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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실새삼 발생 도가 콩 생육  수량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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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ve Density of Cuscuta pentag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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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n Sik Woo, Byeong Geun Oh and Min Hee Nam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dict reduction of soybean yield as affected by 

different densities of Cuscuta pentagona. All data were fitted to Cousens' rectangular hyperbola 

model to estimate parameters for predicting soybean yield loss. The yield of soybean in the various 

densities (1 to 48 plants m-2) of C. pentagona reduced by 80.3 to 99.7%, respectively. Among yield 

components, number of pods was the most significantly influenced by weed interferences. The 

prediction model for soybean yield as affected by weed competition was as follows：Y= 274.6783/ 

(1+4.3522X), r2 = 0.999 in C. pentagona. Economic threshold levels calculated using cousens' 

equation was 0.004 plants m-2 in C. pentag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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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콩은 우리나라의 표 인 밭작물로써 1모작 는 

2모작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콩 재배시 잡 에 의한 

피해는 병․충해와 더불어 수량을 크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잡 는 작물과의 경

합으로 생산성을 크게 하시킨다(변과 김 1978a, b; 

이와 이 1982).

  콩밭에 발생하는 미국실새삼은 북아메리카 원산의 

새삼과에 속하는 1년생 기생잡 (양 등 2004)로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미국과 유럽에 리 분포되어 있다. 

새삼속 기생잡 는  세계의 열   온 지역에 

150여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농경지에 발

생하여 피해를 주는 새삼속 잡 는 14종인 것으로 보

고되었다(Parker와 Riches 1993). 우리나라에서는 새

삼, 실새삼, 갯실새삼 등이 자생종으로발생되고 있으

며, 외래종인 미국실새삼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이 1985;  1997). 김 등(2007)은 새삼류 

 유일하게 작물과 화훼류 뿐만 아니라 잡 목에도 

기생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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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종인 미국실새삼은 기의 지름이 1mm 내외

이며 실같이 가늘며 담황색 는 담황 색이며, 종자

가 발아한 후 키가 10cm 정도 자라면 좌선회운동을 

하면서 기주식물을 감고 흡반을 형성하여 기주의 양

분을 빨아 먹으면서 생육한다(구 등 2002). 뿌리는 

기가 기주식물의 기  잎을 감으면 곧 퇴화하고 

유식물은 발아 후 종자내의 양분으로 10～15일까

지는 생존할 수 있으나 기주가 없으면 자가생장을 하

지 못하므로 고사한다. 

  미국실새삼은 작물재배시 작물체에 기생하게 되므

로 작물의 생육을 억제하여 정상 인 수량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자를 기계로 수확할 때 많은 노

력과 경비를 들게 하여 생산비를 높이고 수량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재 미국실새삼은 세계 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 으로 넓

게 확산․분포하고 있으며 도로변에 인 한 휴경지

나 경작지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종자가 

도로변에서 경작지로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김 등 2007). 재는 콩, 도라지, 고추밭에 많이 

발생하여 작물로부터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흡수하

여 왕성하게 번식하여 작물을 고사시켜 수확량을 감

소시킨다.

  작물 재배에 있어서 수량감소에 가장 큰 요인은 잡

에 의한 것이며, 콩과 잡 간의 경합에 따른 생육

해  수량감소는 잡 의 종류와 발생량에 따라 

히 다르고, 작물과 잡 와의 경합력은 여러 요인 가운

데 발생 도가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Jordan 등 1987). 

  그동안 콩과 일년생 잡 와의 경합에 한 연구를 

하기 하여 많은 실험이 수행(Barrentine 1974; Eaton 

등 1973; Thurlow와 Buchanan 1972) 되어 이러한 잡

발생으로 인한 수량감소를 측하기 한 연구들

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Cousens 1985a; Kropff와 

Spitters 1991; Kropf 등 1995; Berti와 Sattin 1996).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벼 재배시 논잡 와의 경합

에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권 등 2008; 송 등 

2006; 원 등 2009; 이 등 2006; 조 등 2006) 밭작물과 

잡 와의 경합에 해선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일년

생잡 와의 경합에 한 콩 수량 감소에 한 연구는 

잡 리 비용 감과 친환경  잡 리를 한 방

제여부 결정을 해서는 잡 의 발생 도에 따른 콩

의 정확한 수량 측이 무엇보다도 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본 실험은 콩재배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생

잡 인 미국실새삼의 발생 도가 콩 수량에 미치는 

향을 정량화하고, 이들 경합에 의한 콩의 피해를 

측하여 콩 미국실새삼의 재배시 효율 인 방제체계 

확립을 한 기  자료로 활용코자 수행하 다.

재료  방법

  본 실험은 콩 재배시 미국실새삼 발생 도별 콩 

생육  수량에 미치는 향을 분석코자 실시하

으며 2008년에 남농업연구소 시험포장에서 수행

하 다.

