원
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다음 과정을 거쳐야 한다. 콤바
인 앞에서 직전에 수확된 지점에 테두리를 만들고 그 안
에 있는 콩의 수를 조사한 후 수확 전에 발생한 유실량을
빼면, 그 결과는 채집 실패에 의한 손실량이 된다. 콤바인
의 정선손실은 수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량으로부터
수확 전 유실량과 채집실패에 의한 손실량을 빼었을 때
남는 부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 수확 전 유실량
이 많으면 품종을 바꾸거나 재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수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량이 크다면 기계조작의 문
제점 또는 기계의 결함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콤바인으로 수확할 때 손실량을 줄이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익는 때(성숙기)에도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는 품종을 선
택하고, 수확적기에 수확해야 한다.
- 콤바인이 양호한 상태인지 또는 올바르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북주기를 할 때 고랑을 높게 하여 콩의 꼬투리 달리는
위치를 낮추지 않아야 한다.
- 콤바인 절단기를 가능한 지표면 가까이 작동시켜야 한다.
- 수확 시 콤바인 운행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지 말아야 한다.

건조
건조는 일반적으로 콩의 수분 함량을 낮추어서 저장기간
중에 씨앗에 싹이 트는 것을 억제하고, 품질을 양호한 상
태로 유지하며,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생장과 진드기와 곤
충의 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곡물의 수분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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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곡물의 형태, 화학 조성, 수확 시 수분 함량, 수확방법, 대기의 상대습도, 계절변동
에 따라 변한다. 곡물을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는 씨앗의 수분 함량을 충분히 낮
추어서 호흡을 하여 열이 발생되거나 퇴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을 날씨는 매우 건조하여 콩이 포장에 수확 전 선채로 판매 또는 저장이 가능할 정
도로 건조되기도 하지만, 날씨가 습하거나 씨앗의 수분 함량이 14%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수확하였다면 수확 후 콩을 건조시켜야 한다.
상업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콩은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건조시키기 위하여 가열된
공기를 이용하여 건조(열풍건조)시킬 필요가 있으나, 콩알 껍질이 균열되거나 갈라지
기 쉽다. 균열의 정도가 상품성 저하에 미치는 정도는 건조공기의 온도와 습도, 건조
후 콩의 취급 상태, 균열정도에 대한 지역적 사고방식에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고온으로 건조시킬수록 콩알 껍질의 균열정도가 크며, 건조 후 정상적으
로 다루더라도 콩알 껍질이 균열된 콩 중 많은 양이 갈라진다. 그러나 건조시킬 때 공
기의 습도가 40% 이상으로 유지되면 콩알 껍질이 균열되거나 갈라지는 콩들의 발생
이 적어질 수 있다. 온도가 11℃ 상승하면 습도가 거의 50%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건
조과정에서 공기의 온도를 높이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씨앗(종
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콩은 열풍건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표 4-35> 건조온도와 상대습도에 따른 콩의 수분 함량

건조온도
(℃ )
-1.1
4.4
10.0
15.5

50
8.9
8.7
8.5
8.3

55
9.8
9.6
9.4
9.2

60
10.8
10.5
10.2
10.1

65
12.1
11.8
11.5
11.3

(1983년, Scott & Aldrich)

상대습도(%)
70
13.2
13.0
12.8
12.6

75
15.1
14.9
14.7
14.5

80
17.1
16.8
16.5
16.5

85
20.1
19.7
19.3
19.0

90
22.9
22.5
22.1
21.7

그러나 건조 중 공기의 온도가 30℃ 이하에서 하는 것이 좋으며, 양호한 기상조건에서
는 수분 함량이 14%인 콩은 상온이나 저온에 의해서도 건조될 수 있다. 상온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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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것은 건조과정을 빠르게 하며,
초기의 수분 함량이 16% 이상이거나 기상조건이 불량할
경우 필요로 된다. 이것은 고온으로 건조시키는 것과 비교
하였을 때 건조속도는 느리지만, 씨껍질이 균열되거나 갈라
지는 종자가 적으며 퇴화되는 종자도 적다.
콩을 일정 수분 함량으로 건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은
콩의 초기 수분 함량과 건조기간 중의 상대습도 및 온도에
의존하는데, 콩의 초기 수분 함량과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건조온도가 낮을수록 건조기간이 길어진다.

저장
안전하게 콩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곰팡이가 자라거나 콩
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콩의 수분 함량을 낮추거나 저장고
의 공기를 충분히 저온 또는 낮은 습도로 유지시켜야 한
다. 콩 씨앗의 수분 함량이 12∼12.5%일 때는 온도와 관계
없이 저장고 내의 곰팡이 발생은 거의 없었으며, 5℃ 저온
에서 저장할 경우는 콩의 수분 함량이 14.0∼14.3%에서
도 곰팡이 발생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곰팡이
는 온도가 4.4℃ 이하에서는 거의 자라지 못하며, 또한 상
대습도가 65% 이하에서도 자라지 못한다. 온도에 따라서
약간 변하지만 65%의 상대습도 하에서 저장할 경우 콩의
수분 함량은 11∼12%로 유지된다.
곰팡이와 곤충은 저장 곡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
인이다. 곰팡이와 해충 모두 콩에 상처가 있거나 부산물
이 섞여있을 때 많이 발생하며, 고온 다습한 조건을 선호
한다. 곤충은 건전한 콩 종자는 거의 먹지 않지만 곰팡이
에 의해 변질된 콩은 쉽게 공격하여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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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은 다른 작물에 비해 저장기간 중에 수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안전하게 콩
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콩의 수분 함량을 적어도 13%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수분 함
량이 10% 이하인 콩은 4년간 저장하여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며, 수분 함량이 12∼
12.5%인 콩은 거의 3년 동안 상품성을 유지하였으나, 수분 함량이 13%인 콩은 수확
시기부터 초봄까지, 수분 함량이 14%인 콩은 추운 겨울기간만 상품성을 유지하였다.
또한 콩의 씨앗퇴화는 겉모습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발생하므로 씨앗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콩은 종자의 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공용 콩에 비해 수
분 함량을 적어도 1%는 더 낮게 유지시켜야 한다.
콩의 씨앗이 품질과 관련하여 퇴화하는 주요인은 생리적 및 병리적 퇴화로 나눌 수 있
는데, 씨앗의 퇴화는 생리적 성숙기(꼬투리와 종실이 황색이고 씨앗의 수분 함량은 50
∼60% 정도일 때) 이후부터 이루어진다. 생리적인 퇴화는 씨앗이 생리적으로 성숙된
후 밤낮의 온도 차이와 대기습도 등에 의하여 씨앗의 활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병리적 퇴화는 곰팡이 및 세균 등과 같은 병원균이 씨앗에 침입하여 씨앗의 품질이 저
하되고 발아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포장에서 씨앗의 퇴화정도는 품종 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씨앗의 크기가 큰 품종일수록 종자의 퇴화
가 급속히 이루어지며 흑색콩은 황색콩에 비하여 퇴화가 느리게 진행된다. 씨앗의 크
기가 비슷한 품종 간에도 종자의 유전적 특성에 따라 퇴화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
저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인 온도는 수분 함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데, 수분이
많은 콩은 상온에 비해 저온에서 더 오랜 기간 저장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는 남부지역이 중부지역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남부지역에서 안전하게 콩을 저장하
기 위해서는 중부지역보다 콩의 수분 함량을 더 낮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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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건강한 씨앗(좌)과 병든 씨앗(우)

또한 안전하게 콩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잡초씨앗이나 이
물질 그리고 균열이 심한 콩은 제거되어야 한다.

공기순환
콩이 적정한 수분 함량과 상대습도 조건에서 저장되더라
도 콩더미 상층부에 이슬 맺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저
장고 내부의 온도 차이가 심하면 이슬 맺힘 현상이 발생
하는데, 수확 후 비교적 따뜻한 시기에 저장된 콩은 날씨
가 추워짐에 따라 느리고 불균일하게 열을 잃는다. 늦가을
과 겨울에 외부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가장자리 또는 저
장고 외벽 근처의 콩은 빠르게 열을 잃지만 콩더미 내부
에 있는 콩은 따뜻한 상태로 유지된다. 온도 차이에 의해
서 공기는 벽쪽 아래에 있는 차가운 콩으로부터 위를 통
해 따뜻한 콩으로 이동하게 된다. 차가운 공기가 위로 상
승하면서 공기의 온도는 상승하고, 콩의 표면에 접촉한 후
다시 온도가 낮아진다.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서 데워질 때
수분을 흡수하며,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에 비해 더
적은 수분을 유지하므로 공기는 차가운 콩 표면 위에 응
축하면서 수분을 방출한다. 이 과정은 콩에서 온도 차이
가 있는 한 계속되므로 제일 상층은 습도가 매우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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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것은 온도가 양호하다면 균류가 생장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콩더미 전체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여 이슬 맺힘 현상을 막을 수 있는데, 공기 순환은
콩의 내부까지 공기를 이동시켜서 콩더미 전체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는 적은 양의 공기를 지속적으로 또는 많은 양의 공기를 주기적으로 공급시켜야 한다.
공기순환을 위해서는 저장시설에 모터로 작동되는 환풍기, 공기 수송 시스템 또는 구
멍이 뚫려있는 마루시설 등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들은 공기를 아래로 이동시키며 배
기관에 있는 팬을 작동시켜서 고온 다습한 공기를 이슬 맺힘 현상이 발생하는 차가
운 콩 표면이 아니라 내부의 따뜻한 콩을 거쳐 방출시킨다.

