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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photosystem II photochemical efficiency (variable to maximum 

fluorescence ratio, Fv/Fm), vegetative growth, and productivity of radish (Raphanus sativus var. 

hortensis) grown under different day/night temperatures (14/8°C, 19/13°C, 24/18°C, 29/23°C, and 

34/28°C). Radish seed germination rates corresponding to Biologische Bundesanstalt, Bundessortenamt 

und Chemische Industrie (BBCH) stage 09 occurred readily at temperatures higher than 24/18°C, 

whereas hypocotyls elongated rapidly to cause abnormal root curving above 29/23°C. Shoots and 

roots grew well at 30 days after sowing (DAS). Leaves developed rapidly at temperatures above 

24/18°C, reaching BBCH stage 19 at 30 DAS, during which leaf number and area increased, 

whereas roots showed better development at temperatures below 24/18°C, taking ~70 days for 70% 

of roots to attain BBCH stage 47 at 24/18°C. Root growth rates were highest at 24/18°C, with root 

diameters reaching ≥ 10 cm within 80 DAS at 24/18°C. At 85 DAS, high-quality roots, i.e., thick 

and long with no internal browning, were produced at 24/18°C. Fv/Fm was high at temperatures 

below 24/18°C, and absorption flux per cross-section (ABS/CSm), trapped energy flux per cross 

section (TRo/CSm), and electron transport per cross section (ETo/CSm) were high at 19/13°C and 

24/18°C.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radish plants grew well and without temperature stress at 

19/13°C and 24/18°C. However, the optimal day/night temperature for producing high-quality 

radish roots of marketable size and weight is 24/18°C.

Additional key words: BBCH stage, photosystem II photochemical efficiency, radish roots, temperature 

stress, vegetativ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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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무(Raphanus sativus L. var. hortensis Backer)는 뿌리 뿐만 아니라 잎까지 식용이 가능한 대표적인 근채류이며(Prakash 

and Hinata, 1980), 배추(Brassica campestris subsp. napus var. pekinensis, Makino)와 함께 김치의 주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채소작물이다. 무는 생육기간이 짧고 영양학적 가치도 높아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생산되고 소비되

고 있으며, 각 나라의 기후와 토양, 소비자 기호에 맞게 다양한 품종들이 재배되고 있다(Akram et al., 2015; Zha and Liu, 

2018).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는 주로 흰색의 크기가 크고 긴 뿌리를 가지는 무를 많이 재배하고 있다. 제주도는 다

른 지역과는 달리 온난한 기후로 인해 겨울철에도 노지에서 무를 재배할 수 있다. 무는 제주농업에 있어 감귤에 이어 단일품목 

조수입 2위의 중요 작물이며, 제주산 무가 전국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에 달할 만큼 지역 집중도가 높은 작목이다

(Kim and Ko, 2014). 또한 무는 생육기간이 짧아 당근이나 감자 등의 파종 시기에 가뭄이나 태풍 피해를 입을 경우 대체작물로

의 역할도 하고 있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

그러나, 무는 고온에서 광합성 능력이 저하되고 활발한 호흡작용으로 양분 소모가 많아져, 뿌리의 발육이 현저하게 낮아지

고 지하부에 축적되는 전분 함량 또한 극히 낮아진다(Lee et al., 2009; Oh et al., 2015b). 또한 고온에 노출된 무 뿌리의 내부에

서 갈변 현상이 관찰되며, 높은 토양 온도가 내부 갈변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보고되었다(Fukuoka and Enomoto, 

2001; Fukuoka and Hamada, 2021). 이러한 현상은 무의 생산성 및 상품성 저하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안정된 무의 

생산을 위해서는 고온이 무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고온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광계II 활성은 환경 스트레스에 민감하여 식물 스트레스 분석을 위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Ball et al., 

1994; Strasser and Strasser, 1995; Oh et al., 2014). 또한 식물의 잎에 빛을 조사하였을 때 방출되는 형광의 시간대 별 밀도를 

나타내는 OJIP 곡선(OJIP transient curve)의 분석으로 광계II에서의 에너지 흐름의 변화와 전자수용체의 환원 등 다양한 정

보를 정량적으로 얻을 수 있다(Strasser et al., 2000). 호냉성 채소작물인 배추나 한지형 마늘(Allium sativum L.)에서도 엽록