  공시 품종인 태 콩을 6월 15일에 재식거리는 60× 

15cm 간격으로 재식본수는 2본으로 종하 다. 경

합잡 인 미국실새삼은 콩 종과 동시에 m2당 0, 1, 

4, 8, 12, 24, 48본의 도가 되도록 종하 다. 기타 

발생된 잡 는 종 후 20일, 40일에 손제 하 다. 

시비량은 성분량(N-P2O5-K2O)으로 콩 표  시비량

인 4-7-6kg 10a
-1
을 량 기비로 시용하 다. 실험구 

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수행하 으며, 콩과 잡 의 

생육은 종 후 30일, 60일, 90일 간격으로 조사하

고, 콩 수량  수량구성요소 조사는 농 진흥청 농업

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 (2003)에 하 다.

  잡 의 경합에 따른 콩 수량 측모델을 구축하기 

하여 아래의 Rectangular hyperbola model(Cousens 

1985a)과 통계 로그램인 Genstat 5.0(Genstat Com- 

mittee 1993)을 이용하 다. 

Y = Yo/(1+ßX) 

[Y=콩수량, Yo=잡  무발생구 콩수량, ß=잡 경합

력(1/ß는 50% 수량감소를 유발하는 잡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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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plant m
-2

)

Plant height(cm) No. of branches
Dry weight

(g plants-1)

30DASa 60DAS 90DAS 30DAS 60DAS 90DAS 30DAS 60DAS 90DAS

0

1

4

8

12

24

48

25.9

25.4

26.8

23.4

25.4

23.7

25.4

53.9

51.9

47.3

47.3

44.3

45.0

44.8

62.9a
b

52.8b

47.7c

45.5d

44.8de

44.6de

43.3e

2.9

2.9

2.9

2.3

3.1

2.4

2.5

5.2

4.5

4.5

4.2

3.8

3.8

3.4

5.7a

4.0b

3.1c

3.0c

2.9c

2.9c

2.6c

20.2

16.1

13.1

11.6

 9.5

 8.9

 9.0

54.1

52.7

36.0

33.6

31.5

29.8

26.9

94.9a

54.5b

32.5cc

28.0d

24.2e

22.2ef

19.7f

a DAS：Days after seeding.
b In a column,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Duncan's multiple test (P=0.05).

Table 1. Growth and dry weight of soybean as affected by different densities of C. pentagona.

결과  고찰

미국실새삼 경합 도별 콩 생육 특성

  콩과 미국실새삼의 경합 도별 콩의 생육을 보면

(표 1), 콩의 경장은 종 후 30일 조사시 경합 도간

에 크게 향을 받지 않았으나 종후 60일과 90일 

조사에서는 각각 4본, 1본 m
-2 

이상에서 감소하 고, 

콩의 분지수도 생육 기에는 크게 향을 받지 않았

으나 종후 60일과 90일 조사에서 미국실새삼 각각 

1본 m
-2 

이상에서 감소하여 경합 도가 높고 콩의 생

육일수가 경과될수록 경합피해는 크게 나타났다. 

  한 콩의 건물 은 미국실새삼과 경합시 생육

기부터 크게 감소하 으며 미국실새삼의 발생 도가 

높을수록 크게 감소하여 미국실새삼 경합 도가 m
2

당 1～48본에서 종 후 30일에는 21%～55%, 종 

후 60일 조사시 3～50%, 종 후 90일 조사시 43～

79%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콩 수량  수량구성 요소

  미국실새삼 경합 도별 콩 수량  수량 구성요소

를 보면(표 2), 수와 백립  등은 각각 1본이상의 

경합에서 유의 으로 감소하 으며 수는 경합 도

가 1～48본 m
-2
일 때 각각 41～97%의 감소를 보

다. 백립 의 경우는 경합 도가 1～48본 m-2 일 때 

각각 20～91%의 감소를 보 다. 콩 수량의 경우는 

백립 과 수의 감소로 인해 1본 이상의 경합에서 

Table 2. Yield and yield components of soybean as affected 

by different densities of C. pentagona.

Density

(plant m
-2

)

No. of

pods (m-2)

100-seed

weight (g)

Yield

(kg 10a
-1

)

Yield index

(%)

0

1

4

8

12

24

48

50.2aa

29.7b

16.4c

16.0c

12.2d

 4.1e

 1.6f

22.5a

18.1b

16.1c

15.8d

13.6e

 7.4f

 2.1g

274.6a

 54.1b

  9.9c

  4.1d

  2.2d

  1.5d

  0.8d

-

19.7

 3.6

 1.5

 0.8

 0.5

 0.3

a In a column,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 

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Duncan's multiple test 

(P=0.05).

유의 으로 낮아졌으며 도가 높을수록 크게 감소하

다. 콩 수량은 잡 와의 경합시기가 길어짐에 따라 

수분, 양분, 에 한 경합이 심하게 되어 콩의 수량

을 히 감소시켜 무경합구 274.6kg 10a-1에 비하여 

경합 도가 1～48본 m
-2
일 때 각각 80.3～99.7%의 

수량감소를 나타내었다. 