콩 재배농가의 주요 수량격차 요인
콩 재배 선도농가와 일반농가의 수량격차는 매우 심해 1.5배에 달한다. 10a당 수량성
이 일반농가 206kg, 선도농가 315kg으로 수량격차가 109kg이다. 수량격차 요인은 지
역별 및 연도별 기상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나라의 수량 감소 주 요인은 파종기
인 6월과 종실이 커지는 시기인 9월의 토양수분 부족이다. 토양에 수분이 부족할 시
추가관수 1회마다(3회까지) 10a당 17㎏씩 증수가 가능하며, 피복재배보다 무피복재배
에서 효과가 크고, 논보다 밭에서 효과가 크다. 콩의 생육 초기 잡초를 철저히 방제하
면 수량이 49% 증수가 될 수 있으며, 병해충 방제(3회)를 철저히 하면 10a당 51㎏정
도 증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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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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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종의 선택
▶ 장류나 두부로 가공할 경우에는 굵은 씨앗(대립종), 콩나물 용도로 쓸 경우에는
잔씨앗(소립종) 품종이 적당함.
▶ 콩은 생태형이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비교적 넓음.
▶ 내도복성(쓰러짐을 견디는 성질)은 콤바인을 이용한 기계수확에서 반드시 갖추어
야 할 요소임.
▶ 2017년까지 농촌진흥청을 통해 개발된 콩 품종은 총 142개 품종이며, 이들 품
종들은 새로운 품종으로 계속 대체되면서 공급함.

2. 심기 차례
▶ 콩 농사는 홑짓기(단작)보다도 콩 재배 전후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다양한 재배순
서(작부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소득적인 측면에서 유리함.
▶ 이모작을 할 경우 주작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함께 재배할 작물의 선택이나 재배
방법이 달라져야 함.
3. 재배관리
▶적
 절한 파종시기의 선택은 다수확 재배에 매우 중요하며, 심는 간격 또한 콩의 생
육을 관리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침.
▶ 콩 파종은 늦서리의 해가 없고 토양 온도가 15℃ 이상이 되면 가능함.
▶ 비료 주는 방법에는 전면시비, 파종열시비, 무경운시비, 엽면시비 등이 있음.

192 ● 농업기술길잡이 콩

4. 병해충 방제
▶ 최근 콩 재배에 문제점 중 하나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크다는 것임.
▶ 곰팡이에 의한 병의 방제는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며 세균(박테리아)의 경우는 더
어렵고 바이러스는 거의 불가능함.
▶ 병충해를 개별적으로 방제하려면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에 발생시기가 비슷한 병
해충을 동시에 방제하기 위하여 살균제와 살충제를 혼합하여 방제하면 효과적임.

5. 기상재해 및 대책
▶ 콩의 안정생산에 영향을 주는 기상재해는 가뭄, 집중강우, 태풍, 냉해에 의한 원인
이 대부분임.
▶ 콩꽃이 필 때 발생하는 냉해는 꼬투리 수를 감소시켜 콩의 수량에 영향을 줌.
▶ 콩의 가뭄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물주기(관수)를 하는 것이 좋으나, 관수가 어려울
경우 질소를 웃거름(추비)하는 것이 좋음.

6. 수확 후 관리
▶ 콩알의 씨껍질은 다른 콩과 작물이나 화본과 작물에 비하여 얇기 때문에 외부환
경 조건에 따라서 품질 및 종자의 생명력이 크게 좌우함.
▶ 수확 전 손실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수확시기가 되었을 때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는 품종을 재배하는 것임.
▶ 안전하게 콩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콩의 수분 함량을 낮추거나 저장고의 공기를
충분히 저온 또는 낮은 습도로 유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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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논에서
콩 안전 재배기술
논 재배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여 줄기와 잎의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해 배토와
순지르기를 하고, 배수로를 설치한다. 이후에 고인 물을 제거하고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1. 재배적지 선정 및 토양관리
2. 품종의 선택
3. 재배기술
4. 논밭돌려짓기(답전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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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배적지 선정 및 토양관리

콩의 수요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생산기반이
취약하므로 쌀 수급안정 및 2016년에는 24.6%에 불과한
식용콩 자급률 향상을 위해 쌀 자급 벼 재배면적을 제외
한 면적 중 입지조건 및 토양특성이 적합한 논을 콩 재배
로 전환함으로써 콩 재배면적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도
쌀 생산조정정책의 일환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을 추진 중이며, 본 사업에 힘입어 최근 논콩 재배면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콩은 단백질의 주성분
인 질소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지력유지 및
화학비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작물일
뿐만 아니라, 밭작물 중 논토양 적응성 측면에서 가장 유
리한 작물이다.
Tip
●

점질(粘質)
차지고 끈적끈적한 성질.

밭콩 재배기술과 논콩 재배기술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논
은 대부분 점질●성 토양으로서 수직배수●●가 어려우므로,

●●

수직배수(垂直排水)
토양에서의 배수방법의 일종으
로 중력에 의하여 수직적으로
배수하는 방법.

●●●

유효토심(有效土深)
효과, 효능이 있는 땅의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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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서 콩 재배 시 수량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과습으로 인
한 피해이다. 따라서 재배기술로 과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에 예방할 수 있다면 관수가 용이하므로 오히려 밭콩 재배
보다 더 높은 수량을 올릴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있다.

재배적지의 선정
일반적으로 논은 낮은 지대의 평야지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수위가 높고 물 빠짐이 좋
지 않기 때문에 적지에 재배하지 않을 경우 과습으로 인한 피해와 병해로 콩 재배를
실패하게 되므로 재배적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논콩 재배적지 선정 시에는 위치, 지
형, 토양배수, 토성, 지하수위, 경사도, 유효토심●●● 등 포장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선정해야 한다.
재배적지 추천을 위하여 지형, 토양배수, 토성, 유효토심, 경사, 지하수위 이상 6개 요
인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각각 1∼4점을 배점하여 최고 24점, 최저 12점으로 하여 22
점 이상은 1급지(적지), 20∼21점은 2급지(적지), 18∼19점(가능지), 16점 이하는 부적지
로 추천하였는 바, 우리나라 논 면적 중 31%가 콩 재배적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배
적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침수 우려가 없고, 비가
그친 후 24시간 내에 물 빠짐이 가능할 정도로 배수가 양호한 토양이 좋으며, 침수에
대비하여 지대가 약간 높고, 경사가 있는(0∼7%) 지대의 논이 유리하다.
(1994년, 국립농업과학원)

<표 5-1> 콩 재배적지 토양의 입지조건

지형

경사도

토성

토심

배수성

평탄지,
약간 경사지

< 15%

사양토~식양토

> 100㎝

양호

(1989년~1993년,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표 5-2> 콩 재배적지 판정기준

1.지형

배점

3.토성

배점

5.경사

배점

평탄지
대지, 선상지
곡간 및 산록경사지
하상지, 사구지

4
3
2
1

(미사)사양질
(미사)식양질
사질, 사약질
식질

4
3
2
1

0~2
3~7
8~15
14~30

4
3
2
1

2.토양배수

배점

4.유효토심(㎝)

배점

6.지하수위(㎝)

배점

약간 양호
약간 불량
불량
매우 불량

4
3
2
1

> 100
50~100
20~50
< 20

4
3
2
1

> 100
50~100
20~50
< 20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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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성질(토성)은 모래참흙(사양토), 참흙(양토) 및 질참흙(식
양토)이 적지이다. 사질토는 양분 보유능력이 낮아 생육이
나쁘고, 물 빠짐이 빨라 가뭄 피해가 우려된다. 식질토는 점
토 함량이 많아 수직배수가 어려우므로 과습으로 인한 피
해를 받기 쉽고 피해를 받지 않아도 통기성이 좋지 않아 생
육이 불량하다. 지하수위가 높으면 습기로 인한 피해가, 낮
으면 가뭄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당한 지하수위는 40∼60
㎝이고, 장마 시 비가 멈춘 후 3일 이내 지하수위가 50㎝
이하로 낮아져야 과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장마가 멈춘 후 3일 이내에 50∼60㎝의 구덩이를
Tip
●

토양공극율
토양의 전용적을 100으로 하고
그로부터 고상율을 뺀 것.

파서 관찰하였을 때 완전히 물이 빠져 있으면 과습으로 인
한 피해의 발생우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도 무방
하다. 또한 경지정리를 한 평야지에서는 주위의 논보다 다
소 높고 배수가 잘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토양관리
가. 흙갈이(경운) 및 토양개량
●●

작토층
작물의 뿌리가 분포되는 표층
흙.

논에서 콩 재배 시에는 반드시 깊이 갈이(심경)를 해야 한
다. 깊이 갈이를 하게 되면 토양의 공극율●, 토양경도 및
투수성 등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여 포기 수확보 비율(입
모율) 향상과 더불어 뿌리의 생육을 왕성하게 한다. 특히
논 토양의 통기성을 좋게 하여 콩의 일생 동안 필요한 질
소량의 30∼70%를 공급하는 근류균의 증식에 많은 도
움이 되며, 건토효과로 암모니아태 질소와 칼슘과 마그네
슘 같은 염기함량이 풍부해 지는 장점이 있다. 논에서 흙

●●●

연작장해
해마다 계속적으로 같은 작물
을 재배함으로써 작물이 피해
를 입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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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이 작업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논은 대부분 점질토
양이므로 흙갈이 후 비가 오면 작토층●●이 굳어져 배수가
불량해지므로 파종이 많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한 주

간 날씨예보를 유념하여 흙갈이 후 곧바로 파종을 해야 적기에 파종할 수 있다. 콩은
타작물에 비하여 연작장해●●●는 비교적 적게 받는 편이지만, 이어짓기(연작)로 산성
화된 토양을 중화하여 pH를 6.5∼7로 조절할 필요가 있고 특히 석회는 칼리질 비료
의 흡수를 돕고 질소질 비료의 지나친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2∼3년에
한 번씩 석회를 살포(150∼200㎏/10a)하면 상당한 수량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석
회 살포 시 반드시 주의할 점은, 파종하기 최소 2주 전에 살포를 해야 석회가 물 흡
수 시 발생하는 고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퇴·구비의 시용량은 종류와 썩
힘(부숙) 정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토양 유기물 함량이 1.6∼2.5%일 경우에는
1,200㎏/10a, 2.6% 이상일 경우에는 1,000㎏/10a이다. 결론적으로 유기물 및 석회
시용 등 토양개량 없이는 250∼300㎏/10a 수준의 다수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표 5-3> 콩 재배적지의 토양화학성

pH
(1:5)
6.5~7.0

OM
(%)
2.0~3.0

Av.P2O5
(ppm)
6.5~7.0

(1994년, 국립농업과학원)