소형광이 고온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기에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Oh et al., 2014; Oh et al., 2015a), 밀

(Triticum aestivum L.),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L.)의 고온 내성 품종을 선별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하여 작물 육종 분

야에서도 이용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Jain et al., 2018; Zhou et al., 2018).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휴면, 발아, 생장, 개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기상환경이 작물생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생물계절 생육단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Zhang et al., 2018). 생물계절은 온도, 토양수분, 일장 등 다양한 환경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그 중에서도 온도가 가장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물계절 연구에 널리 이용되는 

Biologische Bundesanstalt, Bundessortenamt und Chemische Industrie(BBCH) stage는 식물 종의 생활사를 10 진수의 숫

자 코드로 표현한 것이며, 작물의 생장 단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Lancashire et al., 1991). 또한, 식물의 여러 발달 단계에 

대한 정확하고 표준화된 특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잠두(Vicia faba L.), 감자(Solanum tuberosum L.), 홍화(Carthamus 

tinctorius L.)와 같은 여러 작물에 대한 연구에서도 BBCH stage가 사용되고 있으며(Lancashire et al., 1991; Hack et al., 

1993; Flemmer et al., 2015), 육종, 해충 방제 등 응용 가능성도 많다(Leather, 2010).

본 연구에서는 주야간 온도를 달리한 조건(14/8°C, 19/13°C, 24/18°C, 29/23°C, 34/28°C)에서 무를 파종하여 재배하였을 

때, 주야간 온도가 종자 발아, 잎과 뿌리의 생장에 따른 생물계절 생육단계, 엽록소형광,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장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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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식물재료 및 재배조건

무는 근장이 짧고 근미 비대가 우수한 품종인 영동무(R. sativus L. var. hortensis Backer cv. Youngdong, Nongwoobio 

Co., Suwon, Korea)를 사용하였으며, 농암갈색 화산회토양(제주통 미사질양토)으로 채워진 20개의 대형포트(100 × 70 × 

60cm)에 30cm 간격으로 종자를 파종하였다. 그리고, 광량 800µmol·m-2·s-1(16h light/8h dark)과 상대습도 60–70%인 조건

하에서 주야간 재배 온도가 14/8°C, 19/13°C, 24/18°C, 29/23°C, 34/28°C로 설정된 배양실(2.7 × 5.0 × 2.2m, Model GR96, 

Conviron, Controlled Environments Inc., Chagrin Falls, USA)로 무 종자가 파종된 대형포트를 옮겨서 12주간 재배하면서 

종자 발아, 잎과 뿌리의 발달단계에 해당하는 생물계절 생육단계, 무의 생육 및 광합성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시비는 파종 전에 

N-P2O5-K2O(6.0–3.0–2.5kg·100m-2)를 전량 기비로 시용하고 토양과 고르게 혼합하였다. 관수 관리는 재배기간 동안 2–3

일 간격으로 점적관수하였으며, 진딧물 등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저독성 약제인 코니도(0.5g·L-1, FarmHannong Co., Seoul, 

Korea), 에이팜(0.5g·L-1, Syngenta, Seoul, Korea), 오티바(0.5g·L-1, Syngenta, Seoul, Korea)를 재배기간 중에 각각 1회씩 

살포하였다. 무는 농촌진흥청 표준영농재배법에 준하여 관리하였다.

생육기간 별 생물계절 생육단계

파종 후 토양 표면으로 자엽이 출현(BBCH 09)하였을 때의 발아속도, 발아율, 유묘 길이, 생장지수 등의 특성을 비롯하여 잎

의 발달단계(BBCH 10–19), 뿌리의 발달단계(BBCH 41–49)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생육 일수도 조사하였다. 무의 생물계절 

생육단계는 BBCH stage 0(발아)에서 9(노화)까지 단계별로 구분하고, 다시 각 생장단계별로 10개의 2차 생장단계(0–9)를 표

시하였다(Feller et al., 1995). 생장지수는 (뿌리 길이 + 지상부 길이) × 발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Abdul-Baki and 

Anderson, 1973).