  미국실새삼의 발생 도가 높아지더라도 콩의 생육

기에는 경장과 분지수에는 크게 향을 미치지 않

았으나 생육후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고 식물체 건물 , 백립 , 수에서 유의 으로 감

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콩에 미치는 피해정도는 

수> 백립 > 건물 > 분지수> 경장 순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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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estimates and economic thresholds (Et)*

Ch 

(won)

 Ca

(won)

 Y

(kg 10a
-1

)

P

(won kg
-1

)

L

(%)
K

Et

(No. m
-2

)

2,750 10,371 247.7 2,877 4.3522 0.95 0.004

* Economic threshold (Et., Cousens 1985b), Et=(Ch+Ca)/(Y×P×L×K).

 Abbreviations：Y, weed free crop yield; P, value per unit of crop; L, proportion of yield loss per unit weed density; 

K, Herbicide efficacy calculated as (efficacy/100); Ch, herbicide cost; Ca, application cost.

Table 3. Parameter estimates and economic threshold(Et) as affected by different densities of C. pentagona in soybean 

cultivation.

  일반 으로 콩밭에 발생하는 잡 는 바랭이>방동

사니>쇠비름> 깨풀>명아주 순으로 발생량이 많고 미

국실새삼의 발생량은 낮으나 앞으로 가장 문제시 될 

잡 로 상되고 있다. 재 콩재배시 가장 문제가 되

고 있는 바랭이는 우 도가 22.2%로 가장 높고 직립

형으로 콩 보다 생육이 왕성함으로써 과 양분  

수분을 경합에 유리하여 작물에 큰 피해를 일으킨다. 

바랭이의 경우는 경합 도가 1～48본 m
-2
일 때 각각 

9～33%의 수량감소를 보 으며(송 등 2009) 미국실

새삼의 경우가 바랭이 보다 더 심각하게 수량감소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McWhorter와 

Hartwing(1972)는 콩의 수량감소는 잡 종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Johnsongrass는 23～42%, 도꼬마리

는 63～75%의 수량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경합 도에 따른 콩 수량 측모델

  미국실새삼 경합 도별로 조사된 콩의 수량 자료

를 잡 경합에 따른 수량 측 모델인 Rectangular 

hyperbola model(Cousens 1985a)에 용하여 비선

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의 계수인 Yo(무잡

 조건에서 수량)과 ß(잡 경합력, 1/ß는 50% 수량

감소를 유발하는 잡 도)를 계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미국실새삼은 그림 1과 같이 Y= 274.6783/ 

(1+4.3522X), R2 = 0.999이었다. 잡 의 경합력은 

4.3522로 바랭이 0.0069 보다 높았으며, 50% 수량감

소를 유발하는 잡 도는 m
2
당 0.23개로 추정되어 

콩 재배지에 발생시 심각하게 피해를  잡 로 상

된다. 

  제 제 사용여부 결정을 하여 산출된 미국실새

Fig. 1. Observed and predicted soybean grain yields as 

affected by C. pentagona using rectangular 

hyperbolic model and the parameter estimates.

삼의 경제  피해한계 도는 표 3과 같다. 미국실새

삼의 수량 측모델을 이용하여 Cousens의 모델

(1985b)에 용한 결과, 콩 재배시 미국실새삼의 경

제  허용 한계 도는 m
2
당 0.004개로 측할 수 있

었으며 이보다 발생 도가 많을 경우에는 잡 를 방

제하는 것이 경제 으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콩재배시 발생하고 있는 기생잡 인 미국실새삼의 

발생 도가 콩 수량에 미치는 향을 정량화하고 이

들 경합에 의한 콩의 피해를 측하여 콩 재배시 효

율 인 잡 방제체계 리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수행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실새

삼의 발생 도가 높아지더라도 콩의 생육 기에는 



송 등：미국실새삼 발생 도가 콩 생육  수량에 미치는 향

394

경장과 분지수에는 크게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생

육후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식물

체 건물 , 백립 , 수에서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경

향을 보 으며 콩에 미치는 피해정도는 수> 백립

> 건물 > 분지수> 경장 순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국실새삼 경합 도가 1～48본 m-2일 

때 콩 수량은 각각 80.3～99.7%의 수량감소를 보

으며, 미국실새삼 경합 도별로 조사된 콩의 수량 자

료에 따른 콩 수량 측 모델은 Y = 274.6783/(1+ 

4.3522X), R
2

= 0.999 으며 50% 수량감소를 유발

하는 미국실새삼의 잡 도는 m
2
당 0.23개로 추정

되어 콩 재배지에 발생시 심각하게 피해를  잡 로 

상된다. 생산  증수비용을 고려한 콩밭 미국실새

삼의 경제  피해한계 도 수 은 m
2
당 0.004개로 

측할 수 있었으며 이보다 발생 도가 많을 경우에

는 잡 를 방제하는 것이 경제 으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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