Ex.(cmol+/㎏)
K
Ca
0.45~0.55
6.0~7.0

Mg
2.0~2.5

CEC
(㎝ol+/㎏)
10~15

나. 비료주기(시비)
논은 유기물 함량이 밭보다 높으므로 밭콩 재배 시 표준시비량(성분량)인 N-P2O5K2O : 3-3-3.4㎏/10a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상부 생육이 왕성하여 지나치게 웃자라
기 때문에 쓰러질 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논콩 재배 시는 토양검정에 의하여 비료
량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시비 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을 의뢰
하여 그에 따른 시비처방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논에서는 인산 함량이 부족한 경우
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용성인비를 증비하여야 한다. 논 재배 시 파종기가 늦어질 경
우에는 적응 품종을 재배하여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부지역에서는 남풍,
우람, 참올 등이 수량 감소가 적어 유리하며 이들 품종은 남부지역 초상일인 10월 하
순 이전에 수확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다. 반면 새단백, 태광 등의 품종
은 파종기가 늦어질 경우 적정 파종기에 비해 수량이 60% 수준으로 감소하며, 대원,
천상 등은 숙기가 10월 하순까지 늦어져 서리피해를 입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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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수로 설치
배수로는 콩 재배 논의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장마기간이나
집중호우 시에 침수가 되지 않고 지표배수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지표수의 잔류일수가 1일 이상, 강우
후 3일에 지하수위가 40㎝ 이내면 과습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매우 높다. 출아 시 과습으로 인한 피해는 포
기 수확보 비율(입모율)을 저하시키고, 꽃이 피는 시기와 꼬
투리가 맺히는 시기의 과습으로 인한 피해는 수량에 큰 손
실을 입히므로 지표배수가 신속히 잘 되도록 설치해야 한
다. 규모가 0.5㏊ 이상 큰 논은 가장자리에 50∼80㎝ 깊이
의 큰 배수로를 설치하고 중간에 작은 규모의 배수로를 여
러 개 설치하여 신속한 지표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물빼
기(배수)가 잘 되고 침수의 우려가 없는 논에서는 평휴● 상태
에서 파종한 후 이랑을 갈고 흙을 북돋아(중경배토)주면 별
도의 배수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Tip
●

평휴(平畦)
두둑을 평평하게 낸 이랑. 주로
비가 적게 오거나 물이 잘 빠지
는 밭에서, 토양 속의 물이 오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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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품종의 선택

품종선택 시 고려사항
콩의 품질과 수량은 품종과 재배환경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므로 품종선택은 콩
농사의 일차적인 성패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상 및 토양, 생산목적, 재배순
서(작부체계) 등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다. 동일한 품종이라도
재배지역에 따라 생육기간 및 콩알의 크기가 달라지고 병충해의 발생양상도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품종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생산목적에 있어서도 자가소비를 목
적으로 할 경우에는 다수확 품종을 재배하면 되겠지만, 정부수매나 판매를 목적으
로 할 경우에는 용도별 품질규격에 적합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품종선택에 신
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논은 토양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밭에서 콩을 재배할 경
우보다 익음 때(성숙기)가 5∼7일 정도 늦어지므로 재배순서(작부체계) 상 전·후작
재배작물을 고려하여 적기 파종 및 수확이 가능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논 재배에 적합한 품종 특성
논 토양은 수분이 많고 비옥하여 과습으로 인한 피해와 쓰러짐 발생의 우려가 높지만
재배기술적으로 과습으로 인한 피해와 쓰러짐을 잘 예방하면 밭 재배보다 포기 수확보
비율(입모율)도 좋고 생육이 양호하고 콩알이 굵어지기 때문에 수량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소립씨앗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나물용 콩보다는 장류용이나 밥밑용 같은 중대
립종을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옥한 논 토양의 적당한 수분조건에서 조생종은 초기
생육이 왕성하여 유리하나 만생종은 웃자라는 경우가 많고, 수확기가 늦어지므로 논
재배에서는 조생종이 만생종보다 유리하다. 과습으로 인한 피해, 불마름병 등에 강한 논
재배 적합 품종으로는 대풍콩, 신기콩 및 풍원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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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논 재배 적응 주요 콩 품종 특성

용도별
장
류
용
나
물
용
밥
밑
용

성숙 내도 100립중 씨껍질 배꼽색
시기 복성 (g) (종피)색
대원콩 늦음 약
25
황
황
태광콩 늦음 중
24
황
황
대풍콩 늦음 강
20
황
갈
신기콩 늦음 강
21
황
황
풍산나물콩 늦음 중
11
황
황
풍원콩 보통 강
11
황
황
소원콩 보통 중
10
황
담갈
일품검정콩 보통 중
28
흑
흑
청자콩 늦음 약
30
흑
흑
청자3호 늦음 약
32
흑
흑
품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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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성 및 유의사항
등숙특성 양호, 입질 우수
SMV의 괴저 약함, 입질 우수
다수성, 내재해성 우수
내재해성 우수, 입질 우수
내습성 강, 논재배 시 대립화 우려
다수성, 쓰러짐에 강, 중생종
SMV에 약함, 입질 우수
SMV의 괴저 약함, 다수성
녹떡잎, 쓰러짐 우려
녹떡잎, 다수성, 열피현상 우려

03

재배기술

파종작업
가. 파종시기
논에서 콩 재배 시 적정 파종시기도 ‘제4장, 콩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에서 기술한 내용
에 준한다. 다만 논은 토양수분 함량이 높아 너무 일찍 콩을 파종하면 영양생장기간이
길어져 지나치게 웃자라기 때문에 쓰러질 우려가 매우 높다.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
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홑짓기(단작)재배의 경우는 6월 상순, 이모작 재배는 6월 하순
경에 파종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기상여건 및 재배순서(작부체계) 등
으로 인해 파종이 지연될 경우, 중부지역에서 논콩 파종 한계기는 7월 20일까지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보다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늦어
도 7월 10일 이전까지는 파종을 마치는 것이 좋다. 콩은 발아 시 과습으로 인한 피해를
심하게 받으면 발아가 불량해지고 그 영향이 수확기까지 지속되는데, 논은 지하수위가
높고 배수가 불량한 곳이 많으므로, 파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토양이 과습할 때를 피
하여 파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습한 토양에서는 급격한 수분흡수로 발아율
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므로 파종하기 전에 종자의 수분 함량(14∼17%)을 서서히 높
인 다음 파종하면 발아율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상온의 상대습

극심한 산소 부족

산소 부족

충분한 산소 공급

<그림 5-1> 콩 발아 시 과습 정도에 따른 떡잎의 활력상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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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0%(포화)인 어두운 곳에 종자를 24시간 정도 두거나,
상온인 육묘장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2∼3일 정도 놓아두면
되는데,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보관이 어려우므로
파종 직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나. 파종방법
콩 파종 전에 이랑(고휴)을 만들어 파종하는 방법과 평휴
로 파종 후 1차 배토를 겸하여 하는 방법이 있는데, 명거
배수와 지하배수가 잘되는 포장에서는 평휴상태에서 파
종 후 1차 배토 시 배수로를 만들면 되지만 파종 후 비가
많이 올 경우 과습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높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배수로를 겸한 이랑(고휴)을 만들어 파
종을 한다. 과습으로 인한 피해와 쓰러짐이 가장 큰 수량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논콩 재배 시 안정적인 수량 확보
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휴재배(1∼2열)를 하는 것이 유리하
며, 기계화 재배 시 기계폭을 고려할 때, 이랑넓이는 65∼
70㎝가 적당하다.
300
250

●

수생잡초
연못, 호수, 개울, 저수지나 모
든 수로의 수중에서 생육하
는 잡초.

수량(㎏/10a)

200
Tip

247

150

230
201

100

194
189

50
●●

습생잡초
습윤한 토양수분 조건 하에서
가장 양호한 생육을 하는 잡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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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고휴1열

평휴2열

평휴4열

평휴6열

<그림 5-2> 작휴방법에 따른 콩 수량 비교

평휴

다. 재식밀도(파종량)
파종량은 100립중에 따라 다른데, 현재 콩 장려품종의 100립중은 대체로 12∼25g 정도
에 속하므로 동일한 심는 간격(재식밀도)에서도 100립중에 따라 씨앗소요량이 다르다.
이랑너비(휴폭)를 60㎝, 그루사이(주간거리)를 20㎝로 하여 2알씩 파종할 경우 10a당
16,000립, 기계화재배를 고려하여 휴폭을 65∼70㎝, 주간거리를 15㎝로 하여 2알씩 파
종할 경우 10a당 18,000∼20,000립 정도 소요된다.
선행 연구결과 논에서 콩 재배 시 장류용 콩은 16,500∼19,500개체/10a, 나물용 콩
은 22,000개체/10a에서 최고수량이 나왔다. 재식밀도는 100립중과 파종시기, 토양
비옥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논 재배에서는 밭 재배 시보다 15∼25% 정도 성글
게 심는(소식) 것이 좋다. 보통 논콩 재배 시 알맞은 재식개체 수는 16,000∼20,000개
체/10a이며, 10a당 필요한 씨앗량은 일반콩이 5∼6㎏, 소립종인 나물용 콩은 3㎏이다.
(2002년, 국립식량과학원)

<표 5-5> 논에서 콩 재배 시 심는 간격에 따른 수량성

심는 간격(㎝)

60×15

70×15

60×20

70×20

비고

수량(㎏/10a)
지수

272
100

298
110

303
111

280
103

태광콩
태광콩

생육 중 관리작업
콩의 생육 중 주요 관리작업에는 잡초방제, 중경배토, 순지르기 및 추비(웃거름) 등
이 있으며, 제4장에서 이미 자세하게 언급되어 중복되므로 이 장에서는 부가적인 설
명이 필요한 잡초방제, 웃거름 주기 및 과습으로 인한 피해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
록 한다.
가. 잡초발생 양상과 방제법
(1) 논밭돌려짓기(답전윤환) 시 잡초발생 양상
논을 밭으로 전환하여 콩을 재배하면 논 잡초인 올방개, 가래, 벗풀, 올챙이고랭이.
물달개비 등 수생잡초●는 감소하고 밭 잡초인 피, 바랭이, 명아주 등은 증가하는데,
논밭돌려짓기(답전윤환) 1년차에는 피, 바랭이, 방동사니, 한련초 등 습생잡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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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점하며, 2년차부터는 바랭이, 방동사니, 명아주, 피, 깨
풀 등 건생 밭 잡초가 우점하게 되며, 3년차부터는 대부
분의 밭 잡초가 우점하게 되는데, 잡초 발생량은 논밭돌
려짓기 1년차에는 비교적 적으나 2년차부터는 잡초가 급
격하게 증가한다. 논밭돌려짓기로 콩을 재배할 경우 파
종 후 40일까지는 잡초를 방제하여야 수량의 감소를 막
을 수 있으며,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70% 정도의
수량이 감소한다.
(2) 잡초방제

Tip
●

약해(藥害)
약을 잘못 써서 받는 해.