OJIP 분석 및 엽록소형광 변수 산출

OJIP 분석은 엽록소형광분석기(Plant Efficiency Analyzer, Hansatech Instrument Ltd., King's Lynn, UK)를 이용하여 수

행하였다. 파종 후 50–55일 사이에 8–10번째 위치한 녹색의 성숙한 잎(BBCH 19)을 대상으로 샘플 클립을 사용하여 20분

간 광을 차단하여 암적응시킨 후 1,500µmol·m-2·s-1의 광량을 5초간 조사하여 OJIP 곡선을 유도하였다. 이때 시간축은 10µs

Table 1. Short description of chlorophyll fluorescence parameters used in the study, according to the OJIP test

Abbreviation Mathematical expressions Description

Extracted and technical fluorescence parameters

Fo F50µs Initial fluorescence at 50 µs from dark-adapted tissue

Fm FP Maximum fluorescence at the peak P (500 ms) of OJIP

Fv/Fm (Fm-Fo)/Fm Maximum yield of primary photochemistry

Phenomenological fluxes or phenomenological activities

ABS/CS Fm Absorption flux per excited cross section of PSII

TRo/CS ΦPO·(ABS/CS) Trapping flux per excited cross section of PSII

ETo/CS ΦEO·(ABS/CS) Electron transport flux per excited cross section of PSII

DIo/CS (ABS/CS)-(TRo/CS) Dissipation energy flux per excited cross section of PSII

Density of reaction centers

RC/CS ΨO·(VJ/Mo)·(ABS/CS) Density of active reaction centers per excited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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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s의 범위로 설정하고, 10µs에서 2ms까지는 1µs 단위로, 2ms에서 1 s까지는 1ms 단위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OJIP 곡선으로부터 Fo, Fm, Fv/Fm 등의 기본적 형광변수들과 광계II 활성 상태의 반응중심의 밀도(RC/CSm), 반응중심을 통한 

에너지 흐름의 변화(ABS/CSm, TRo/CSm, ETo/CSm, DIo/CSm) 등을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다(Table 1; Strasser and 

Strasser, 1995). 엽록소형광을 측정한 잎을 대상으로 엽록소계(SPAD-502, Minolta Co., Ltd., Osaka, Japan)를 사용하여 

SPAD 값을 측정하였다.

생육특성 및 내부갈변 여부

무의 생육특성은 파종 후 20일부터 85일까지 7일 간격으로 재배 온도 별로 각각 6개체를 무작위로 선발하여 지상부 길이, 엽

면적, 그리고 뿌리의 길이와 직경, 바이오매스 등을 조사하였다. 바이오매스는 지상부와 뿌리로 구분하여 각각 생체중을 측정

한 후, 70°C 건조실에서 5일간 건조시켜 건물중을 조사하였다. 엽면적은 길이가 1cm 이상인 잎을 대상으로 엽면적계

(LI-3100, Li-Cor Inc., Lincoln, Nebrask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지하부의 내부갈변 여부는 85일 동안 자란 무의 뿌

리를 중심 축에서 세로로 자르고 갈변 정도는 육안 검사를 통해 없음(0%), 미세(10%), 조금(20–30%), 보통(50%) 및 심함

(70% 이상)으로 변색의 정도를 5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Fukuoka and Enomoto, 2001).

통계분석

모든 통계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 18.0(SPSS,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Duncan의 다중검정(p < 0.05)으로 평균치 간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 과

재배온도별 무의 종자 발아 특성

무 종자의 발아는 토양 표면으로 자엽이 출현(BBCH 09)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였다. 파종 후 7일째에 발아율은 주야간 

19/13°C 이상의 온도에서 85% 이상 높았으며, 14/8°C에서는 45.7%로 낮았다. 유묘의 길이는 24/18°C 이상의 온도에서 80 

mm 이상으로 길었으며, 특히 29/23°C 이상의 온도에서는 하배축이 빠르게 신장하여 뿌리가 비정상적으로 만곡되는 양상을 

Table 2. Germination performance and seedling growth (BBCH 09) of radish (Raphanus sativus L. var. hortensis Backer cv. 
Youngdong) under different day/night temperatures