콩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인 잡초방제는 콩
의 초기 생육을 왕성하게 하여 잡초의 발생 및 생육을 억
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콩의 생육이 진행됨에 따라
지표면을 피복하여 차광되기 때문에 대부분 광발아성 씨
앗인 잡초는 발생이 억제된다.
파종 직후에 살포된 토양처리제의 효과는 파종 후 40일
정도 지속되고, 파종 후 40일 이후에는 콩잎이 우거져 잡
초의 발생 및 생육이 억제되어 콩 수량에는 큰 영향이 없
으므로 초기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

건답직파(乾畓直播)
모내기를 하지 않고 물을 대
지 않은 마른 논에 볍씨를 바
로 뿌리는 파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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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논밭돌려짓기에 따른 우점잡초

(1993년, 경북도원)

우점잡초 순위
논밭 잡초건물중
돌려짓기
(g/㎡)
1
2
3
4
1년차
42.2
피
바랭이 방동사니 한련초
2년차
157.7
바랭이 방동사니 명아주
피
3년차
250.6 쇠비름 바랭이 명아주 깨풀

5
깨풀
피

(1993년, 경북도원)

<표 5-7> 논밭돌려짓기 시 잡초방제기간에 따른 콩 수량

잡초방제기간

잡초건물중(g/㎡)

수량(㎏/10a)

지수

무방제
파종 후 20일간 방제
파종 후 40일간 방제
파종 후 60일간 방제
파종 후 80일간 방제
전기간 방제

1,416
470
6.6
0
0
0

83
113
275
278
280
276

30
41
100
101
102
101

(3) 제초제 사용 시 주의사항
현재 시판되고 있는 콩밭 토양처리제초제는 인근 논에 흘러들어 갈 경우에는 벼에
약해●를 입힐 수가 있으므로 많은 비가 예상될 경우 사용을 금하고, 인근 논으로 흘
러 들어가지 않도록 별도의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논에서는 밭보다 토양수
분 함량이 높아 약해의 우려가 있으니 농약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야 한다. 또한 토양처리제초제 중 유제나 수화제는 인근 작물로 흩날리는 양이 많아
약해를 줄 위험이 크므로 인접 논에 벼를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에탈플루라린 유
제, 트리플루랄린 유제 등을 뿌리는 것이 좋다.
생육 중기 제초제인 경엽처리제를 사용할 경우 인근 논으로 흩날리게 되면 심각한 약
해를 입히게 되므로, 콩 생육 중에 발생한 잡초는 중경배토 등을 통해 제초를 하는 것
이 안전하다. 부득이 경엽처리제를 사용할 경우 약 성분이 인근 논으로 흩날리지 않
도록 특별한 주의를 요하며, 특히 건답직파●● 적용 약제를 사용하면 콩에 극심한 약
해를 입히므로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나. 추비(웃거름주기)
콩은 뿌리혹박테리아와 공생을 하기 때문에 식물체가 필요로 하는 질소의 30∼70%
정도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화학비료를 절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친환
경작물이다. 그런데 뿌리혹박테리아는 발아 후 2주 후부터 착생되기 시작하여 꽃필 때
(개화기)∼꼬투리 형성기에 질소고정능력이 최대로 되며, 콩알이 커지는 시기인 씨알비
대기에는 거의 상실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토양 중 질소가 부족하게 되면 콩알의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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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량해진다.
따라서 다수확을 위하여 꽃필 때에 콩의 생육이 불량한
경우에는 생육상황을 고려하여 유안 같은 암모니아태 질
소 4∼6㎏/10a 정도를 웃거름(추비) 주는 것이 좋다.
다. 과습으로 인한 피해 및 대책
과습으로 인한 피해는 토양 중에 과도한 수분으로 인한
근권의 토양산소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콩은 요
Tip

●

●

요수량
식물이 건조물질 1g을 생산
하는데 소요되는 수량.

수량 이 많아 가뭄에 매우 약한 작물이지만, 또한 뿌리와
근류(뿌리혹박테리아)의 산소 소비량이 다른 작물에 비해
많기 때문에 습기로 인한 피해에 매우 약한 작물이기도
하다.
<표 5-8> 주요 작물의 산소 소비량

작물
뿌리
근류

콩
옥수수
수수
율무

20∼30℃의 산소 소비량
(㎕ O2/g/min)
2∼4.3
10∼30
0.8∼1.8
1.4∼2.4
1.6∼2.8

논 토양은 환원상태로 공기유통이 잘 안되는데다가 특히
우리나라의 기상여건상 7∼8월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콩 수량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배
수가 불량한 논에서는 강우 중에 또는 강우 후에도 과습
조건이 오래 지속되므로 과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데, 이로 인한 수량감소는 생육 초기보다는 꽃필 때(개화
기)∼씨알(종실)이 커지는 시기에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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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습으로 인한 피해대책으로는 물 빠짐이 좋은 논을 선택하고 앞서 설명한 논 재배
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해야 하며, 줄기와 잎의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주기(배
토)와 순지르기를 하고, 배수로를 설치하여 고인 물을 제거하고 병해충 방제를 철저
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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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논밭돌려짓기(답전윤환)

논밭돌려짓기(답전윤환)는 작물생장의 기반인 땅심(지력)
을 향상시키고 벼와 콩 모두 수량을 높일 수 있으며 물담
김(담수)과 마른논(건답)의 반복으로 토양병해충(특히 토
양선충)과 잡초를 생태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환경 친화
적인 재배기술이라 할 수 있다. 윤환밭과 보통밭의 토양 3
상 분포는 전형적으로 상이하여 윤환밭의 기상비율은 보
통밭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하층토일수록 더욱 낮아지며
전환하여 밭으로의 기간이 길수록 보통밭에 가까워진다.
윤환 후 토양화학성은 토양물리성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는데, 처음에는 건토효과에 의하여 암모니아태 질
소가 많이 생성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되어 보통밭
과 유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논에서 콩 재배 1년차에는 밭 재배보다 수
량이 높고, 2년차에는 밭 재배와 수량차이가 없으며,
3년차에는 수량이 감소한다. 또한 논에 콩을 1년 재배한
후보다 2∼3년 재배한 후 다시 벼를 재배하는 것이 벼 수
량이 더 높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논밭돌려짓기는 논을
밭으로 전환하여 2년간 콩을 재배하고 난 뒤 다시 벼를 1
년간 재배하는 방식이다[콩 재배(2년)-벼 재배(1년)-콩 재
배(2년)].

210 ● 농업기술길잡이 콩

<표 5-9> 논에서 콩 재배연차별 생육 및 수량

품종

대풍

신기

전환
년차
1년
2년
3년
밭
1년
2년
3년
밭

줄기 길이
(㎝)
48
54
52
52
65
78
76
73

경태
(㎜)
7.0
8.2
7.2
7.4
6.7
7.2
7.5
7.0

(2009년, 국립식량과학원)

주경
절수
13.8
14.8
13.8
14.5
15.8
17.3
16.9
16.9

가지 수 꼬투리 수
(/주)
(/주)
3.1
46
3.3
53
3.1
49
3.5
43
3.3
40
3.3
42
3.4
50
3.3
32

립수
(/주)
96
112
101
95
78
82
99
61

백립중 씨알수량
(g)
(㎏/10a)
21.1
278
21.6
255
22.3
237
19.0
257
23.9
214
22.2
196
22.2
149
18.8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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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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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논에서 콩 안전 재배기술

1. 재배적지 선정 및 토양관리
▶ 콩은 단백질의 주성분인 질소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대표적인 친환
경 작물일 뿐만 아니라, 밭작물 중 논토양 적응성 측면에서 유리한 작물임.
▶ 배수가 양호한 토양이 좋으며, 침수에 대비하여 지대가 약간 높고, 경사가 있는(0
∼7%) 지대의 논이 유리함.
▶ 토성은 모래참흙(사양토), 참흙(양토) 및 질참흙(식양토)이 적지임.
▶ 콩은 타작물에 비하여 연작 장해는 비교적 적게 받는 편이지만, 연작으로 산성화
된 토양을 중화하여 pH를 6.5∼7로 조절할 필요가 있음.

2. 품종의 선택
▶ 콩의 품질과 수량은 품종과 재배환경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므로 품종선택은 콩
농사의 일차적인 성패 요인임.
▶ 소립 씨앗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나물용 콩보다는 장류용이나 밥밑용 같은 중대
립종을 재배하는 것이 유리함.
▶ 적당한 수분조건에서 조생종은 초기 생육이 왕성하여 유리하나 만생종은 웃자라
는 경우가 많고, 수확기가 늦어지므로 논 재배에서는 조생종이 만생종보다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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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배기술
▶ 홑짓기(단작)재배의 경우는 6월 상순, 이모작재배는 6월 하순경에 파종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함.
▶ 콩 재배 시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이랑재배(1∼2열)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기계화 재배 시 기계폭을 고려할 때, 이랑넓이는 65∼70㎝가 적당함.
▶ 꽃필 때에 콩의 생육이 불량한 경우에는 생육상황을 고려하여 유안 같은 암모니
아태 질소 4∼6㎏/10a 정도를 추비(웃거름) 하는 것이 좋음.