Temperature (°C)
Germination parameters

Germinationz (%) Seedling lengthy (mm) Vigour indexx T50
w (days)

14/8°C 45.7 ± 8.3 bv 46.8 ± 3.5 d 2138.7 ± 161.4 e 9.2 ± 1.6 a

19/13°C 85.4 ± 7.9 a 42.1 ± 2.6 d 3602.9 ± 222.1 d 5.7 ± 0.9 b

24/18°C 90.3 ± 5.5 a 93.8 ± 3.6 b 8476.2 ± 337.1 b 5.7 ± 0.9 b

29/23°C 90.7 ± 6.2 a 113.0 ± 3.9 a 10257.8 ± 350.0 a 3.5 ± 0.6 b

34/28°C 88.7 ± 2.4 a 81.1 ± 2.3 c 7196.7 ± 200.1 c 3.0 ± 0.4 b

zGermination percentage at 7 days after seed sowing.
ySum of the root and shoot length at 7 days after seed sowing.
xVigour index = (mean root length + mean shoot length) × germination percent.
wDays required to achieve 50% germination.
vDifferent letters within each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different temperature treatments b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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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그러나 19/13°C 이하의 온도에서는 50mm 이하로 짧았다. 생장지수는 24/18°C 이상에서 7,000 이상으로 높았고, 

19/13°C 이하에서는 낮았다. 그리고, 50% 이상의 종자가 발아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주야간 29/23°C 이상의 온도에서 4일 이

내로 짧지만 24/18°C와 19/13°C에서는 5.7일, 14/8°C에서는 9.2일로 좀 더 길었다(Table 2).

생육기간별 무의 생물계절 생육단계

주야간 온도 별 무의 생육기간에 따른 생물계절 생육단계를 살펴보면(Fig. 1), 24/18°C 이상의 온도에서는 파종 후 30일 이

내에 지상부의 생육이 BBCH 18 단계에 도달하지만 19/13°C와 14/8°C에서는 각각 43일과 47일이 소요되어, 높은 온도에서

는 생장 속도가 빠름을 알 수 있다(Fig. 1A). 파종 30일 후 지상부의 생장은 24/18°C 이상의 온도에서 엽수도 많고 엽면적도 넓

어지는 등 잎의 발달이 빠르게 나타나 BBCH 19 단계에 이르렀으며 지상부의 생장 속도가 빨랐다.

그러나 뿌리는 70% 정도 비대한 상태(BBCH 47; 길이와 직경이 각각 20cm와 7cm 이상으로 자랐을 때)로 발달하는데 필요

한 기간이 24/18°C, 19/13°C, 14/8°C에서 각각 70일, 75.2일, 82일이 소요되었고 24/18°C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더 길고 굵

은 상태의 무를 생산할 수 있었다(Fig. 1B). 반면, 29/23°C와 34/28°C의 온도에서는 60% 이내로 비대하여 각각 BBCH 45와 

BBCH 43 단계에서 더 이상 크지 않았으며, 뿌리가 곧게 자라지 않고 구부러지는 기형의 무가 만들어졌다.

재배온도별 무 잎의 OJIP 곡선과 광계Ⅱ 활성의 변화

재배온도별 BBCH 19 단계의 무 잎을 대상으로 OJIP 곡선의 변화를 조사하고 그로부터 광계II 활성의 변화를 산출하였다

A

B

Fig. 1. BBCH stage obtained from leaf (stages 10-19, A) and root (stages 40-49, B) development of radish (Raphanus sativus

L. var. hortensis Backer cv. Youngdong) grown under different day/nigh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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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JIP 곡선은 O, J, I-단계에서의 엽록소형광 밀도가 주야간 14/8°C와 34/28°C에서 다소 낮았으며, P-단계에서는 

19/13°C와 24/18°C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Fig. 2A). OJIP 곡선으로부터 유도해낸 형광변수들 중에 광계II의 최대 광화

학적 효율(Fv/Fm)은 24/18°C 이하의 온도에서 다소 높고 0.8에 근접한 안정된 값을 보였다(Fig. 2B). 초기형광수율(Fo)은 

14/8°C와 34/28°C에서 다소 낮았으며(Fig. 2C), 최대형광수율(Fm)은 19/13°C와 24/18°C에서 높았다(Fig. 2D).