4. 논밭돌려짓기(답전윤환)
▶ 논밭돌려짓기(답전윤환)는 작물생장의 기반인 지력을 향상시키고 벼와 콩 모두
수량을 높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논에서 콩 재배 1년차에는 밭 재배보다 수량이 높고, 2년차에는 밭 재
배와 수량차이가 없으며, 3년차에는 수량이 감소함.
▶ 가장 이상적인 논밭돌려짓기는 논을 밭으로 전환하여 2년간 콩을 재배하고 난 뒤
다시 벼를 1년간 재배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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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콩 생력기계화
재배기술
우리나라의 경우 콩 수확시기가 대부분 9~10월에 집중되어 있어 이 시기에 벼 수
확과 마늘, 양파 등의 재배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농가에서의 노동력 절감이 더
욱 절실하다.

1. 콩 생력기계화 재배의 현황 및 문제점
2. 생력기계화 재배기술
3. 최소경운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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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콩 생력기계화 재배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에서의 콩 재배는 여름작물의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밭의 지력증진을 위한 전·
후작의 재배순서(작부체계)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작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1975년 이후 콩의 수요량은 연간
6.9%씩 증가되어온 반면, 다른 작물에 비해 열등한 소득
률과 생력화의 한계로 재배면적은 2007년 이후 매년 7만
㏊ 전후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단위면적당 생산량
은 2009년 198㎏/10a로 정점을 보이고 있으나 매년 기상
상황에 따라 소폭의 변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국제화 및 무역의 자유화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
방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콩 생산의 국제 경쟁
력을 최대한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우리나라의
10a당 콩 생산비는 미국과 비교할 때 약 6배 정도인데 그
중에서 노력비가 46.1배로 가장 높아 콩 재배의 생력화에
대한 요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비 격
차를 줄이는 것이 국산 콩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가장 중
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생력기계화 재배의 발달과정 및 전망
가. 생력기계화 재배의 발달과정
콩 생력기계화 재배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경운기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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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면서 시작되었다. 주로 파종작업의 생력화에 대한 연구로서 보리골 산파 또는
경운기 조파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들어서 파종작업 이외에 관리 작업
에 대한 생력재배 연구가 행하여졌으나 대부분이 경운기 등 소형 농기계를 이용한
파종작업의 생력화가 중심이 되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생력기계화 재배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경운기 중심, 트
랙터 중심 및 최소경운 트랙터 중심 기계화 일관작업 기술체계 확립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기계 개발이나 농가 보급률이 낮아 아직까지 많은 농가에서의 콩 재
배는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1> 생력기계화 일관작업 체계의 발달

파종작업

로터리
세조파종기

비료살포기
로터리
줄뿌림(점파) 파종기

관리작업

수확작업

경운기 중심 (1991년, 작시)
바인더
동력분무기
투입식 탈곡기
관리기
씨앗선별기
트랙터 중심 (1995년∼, 작시)
고성능 분무기
중경배토기

Plot 콤바인
씨앗선별기

생력화정도(%)

88.5

94.9

최소경운 트랙터 중심 (1997년, 작시)
비료살포기
줄뿌림(점파)
파종기

고성능 분무기
중경배토기

Plot 콤바인
씨앗선별기

95.3

나. 기계화 재배의 전망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콩이나 땅콩은 벼나 보리에 비하여 기계 개발 및 보급
률 저하로 기계화에 의한 노력절감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진흥
청에서는 그 동안의 시험결과를 토대로 하여 아래와 같이 작업단계별 노력절감 목
표를 세워 놓고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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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주요 작물의 10a당 노력시간의 변화

작물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벼
겉보리
콩
땅콩

128
83
123
176

93
57
96
146

60
32
80
128

21
14
48
88

16(13)
10(13)
26(21)
79(45)

* ( )는 1970년도 대비 지수

(단위 : 시간/10a)

<표 6-3> 향후 콩 재배 시 생력기계화 전망

작업단계

1992년

2015년

계

75.3(100)
20.0(28)
20.8
4.0
파종 및
(경운기+세조파기+
(기계파종+비료및퇴비살포기)
비료주기
인력시비)
20.6
8.0
포장관리
(제초제+인력배토)
(중경배토기+고성능분무기)
33.9
8.0
수확·건조 (인력예취+투입식탈곡기+
(콤바인+선별기
선별기+천일건조)
+건조기)

생력기계화 재배의 제한 요인
가.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영농규모가 영세하다.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경영 규모가 영세하여 농기계 작업
이 곤란하다.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콩 재배
밭은 전체 69%가 산간지 또는 중간지에 위치하고 있었으
며, 재배규모별로 볼 때 조사 농가의 96%가 0.5㏊ 이하의
콩을 재배하고 있었다.
<표 6-4> 콩 재배 포장의 입지조건 비율

산간지

중간지

평야지

계

26%

43%

31%

375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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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콩 재배 규모별 농가비율

0.1㏊ 이하

0.1~0.3

0.3~0.5

0.5~1.0

1.0~2.0

2.0㏊ 이상

계

73.2%

17.2

5.8

2.7

0.8

0.3

100

나.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다.
콩은 맥류에 비하여 소득과 가격 경쟁력이 높지만 가격의 등락폭이 크며 노동시간이
비교적 많이 투하되어 생력기계화의 의미가 크다.
(2010년, 통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2010년, 농촌진흥청)

<표 6-6> 경쟁작물 간의 소득수준

구분

벼

보리

콩

풋옥수수

참깨

노동시간(시간/10a)
경영비(원/10a)
소득(원/10a)

16.1
388,068
434,162

10.4
212,146
117,851

25.8
178,649
628,568

60.1
453,078
765,698

50.9
250,591
629,688

다. 밭작물에 대한 기계화율이 매우 낮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벼농사 중심으로 농기계가 개발, 보급되어 있으며, 기계화율이
벼나 보리는 98% 정도 되나 콩은 2016년 현재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콩의 경우
기계화는 크게 파종, 관리작업 및 수확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파종작업은 트랙
터 부착용 점파 파종기의 개발보급으로 콩 재배농가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중경배토
기와 수확기종은 국내개발 기종이 미흡한 상태에 있어 많은 농가가 인력에 의존하
고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표 6-7> 콩의 작업단계별 노동력 투하시간

작업단계

작업내용

소요시간
(시간/10a)

파종준비 및
파종관리 수확,
건조 및 조제

씨앗준비, 시비, 경운정지, 파종
제초제 산포, 중경배토, 병충해 방제
예취탈곡, 건조, 선별
계

16.3(30)
12.9(24)
24.9(46)
5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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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용 국산콩 자급률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
배규모별 적합한 중·소형 및 대형 농기계의 개발과 시험
장 연구 및 농가실증을 통해 확립된 콩 생력기계화 일관
작업체계 기술을 일반 콩 재배농가에 시급히 보급해야
할 것이다.
<표 6-8> 농기계 보급률의 비교

(단위 : %)

국명

경운기

트랙터

방제기

바인더

콤바인

건조기

한국
일본

68
55

9
58

45
50

5
33

6
34

4
33

* 한국 1998년, 일본 1992년 통계

라. 작물의 집단화가 어렵다
밭은 논과 달라서 농가가 경작하는 개개의 밭 조건 즉, 기
상, 지형, 토양 등의 조건이 다르므로 토지의 능력도 같지
않다. 따라서 작물의 종류도 많고 지목의 구성도 복잡하
여 집단화에 의한 동일 종류의 작물의 대면적 재배는 논
과는 달리 단순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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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생력기계화 재배기술

콩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기계화 재배는 파종작업, 관리작업 및 수확작업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생력화 재배에 대한 연구결과를 작업단계별로 요약 정
리하여 보기로 한다.

비료, 퇴비
제초제 살포
씨앗준비

경운 및 정지
파종
제초제 살포
(복토 후)

중경
배토

병충해
방제

수확 및
탈곡

선별
건조

시기

5월 상중순

5월 중순~
6월 상순

7월 상순

1차
7월 하순~8월 상순
2차
8월 하순~9월 상순

9월 하순~
10월 상순

10월
상중순

투입
농기계

비료살포기
동력분무기

트랙터
부착용
줄뿌림
파종기

중경
배토기

동력
분무기

콤바인

정선기
건조기

<그림 6-1> 콩 생력기계화 일관작업체계 흐름도

파종작업의 생력화
가. 점파식 파종기를 이용한 생력파종
1970년대에 경운기가 보급되면서 인력과 축력에 의존하던 농작업의 기계화가 시작되
었으며 본격적인 기계화연구는 1980년대에 와서야 시작되어 트랙터 로터리를 이용한
보리골 산파 및 전면산파가 인력점파에 비하여 90∼93%의 생력화 정도를 나타냈으
며, 90년대 초에는 트랙터 부착용 줄뿌림 파종기가 개발되어 갈이(경운), 흙부수기(쇄
토), 파종 및 흙덮기(복토)의 동시작업이 가능하고, 심는 간격, 파종밀도 등이 임의로
조절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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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농가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트랙터 부착 줄뿌림
파종기는 맥류나 건답직파 등 범용으로 널리 사용할 수가
있고 노력시간의 생력적 측면에서도 우수하나, 파종립수
의 조절이 어려워 출현간격이 불규칙한 단점이 있다. 반면
점파식 파종기는 생력적 측면에서도 줄뿌림 파종기와 대
등하며 파종의 정밀도가 높아 출현간격이 균일하므로 기
상재해 대비 안정적인 수량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파종기
의 탈부착이 쉬워 중·소면적 재배 시는 1∼2조로 조합하
여 인력기계점파, 3조로 조합할 경우 관리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고, 대면적 재배 시는 6∼8조로 조합하여 트
랙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어, 재배규모별 다양하게 적
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6-2> 파종 전 비료 살포 및 경운 파종
<표 6-9> 기계파종 방법별 출현 및 노력시간

파종방법

입모 간격
(㎝)

입모 수
(개체/㎡)

파종노력
(시간/10a)

수량
(㎏/10a)

인력기계점파
트랙터 부착 점파기
트랙터 부착 줄뿌림파종기
인력파종(관행)

9~11
9~11
4~32
8~11

17.3
23.1
21.2
23.6

2.7(17.2)
2.0(12.7)
2.0(12.7)
15.7(100)

261
264
255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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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콩 재배 총 작업시간은 54.1시간/10a가 소요되고 있으며, 그 중 파종작업시
간이 30%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트랙터 부착 점파파종기의 파종노력 절
감효과는 인력 관행 대비 87%의 생력화 정도를 나타내었다.
(단위 : 분/10a)

<표 6-10> 기계화 파종 시 생력화 정도

구분

제초제 살포*

경운+정지

시비

파종

계

경운
최소경운
인력관행

12.4
-

23.3
240

5.5
5.5
216

27.7
27.8
522

56.4
45.7
978

* 파종 전 기존 잡초방제

콩 수확작업 능률이 높은 범용콤바인은 논 재배에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 즉, 콩 재배
시에는 배수를 위한 휴립재배가 필수적이나 콤바인의 궤도바퀴가 휴의 폭과 일치하지
않아 수확작업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콤바인 궤도바퀴가 두둑에
안전하게 오를 수 있고 예취부 폭에 맞는 1휴 2열 재배(휴폭 65㎝와 배수골폭 40㎝ 작
조, 파종 시 작업단위인 2휴의 외측열간 간격 125㎝) 시 수확작업이 용이하다. 주간 적정
재식 간격은 수량성이 높고 기계수확에 장애요인인 도복이 거의 없으며 착협고가 양호
한 30㎝이며, 재식밀도 기준으로 12,500본/10a가 적당하다.
<표 6-11> 주간거리별 수량 및 주요 특성

(2012년~2013년, 국립식량과학원)

주간거리(㎝)
구분

11
(33,000본/10a)

15
(25,000)

20
(19,000)

25
(15,000)

30
(12,500)

수량(kg/10a)

308 b

323 ab

323 ab

348 a

344 a

착협고(㎝)

15.2 a

13.6 a

10.3 b

9.8 b

9.4 b

도복(0~9)

7.2 a

5.5 ab

3.8 b

0.5 c

0.3 c

* 시험품종 : 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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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013년, 국립식량과학원)

외측 열간 거리

포기 사이

두둑폭

골폭

<그림 6-3> 콤바인 기계수확을 위한 파종 모식도

나. 기타 기계를 이용한 파종법
기계를 이용한 기타 파종방법으로서 무경운 보리골산파, 휴
립광산파 및 전면산파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 있으므
로 여기서는 무경운 또는 최소경운 조파에 대해서 중점적
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1) 무경운 또는 최소경운 조파
무경운 조파는 밭을 갈지 않고 콩을 줄뿌림하는 방법이며,
최소경운은 밭을 최소한으로 갈아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
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경운 조파는 맥후작 콩 파종 시 보리
수확 후 밭을 갈지 않고 바로 콩 파종을 함으로써 노력절감
과 파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 밭을 갈지
않은 상태에서 경운기 또는 트랙터 부착용 줄뿌림 파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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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직접 파종하는 방법인데, 경운기 또는 트랙터 부착용 줄뿌림 파종기 자체
에 붙어있는 로타베이타에 의해 최소한의 로터리 작업이 이루어 진 다음 파종이 되므로
최소경운 조파라고도 말하며, 수확물 잔재를 포장전면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을 전제로
한 파종방법이다.
최근에는 미국을 비롯한 브라질, 멕시코 및 유럽 각국에서 최소경운 재배법이 급속하게
보급되어 재배면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 농무성에서는 최소경운 재배
법을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유효한 토양침식의 방지책 이라고 하여 보급을 장려하고 있
다. 그들의 추정에 의하면 1974년도 최소경운 재배면적이 220만㏊이던 것이 2007/2008
년도에는 2,650만㏊ 즉 미국 농경지의 19%에 달하였다. 일본에서도 최소경운 재배 연구
가 수행되어 관동, 북해도 등의 전작물지대에서는 최소경운 재배의 도입 가능성이 인정
되고 있다. 따라서 최소경운 파종에 대해서 국립연구기관, 현 시험장 및 민간의 연구기관
에서 많은 기계가 개발되었고 또 실용성이 검증되어 시판단계에 있다. 일본에서 최소경
운 파종에 대한 연구는 앞작물 수확 후 조기파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의 윤작체계에
도 콩을 도입하기 쉽고, 강우 후에도 작업이 가능하여 적기파종 및 작기 확대가 용이한
점과 경운 작업의 생략으로 생력효과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관리작업의 생력화
콩 재배에 있어서 생육 중 관리작업에는 중경배토, 잡초방제 및 병충해방제가 있으
나 생력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중경배토와 잡초방제
작업이며, 96%의 생력화율을 보여 파종이나 수확작업에 비해 더욱 큰 노력 절감효
과가 있었다.
(단위 : 시간/10a)

<표 6-12> 관리작업의 노동력 절감효과

구분

중경배토

잡초방제

병충해방제

계

기계화
관행

0.2
1.5

0.1
7.1

0.3
4.3

0.6(4.6)
12.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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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잡초방제
(1) 잡초의 영향
잡초는 작물의 수량감소 뿐만 아니라 농작업의 능률을 저
하시키며 독성물질 분비로 인한 농작물에 생리적 장해를
주기도 하고, 또한 콩을 가해하는 곤충들과 식물 병원균을
옮기는 선택적인 기주로서의 역할도 하고 기계수확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잡초방제는 농사의 성공을 좌우하
는 중요한 요인이다. 과학기술부(1994년)에서 우리나라 여
름농사 포장잡초 발생분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형태적
특성별로 본 건물중은 광엽잡초(75.4%)>화본과(22.1%)>사
초과(2.5%) 순으로 광엽잡초가 가장 많았고, 생활형태별 건
물중은 1년생(62.8%)>다년생(21.3%)>2년생(8.2%) 순으로 1
년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잡초방제를 하지 않으면 보통
32∼77% 정도의 콩 수량감소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미국에
서는 잡초에 의한 콩의 수량 감소를 돈으로 환산하면 매년
약 19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에다 잡초방제에 소요
되는 비용 11억 달러를 합하면 연간 30억 달러로서 이 비용
은 다른 생물학적 방제비용보다 많다고 한다.
(2) 생력 잡초방제
콩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름철 밭작물로서 1모작 재배
시는 파종시기가 빠르고 생육기간이 길어 잡초와의 경합기
간이 길며 인력에 의한 잡초방제는 다른 작물과의 노동력
경합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인력으로 잡초를 방
제할 경우에는 전체 콩 재배노력의 약 19%가 소요될 정도
로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고,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대책으로서 작물 생산 시 생력화, 기계화
등이 중요시됨에 따라 제초작업의 생력화가 시급한 당면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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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초제는 생력재배법의 필수요인으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없
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인이므로 콩 재배 시 생력화를 위한 콩 전용으로 등록된 제
초제의 사용은 더욱 확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가지의 제초제만을 사
용하여 잡초를 완전히 방제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방제비용이 적게 들고 제초효
과가 우수한 콩 전용 제초제를 선발하여 함께 쓰거나 체계적 처리를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표 6-13> 배토 및 제초제를 이용한 콩밭 잡초방제 체계 효과

구분
무배토
배토 1회(V3)
배토 2회(V3, V7)
제초제+배토(V7)

잡초방제가
(%)
99.0
89.9
94.4
97.9

(1997년, 전북도원)

수량
㎏/10a
266
309
298
304

지수
100
116
112
114

한편 제초제에 의한 잡초방제와 현재 농가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다목적 관리기 또
는 트랙터 부착용 중경배토기를 이용하면 콩밭 잡초방제 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데, 위 표에서와 같이 무배토(인력제초)에 비하여 배토처리에서 12∼16% 증수되었고
배토 1회 처리에서 16% 증수와 잡초방제가 89.9%로 노력 생산비 절감과 수량을 감안
할 때, 콩 파종 직후 토양처리 제초제를 처리하고 본엽 2∼3엽기에 1회 배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제초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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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종 전 토양처리 제초제 살포

최소경운 파종 후 제초제 살포

<그림 6-4> 기계를 이용한 토양처리 제초제 살포 방법

나. 중경배토
북주기(배토)를 하면 물 빠짐과 토양 속의 통기가 좋아지
고 지온 조절 및 쓰러짐 방지의 효과가 있으며 잔뿌리(부
정근) 발생을 조장하여 콩의 생육과 결실을 좋게 함으로
써 최종적으로는 수량을 증가시킨다. 북주기(배토)는 보
통 갈이작업(중경)과 동시에 실시하며 대규모 재배에는
동력을 이용하는데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다목적
관리기 또는 최근에 개발된 트랙터 부착용 중경배토기를
이용하면 중경배토 작업에 소요되는 노력 및 비용을 줄
일 수 있다. 기계를 이용한 배토 즉 다목적 관리기나 트랙
터 부착용 중경배토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작업의 편리성
과 식물체의 기계적 상처를 피할 수 있도록 콩의 이랑간
격을 표준보다 5∼10㎝가 넓은 65∼70㎝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인력으로 배토할 경우에 비해 다목적 관리기나 트
랙터 부착용 중경배토기를 이용할 경우 87∼95%의 노력
절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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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트랙터 부착용 배토기를 이용한 중경배토작업

<표 6-14> 제초제 및 배토에 의한 노력절감 효과

구분
제초제+관리기
제초제+중경배토기
관행(인력)

제초제
12.4
12.4
12.4

작업시간(분/10a)
배토
73.4
18.5
671.0

생력화 정도
(%)
87
95
0

계
85.8
30.9
682.4

<표 6-15> 콩 재배 시 배토의 효과

구분
무배토
배토
수량지수

충남
261
284
(109)

전남
237
267
(115)

수량(㎏/10a)
경북
250
288
(115)

경남
285
304
(107)