A B

C

D

Fig. 2. Chlorophyll a fluorescence O-J-I-P transient curves (A), photochemical efficiency of photosystem II (Fv/Fm, B), initial 
fluorescence (Fo, C), and maximal fluorescence (Fm, D) from dark-adapted leaves of radish (Raphanus sativus L. var. 
hortensis Backer cv. Youngdong) grown for 50 days (BBCH 19) in different day/night temperatures. Each column and 
error bar represents the mean ± SE of 20 replicates. The different letters above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reatments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Quantum efficiencies and effective absorption per excited cross section of PSII from leaves of radish (Raphanus 

sativus L. var. hortensis Backer cv. Youngdong) grown for 50 days (BBCH 19) under different day/night temperatures

Temperature (°C)
Chl a fluorescence parametersz

RC/CSm ABS/CSm TRo/CSm ETo/CSm DIo/CSm

14/8°C 1924 ay 2408 b 1915 b 1359 a 493 b

19/13°C 1861 ab 2571 a 2040 a 1434 a 530 a

24/18°C 1782 b 2551 a 2017 a 1410 a 534 a

29/23°C 1467 c 2256 c 1725 c 1168 b 530 a

34/28°C 1317 d 2041 d 1558 d 1070 c 482 b

zRC/CSm, density of active reaction center per cross section; ABS/CSm, absorption flux of photons per cross section; TRo/CSm, trapping of 

electrons per cross section; ETo/CSm, electron flux per cross section; DIo/CSm, energy dissipation per cross section.
yDifferent letters within each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different temperature treatments b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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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계II의 활성 상태의 반응중심의 밀도(RC/CSm)는 14/8°C와 19/13°C에서 높고 재배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

을 보였다. 그리고, 반응중심을 통한 에너지 흐름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 중에 ABS/CSm과 TRo/CSm, ETo/CSm, DIo/CSm은 

19/13°C와 24/18°C에서 높았다(Table 3).

재배온도별 무 지상부의 생육특성

생육 초기(15–30일)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초장이 길고 엽면적도 증가하며, 지상부의 바이오매스도 또한 더 무거운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생육 중기(30–60일) 이후에 이르러서는 주야간 24/18°C 이하에서 재배하였을 때 생육이 꾸준하게 이루어지

는데, 19/13°C 이하의 온도에서는 24/18°C에 비하여 생장이 다소 느렸다. 그러나 29/23°C 이상의 온도에서는 지상부 생장이 

점차 둔화되어 초장, 엽면적, 생체중이 감소하였다. 생육 후기(60–85일)에는 24/18°C에서 지상부 생육이 양호하였으며, 초

장, 엽면적, 바이오매스 모두에서 월등히 높았다(Fig. 3).

재배온도별 무 지하부의 생육특성

파종 30일 후 지하부의 생장은 주야간 24/18°C에서 가장 활발하였으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생장이 상당히 더디게 이루어

졌으며,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생육 속도는 느리지만 수확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4). 지하부의 길이

는 초기에는 24/18°C에서 높았으나 이후에는 14/8°C, 19/13°C에서와 비슷하였으며, 지하부의 굵기와 바이오매스 모두에서 

24/18°C에서 월등히 높았다. 생육 초기인 파종 후 35일에는 24/18°C와 29/23°C에서 무 지하부의 길이와 굵기가 컸으나, 생육 

A B

C D

Fig. 3. Shoot growth of radish (Raphanus sativus L. var. hortensis Backer cv. Youngdong) grown under different day/night 
temperatures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Data are the means ± SE of 5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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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인 파종 후 60일에 이르러서는 19/13°C와 24/18°C에서 더 컸다(Fig. 5). 그리고 29/23°C 이상의 온도에서는 수확기에 지

하부가 휘어지는 증상을 보이는 등 기형의 무가 형성되었다.

재배온도별 무의 내부 갈변양상

무 지하부의 내부 갈변은 주야간 29/23°C 이상의 온도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Table 4). 

A B

C D

Fig. 4. Root growth of radish (Raphanus sativus L. var. hortensis Backer cv. Youngdong) grown under different day/night 
temperatures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Data are the means ± SE of 5 replicates.

A B

Fig. 5. Growth and shape of radish (Raphanus sativus L. var. hortensis Backer cv. Youngdong) grown for 35 days (A) and 60 
days (B) under different day/nigh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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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C에서는 수확한 무의 60%가 내부에 미세하게 갈변이 나타났으며, 34/28°C에서는 90%가 갈변하였으며 갈변의 정도

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34/28°C에서는 파종 후 47일부터 일부 개체에서 내부에 미세하게 갈변되기 시작하였으며, 

77일에 갈변 발생이 많아져 수확기인 파종 후 91일에는 대부분의 무가 내부에 갈변이 이루어졌다. 또한 29/23°C 이상의 온도

에서 재배된 일부 개체에서는 뿌리의 외부 표면에도 상단 부분에서 균열되고 연한 흑갈색으로 변하기도 하였다(Data not 

shown). 생육 후기 34/28°C인 고온에서 뿌리 비대와 더불어 내부 갈변 발생량은 많아지고 갈색심부증상도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고 찰

온도는 식물의 생장과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환경인자로, 생육 적온을 벗어난 고온이나 저온은 작물의 생산성과도 직결된

다. 고온에 노출된 작물은 광합성량의 감소와 호흡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생산량 감소, 품질 저하 등이 초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무의 생장단계를 지상부와 지하부로 구분하여 생물계절 생육단계를 살펴본 바, Fig. 1에서와 같이 주야간 

24/18°C 이상의 온도에서는 잎의 발달이 파종 후 30일 이내에 BBCH 19 단계에 이르게 되지만 19/13°C와 14/8°C에서는 각

각 43일과 47일로 늦게 나타나 낮은 온도에서는 생장 속도가 늦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뿌리의 발달은 24/18°C 이하의 온도에

서 더 길고 굵은 무를 생산할 수 있었다. Fig. 3과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종 30일 후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장은 주야간 

24/18°C에서 가장 길고 무거웠으며, 초장 또한 길고 엽면적도 넓었다. 더군다나 Fig. 2에서처럼 광계II의 최대 광화학적 효율

(Fv/Fm)이 24/18°C에서 높고, Table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계II의 활성 상태의 반응중심의 밀도(RC/CSm)가 다소 감소하

지만 엽면적당 흡수되는 빛에너지(ABS/CSm)와 광계II의 반응중심에 포획되는 에너지(TRo/CSm), 전자전달로 전해지는 에너

지(ETo/CSm)가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어 광계II 활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4/18°C 이상의 온도에서는 생육 초기에 지상부 길이가 24/18°C와 유사하나 후기에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지하부

의 길이와 굵기, 그리고 엽면적이 24/18°C에서 보다 작았다. 그리고 29/23°C의 온도에서는 생육 초·중기까지 비대근의 신장

이 활발하나 생육 후기에 지하부의 비대가 억제되고, 34/28°C에서는 억제 정도가 더 심각하였다. 또한, 24/18°C 이상의 온도

에서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엽면적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지하부의 길이와 굵기가 점차 줄어들었다. 더군다나 생육 중기(30–

60일)와 후기(60–85일)에 이르러서 29/23°C와 34/28°C에서 점차 지상부 생장이 둔화되어 초장, 엽면적, 생체중이 크게 감

소하고(Fig. 3), 무 지하부의 길이, 굵기, 바이오매스 모두에서 크게 감소하여, 고온이 무 생장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4). 고온이 무의 생장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광계II의 최대 광화학적 효율(Fv/Fm)이 주야간 

29/23°C 이상의 온도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Fig. 2). 더욱이, Table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계II의 활성 상태의 반

응중심의 밀도(RC/CSm)가 크게 감소하고, 엽면적당 흡수되는 빛에너지(ABS/CSm)와 광계II의 반응중심에 포획되는 에너지

Table 4. The occurrence of internal browning in root of radish (Raphanus sativus L. var. hortensis Backer cv. Youngdong) 
grown for 85 days in different day/night temperatures. Internal browning is classified into five typ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severity

Temperature (°C)
Roots with internal browning (%)