평균
257
286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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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수확
우리나라는 콩 수확작업의 대부분을 인력에 의존하고 있
으므로 수확에서 건조까지의 작업시간이 전체 콩 작업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콩 수확작업에 필요한 기종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콩 수확시기가 대부분 9월∼10월에 집중되어 있어 이 시기
에 벼 수확과 마늘, 양파 등의 재배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농가에서의 노동력 절감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6> 범용콤바인을 이용한 수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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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계수확 적기 및 적응품종
기계를 이용한 수확 방법에는 콤바인 수확(1공정 방식)과 바인더 수확 후 건조 및 탈
곡작업(2공정 방식)의 2가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콩 수확방법은 2공정 방식이
대부분인데 바인더 수확 대신 인력 수확의 경우가 더 많다. 콤바인을 이용한 수확적
기를 구명하기 위하여 성숙기부터 5일 간격으로 20일까지 수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수확작업 소요시간과 손실률로 본 콤바인에 의한 수확적기는 성숙기 후 10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의 씨알(종실)의 수분 함량은 15.6%로 기계수확 최적수분 함
량 15∼18%의 범위 안에 들었으며 줄기의 수분 함량도 55.9%로 비교적 기계수확에
적당한 수분 함량이었다.
(1992년, 국립식량과학원)

<표 6-16> 콤바인 수확시기별 손실률

수확시기

성숙기

성숙기 후 5일

수분 함량 종실
(%)
줄기
손실률(%)

16.9
57.2
9.0

15.1
60.6
8.2

성숙기 후 10일 성숙기 후 15일 성숙기 후 20일

15.6
55.9
3.8

16.5
37.7
5.7

16.0
31.9
4.9

* 황금콩, 무한콩의 평균치임

콤바인 수확 시 수확적기보다 빠르면 건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지저분한 씨앗, 미
숙 종자가 많아지고, 수확적기보다 늦으면 자연상태에서 꼬투리가 터져 손실이 증가하
고 비를 맞으면 종자가 썩거나 주름이 지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기계 수
확 시에는 줄기나 꼬투리의 수분상태를 고려하여 적기에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수확시간은 꼬투리의 수분이 높은 아침과 저녁을 피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작업하는 것이 좋으며 잡초나 미성숙 개체는 반드시 제거하고 수확해야 한다.
한편 기계수확 적응품종과 관련이 깊은 요인은 쓰러짐 정도, 제1착협고, 경장, 탈협 및
탈립성 등인데 작업소요시간, 손실량으로 볼 때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태적 특성
은 쓰러짐을 견디는 성질(내도복성)이다. 탈립성에 있어서 미국품종과 비교할 때 우리
나라 육성품종은 상대적으로 꼬투리가 쉽게 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품종을 잘 선
택해야 한다. 또한 기계 수확용 품종의 최하 꼬투리 위치는 지면으로부터 10㎝ 이상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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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확방법별 노력절감
콤바인 등 기계를 이용한 수확작업 시 관행대비 수확소
요시간, 생력화정도를 조사한 결과, 인력 수확 시 1조 콩
예취기와 트랙터부착 탈곡기를 이용한 경우 4.4시간으로
75%, 보통형 콤바인 이용 시 0.3시간으로 98%의 노력절
감효과가 있다. 보통형 콤바인은 작물을 예취하고 예취된
작물을 전량 탈곡부로 공급하여 탈곡하는 투입식 콤바인
으로 대상작물에 따라 콩 전용 콤바인과 여러 작물에 적
용 가능한 범용콤바인으로 나눌 수 있다.
<표 6-17> 수확방법에 따른 노력절감 효과

(2007년, 국립농업과학원)

작업시간(시간/10a)

구분

1조 콩 예취기+트랙터부착 탈곡기

예취

탈곡

계

생력화 정도
(%)

0.8

3.6(3인작업)

4.4

75

0.3

98

17.9

0

보통형 콤바인(콩용으로 개량)
관행(인력예취+정치식 탈곡기)

0.3
13.1(예취+수집)

4.8(4인작업)

다. 탈곡 및 선별
콩알떨기(탈곡) 방법에는 보통 인력 탈곡과 동력 탈곡으로
구분하며, 콤바인으로 수확하게 되면 수확과 동시에 콩알
떨기가 되므로 탈곡 작업이 필요 없다. 소규모 재배의 경
우는 건조시켜 족답 탈곡기 또는 동력 탈곡기를 이용하여
콩알을 떤다. 탈곡기를 이용할 경우 꼬투리나 씨앗(종자)의
수분 함량이 20% 이상일 때는 탈곡률이 저하되며 탈곡
에도 부적합하다. 가장 적당한 탈곡 시기의 줄기 수분 함
량은 17% 전후로서 탈곡기의 회전속도는 초당 8.2m(급동
속도)를 기준으로 하며 수분 함량이 다소 높을 때는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고 수분 함량이 낮을 때는 느리게 하여
손상되는 콩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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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선선별
정선기는 풍력을 이용하여 콩깍지, 검불, 먼지 등을 제거하는 방식과 풍력을 이용한 1
차 정선 후 정선벨트, 또는 정선체 등을 조합하여 벌레 먹은 콩, 깨진 콩, 미숙립 등이
2차 정선되는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선별기는 선별드럼 또는 선별체 등을 이용하여
대립, 중립, 소립 등으로 선별한다. 콩 정선·선별기는 정선기와 선별기로 구성되어 두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마. 건조
콩의 수명은 저장온도 및 습도, 종자의 수분 함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온도와 습도가
높으면 수명이 짧아지므로 잘 말린 종자를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밭
에서 콤바인에 의해 수확한 종자는 보통 수분 함량이 23% 정도 되므로 건조기를 이
용하거나 햇볕에 말려 종자의 수분 함량이 14%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바인더 수확 시는 종자의 수분이 보통 23∼25%가 되는데 이때 묶여진 단을 콩밭에 2
∼3일간 세워서 말리면 수분 함량이 19∼20%가 된다. 이때 콩알을 떨어 역시 수분이
14% 이하가 되도록 건조시켜야 한다.
건조기의 종류는 평면식(배치식) 건조기와 순환식 곡물건조기로 나뉜다. 평면식은 가
격이 비교적 낮고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한쪽에서만 송풍이 되어 곡물퇴적층
의 상하 간 수분 함량차이가 크다. 순환식은 곡물이 균일하게 건조되고 순환속도가
조절되지만 구입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건조기에 의한 건조는 건조 초기의
씨앗의 수분이 20% 이하가 되어야 정립 비율이 높고 품질이 좋아진다. 건조 당시 씨
앗 수분 함량이 22∼23% 이상일 때는 건조 중에 쭈그러지거나 주름이 잡히는 등 모
양이 달라지는 알맹이가 증가하여 품질이 나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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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최소경운 재배

재배연수에 따른 생육 및 수량
콩의 연작에 의한 수량감소의 원인으로는 석회 등의 집중
수탈, 토양비료분의 불균형에 의한 100립중의 저하, 조기
황화현상, 토양 선충, 콩나방, 입고병의 증가 등을 들 수 있
다. 권업모범장(1915년)은 4년간의 연작에 의하여 콩 수량
이 15∼16%의 감수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오쿠보(大久保,
1980년)는 3년간의 연작으로 20∼25% 감수되며 일본의
경우 추운 지역에서는 콩 토양 선충, 따뜻한 곳에서는 근
류 선충의 피해 그리고 배수가 불량한 답전전환 밭에서는
입고성 병해가 주원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최소경운 재배연수에 따른 수량성은 2년차까지는 매년 경
운 재배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3년차부터는 매년 경운재

Tip
●

경반층(耕盤層)
경운으로 쟁기바닥에 의해 딱
딱해진 층. 수 mm깊이로 철
이 많이 집적되어 있으며 물
과 양분의 이동이 불량함.
●●

입단
단일토양입자가 모여서 만든
집합체. 입체적으로 배열되어
물의 이동, 보유 및 공기의 유
통 등에 필요한 공극을 토양
중에 확보함.

배 대비 43~88%로 현저히 감소한다. 콩의 최소경운 재배
는 최소경운 재배 1년 후 경운재배 1년이 바람직하나, 최소
경운 재배의 한계연수는 2년이라고 할 수 있다.

재배연수에 따른 토양 물리성 변화
최소경운 재배연수에 따른 토양 물리성 변화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토양 수분 함량은 매년 경운재배에 비해 최소
경운 재배연수가 경과할수록 흙 깊이에 관계없이 토양수
분 함량이 많은 편이었다. 콩 최소경운 재배는 토양침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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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고 토양수분 보유력을 향상시켜 가뭄의 위험도를 감소시킨다. 하여 미국 농업
부(1994년)에서도 풍식이 심한 지대에 바람에 의한 침식 방지를 위하여 최소경운 재
배를 장려하고 있다. 토양의 3상중 기상률은 표토의 경우 최소경운 재배 후 2년, 심토
는 최소경운 재배 당년부터 높아지고, 경도는 최소경운 재배에서 매우 낮아졌으며 매
년 경운 시에는 토심 10∼15㎝ 부위에 경반층●이 형성되나 최소경운 재배에서는 재배
연수가 경과할수록 경반층이 얕고 깊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콩 재배 시 경운을
하지 않아 입단●●이 파괴되지 않고 수직배수가 양호하여 뿌리의 생육에 유리하게 작
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6장 콩 생력기계화 재배기술 ● 235

핵·심·만

콕! 콕!

제6장 콩 생력기계화 재배기술

1. 콩 생력기계화 재배의 현황 및 문제점
▶콩
 재배는 여름작물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밭의 지력증
진을 위한 전·후작의 재배순서(작부체계)상으로도 매우 중요함.
▶ 생산비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국산 콩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가장 중요한 관건임.
▶ 식용 국산콩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콩 생력기계화 일관작업체계 기술
을 일반 콩 재배농가에 시급히 보급해야 함.
2. 생력기계화 재배기술
▶ 우리나라는 콩 수확작업의 대부분을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수확에서 건조까
지의 작업시간이 전체 콩 작업의 46%를 차지함.
▶ 트랙터 부착 점파파종기의 파종노력 절감효과는 인력 관행 대비 87%의 생력화
정도를 나타냄.
▶ 수확시간은 꼬투리의 수분이 높은 아침과 저녁을 피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5
시 사이에 작업하는 것이 좋으며 잡초나 미성숙 개체는 반드시 제거하고 수확해
야 함.
3. 최소경운 재배
▶콩
 의 최소경운 재배는 최소경운 재배 1년 후 경운재배 1년이 바람직하나, 최소
경운 재배의 한계연수는 2년임.
▶ 미국 농업부(1994년)에서도 풍식이 심한 지대에 바람 침식 방지를 위하여 최소
경운 재배를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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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농업인 업무상 재해와 안전보건 관리의 이해

1절 농업인 업무상 재해의 개념과 발생 현황
농업인도 산업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농업노동환경에서 장기간 작업
할 경우 질병과 사고를 겪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
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혹은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일컫는다.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는 농업노동환경에서 마주치는 인간공학적 위
험요인, 분진, 가스, 진동, 소음 및 농기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 등
을 일컬으며 작업준비, 작업 중, 이동 등 농업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인적재
해를 말한다.
2004년 시행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농업인 업무상 재해의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6년 1
월부터 시행된「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재해를 농업인 안전재해라고 정의하며 이를 관리
하기 위한 보험과 예방사업을 명시하였다.
국제노동기구 분류에 따르면, 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건설업, 광업과 함께 가
장 위험한 업종 중 하나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을 기
준으로 전체 산업 근로자와 비교하면, 농업인 재해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산업재해율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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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체산업대비 농업 부문 산업재해율

2014

2015

그러나 여성, 고령자,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을 고려해 볼 때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소규모 자영 농업인(농업
인구의 약 98%)의 재해율은 산재보상보험에 가입된 농산업 근로자의 재해율
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진흥청에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국가승인통계 143003호)’에 따르면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5%
내외이며, 이 중 70〜80%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농업환경의 인간공학적 위험
요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손상은 3% 내외이며 미끄러지거
나 넘어지는 전도사고가 30〜40%로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의 농업인 중대 사고로는 생강굴 질식사, 양돈 분뇨
장의 가스 질식사, 고온작업으로 인한 열중증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있다. 이
러한 현황을 고려해 볼 때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예방과 보상, 재활 등 국가관리
체계 구축 및 농업인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시급하다.
더욱이 업무상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약 30일 이상 일을 못 한다고 응답하
는 농업인이 40% 이상이며1 심한 경우 농업활동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한다.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업노동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건강한 농업
노동력의 유지를 위해 안전한 농업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업인 산재예방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 전문가, 관련
단체, 농업인의 협력 및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2절 농업환경 유해요인의 종류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농작업자는 각 작목특성에 따라 재배지 관리, 병해충방제, 생육관리, 수확 및
선별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농업노동환경의 다양한 건강 유해요인에 노출된
다. 노동시간 면에서도 연간 균일한 노동력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작목별 농
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에 일의 부담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또
한 농업인력 고령화와 노동 인력 부족은 농기계, 농약 등 농기자재의 사용을 증

1 농업인 업무상 손상조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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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키고 있어 농업노동의 유해요인은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아차사고가 중대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관행적 농업활동에 익숙했던 농업인들이 노동환경 변화에 적응하고자
무리한 작업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작업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인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더욱이 새 위험요소에는 정보나 안전교육이 미흡하여
농업인 업무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연구를 통하여 보고하거나 국내외 문헌 등에서 공통으로 확
인되는 농업노동환경의 주요 유해요인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인
간공학적 위험요소, 농약, 분진, 미생물, 온열, 유해가스, 소음, 진동 등이 있다<
표 1, 그림 2>.

표1

작목별 농업노동 유해요인과 관련된 농업인 업무상 재해

작목 대분류

수도작

과수

유해요인 (관련 농업인 업무상 재해)

농기계 협착 등 안전사고(신체손상),
곡물 분진(천식, 농부폐증 등), 소음/진동(난청)

인간공학적 위험요소(근골격계 질환), 농약(농약 중독), 농기계 전복,
추락 등 안전사고(신체손상), 소음/진동(난청)

과채, 화훼

인간공학적 위험요소(근골격계 질환), 농약(농약 중독), 농기계 전복

(노지)

안전사고(신체손상), 자외선 (피부질환), 온열(열사병 등), 소음/진동(난청) 등

과채, 화훼

인간공학적 위험요소(근골격계 질환), 농약(농약 중독), 트랙터 배기가스

(시설하우스)

(일산화탄소 중독 등), 온열 (열사병 등), 유기분진(천식 등), 소음/진동(난청)

축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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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중독 (질식사고 등), 가축과의 충돌, 추락 등 안전사고(신체손상),
동물매개 감염(인수공통 감염병), 유기분진(천식, 농부폐증 등)

버섯 포자(천식 등), 담배(니코틴 중독), 생강저장굴(산소 결핍, 질식사 등)

<그림 2> 유해요인 발생 작업 사례

농업인 업무상 재해의 작목별 특성을 보면 인간공학적 요인은 모든 작목에
공통적인 문제이며, 특히 하우스 시설 작목과 과수 작목의 위험성이 상대적으
로 높다. 농약의 경우 과수 및 화훼 작목이 벼농사 및 노지보다 상대적으로 위험
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생물의 경우 축산농가와 비닐하우스 내 작업
에서 대부분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위험한 수준이었으며, 온열 및 유해가스의
경우도 하우스 시설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문제가 되었다. 소음 및 진동은 트
랙터, 방제기, 예초기 등 농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노출 위험이 보고되었다.

3절 농업인 업무상 재해의 관리와 예방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있어 건강한 농업인 육성과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하지만 FTA 등 국제농업시장 개방에 따라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가 점
차 제한되고 있다. 농업인 업무상 재해관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농업인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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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 복지의 확대 즉, 사회보장의 확대 지원정책으로 매우 효과적이며 간접적
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의 산업 재해 예방을 통해 농업인의 삶
의 질 향상뿐 아니라, 건강한 노동력유지에 도움이 되므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관리를 최
우선 정책관리 대상으로 삼고 <표 2>와 같이 농업인의 산업재해 예방부터 감
시, 보상, 재활연구 등의 사업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가소득 및 농업경쟁력 증진을 지원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어 왔던 우리
나라는 최근에서야 농업인 업무상 재해 지원하고자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리
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우리 농업의 근간을 표현하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농업인이
야 말로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임을 이야기한다. 농업인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창고 지킴이, 환경지킴이로써 지역의 균형발전
에 기여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 근대의 산업 경제 부흥 시기의 농업
은 산업 근로의 버팀목이 되었으나, 최근 확대되는 FTA 등 국제시장 개방으로
농가가 농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농업·농촌이 공공적 기능
과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농업과 농촌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켜나가고 농업인
건강과 안전도 정부 관리 책임 아래 농업인, 국민, 관련 전문가, 유관 기관, 단체
등이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표2

농업인 업무상 재해 관리영역 및 주요 내용

유해요인
확인/ 평가
산업
재해

유해환경

예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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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화학적, 인간공학적 유해요인 구명
•유해요인 평가방법 및 기준 개발
•지속적인 유해요인 노출 평가 및 안전관리
•농작업환경 및 작업 시스템 개선
•개인보호구 및 작업 보조장비 개발 및 보급

•안전보건교육 시스템 구축 및 교육인력 양성
•농업안전보건 교육내용, 교육매체 개발

재해실태
조사
산업
재해

•지속적 재해 실태 파악 및 중대재해 원인조사
•안전사고, 직업성 질환 감시 및 DB 구축
•나홀로 작업자 안전사고 등 실시간 모니터링

재해판정

•직업성질환 진단 및 재해 판정기준 개발
•유해요인 특성별 특수 건강검진 항목 설정
•직업성질환 전문 연구, 진단기관 지원

역학연구

•농업인 건강특성 구명을 위한 장기역학 연구
•급성 직업성 질환 및 사망사고 역학 연구

재해보상

•안전사고 및 직업성질환 보상범위 수준 설정
•산재대상 범위 설정 및 심의기구 등 마련

치료/재활

•직업성 질환 원인에 따른 치료와 직업적 재활 연구
•지역 농업인 치료 · 재활 센터 운영 및 지원
•재활기구 보급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

감시

산업
재해
보상

지역단위
건강관리
건강

•농촌지역 주요 급 · 만성 질환 관리(거점병원)
•오지 등 농촌지역 순회 진료 및 건강교육
•건강 관리시설 확대 및 운영 지원

관리
의료
접근성

•공공 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

4절 농작업 안전관리 기본 점검 항목
다음은 앞서 서술한 다양한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근골격계 질환, 농기계 사
고, 천식, 농약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농업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안전 관리 항목이다<표 3>.
각 점검 항목별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작목별로 특이하게 발생하는 위험
요인의 관리와 재해예방지침은 농업인 건강안전정보센터 (http://farmer.rda.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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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농작업 안전관리 기본 점검 항목과 예시 그림

분류

농작업 안전관리 기본 점검 항목

농약을 다룰 때에는 마스크,
방제복, 고무장갑을 착용한다.

먼지가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는
분진마스크를 착용한다.
(면 마스크 사용 금지)

개인
보호구 착용
및 관리

개인보호구를 별도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야외 작업 시 자외선(햇빛)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경운기, 트랙터 등
보유한 운행 농기계에 반사판,
안전등, 경광등, 후사경을 부착한다.

농기계
안전
동력기기 운행 시 응급사고에
대비하여 긴급 멈춤 방법을
확인하고 운전한다.

244 ● 농업기술길잡이 콩

분류

농작업 안전 관리 기본 점검 항목

음주 후 절대 농기계 운행을
하지 않는다.

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옷이
농기계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복을 입는다.
농기계
안전
농기계는 수시로 정기점검하고
점검 기록을 유지한다.

수 · 전동공구는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잔여 농약 및 폐기 농약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관·폐기한다.
농약 및 유해
요인
관리
농약은 잠금이 유지되는
농약 전용 보관함에 넣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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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농작업 안전 관리 기본 점검 항목

화재 위험이 있는 곳
(배전반 등)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밀폐공간(저장고, 퇴비사 등)을
출입할 때에는 충분히 환기한다.

농업
시설
관리

농작업장 및 시설에 적절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사람이 다니는 작업 공간의 바닥을
평탄하게 유지하고 정리정돈한다.

출입문 등의 턱을 없애고,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한다.

인력
작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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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운반 시 최대한 몸에
밀착시켜 무릎으로 들어 옮긴다.

분류

농작업 안전 관리 기본 점검 항목

농작업 후에 피로회복을 위한
운동을 한다.
인력
작업
관리
작업장에 별도의
휴식공간을 마련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다.

일반
안전
관리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비상 구급함을 작업장에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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