None Slight Little Moderate Severe

14/8°C 100 0 0 0 0

19/13°C 100 0 0 0 0

24/18°C 100 0 0 0 0

29/23°C 40 40 20 0 0

34/28°C 10 30 4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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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CSm), 전자전달로 전해지는 에너지(ETo/CSm)가 모두 크게 감소하고 있어 광계II 활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수수(Sorghum bicolor (L.) Moench)나 배추, 한지형 마늘의 재배에 있어서도 생육 적온을 벗어난 고온에 의해 나타나는 것

으로 보고된 바 있어(Yan et al., 2012; Oh et al., 2014, Oh et al., 2015a), 무 재배에 있어서도 24/18°C 이상의 온도에서 불활

성 상태의 반응중심이 증가하거나 광계II의 반응중심이 손상되고 궁극적으로 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 한지형 마늘의 인경과 아마릴리스속 식물인 Hippeastrum sp.의 구근에서도 고온에 의해 품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다(Oh et al., 2019; Inkham et al., 2019).

한편, 무 지하부의 내부 갈변은 파종 시기, 품종, 비료나 재배 온도 등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Kawashiro and 

Takeda, 1988; Fukuoka and Kano, 1990; Kawai et al., 1992; Kawai et al., 1995). 특히, 생육 후반에 토양 온도가 높아졌을 

때 내부 갈변이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29/23°C 이상의 온도에서만 내부 갈변이 발생하였으며,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야간 24/18°C에서 가장 무거우면서 굵고 길게 뻗은 품질이 양호한 무를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부의 내부 

갈변도 발생하지 않아서, 상품성 있는 크기의 비대근 무를 생산하기 위한 재배 적온은 주야간 24/18°C로 보인다. 그러나, 이보

다 낮은 온도에서는 생육 초기에 보온해주거나 생육 후기에 질소비료를 추비하거나, 수확시기를 좀 더 늦추는 등의 세심한 관

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엽채를 위해서 어린 무를 조기에 수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종자의 발아속도, 발아

율, 유묘 길이, 생장지수, 잎과 뿌리 생장 등을 감안하였을 때 29/23°C에서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9/23°C에서 비대근 무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관개량 조절, 조기재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갈색심부증상과 같은 병

이 발생하지 않도록 붕소를 처리하거나 고온에서도 잘 견디는 품종을 선택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주야간 온도를 달리한 조건(14/8°C, 19/13°C, 24/18°C, 29/23°C, 34/28°C)에서 무(R. sativus var. 

hortensis)를 재배하였을 때, 광계II 활성, 영양생장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무 종자의 발아는 

BBCH 09 단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4/18°C 이상의 온도에서 발아가 잘 이루어졌다. 그러나, 29/23°C 이상의 온도에서는 

하배축 신장이 빨라 뿌리가 비정상적으로 만곡되는 양상을 보였다. 파종 30일 이후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장은 24/18°C에서 가

장 길고 무거웠으며, 24/18°C 이상의 온도에서는 잎의 발달이 파종 후 30일에 BBCH 19 단계에 이르러 엽수도 많고 엽면적도 

넓어지는 등 지상부의 생장 속도가 빨랐다. 반면에 뿌리는 24/18°C 이하의 온도에서 더 길고 굵었으며, 24/18°C에서 BBCH 

47 단계인 뿌리가 70% 정도 비대한 상태로 발달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70일 이내로 나타났다. 지하부의 직경은 24/18°C에서 

파종 후 80일 이내에 10cm 이상으로 굵었고 내부 갈변도 발생하지 않아서, 가장 무거우면서 굵고 길게 뻗은 품질이 양호한 무

를 생산할 수 있었다. 또한 광계II의 최대 광화학적 효율(Fv/Fm)도 24/18°C 이하의 온도에서 높았으며, 엽면적당 흡수되는 빛

에너지(ABS/CSm)와 광계II의 반응중심에 포획되는 에너지(TRo/CSm), 전자전달로 전해지는 에너지(ETo/CSm)가 모두 높아

져 무가 온도 스트레스 없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의 외형적인 상품성과 크기나 무게 등 생산성을 감

안하였을 때 무의 재배는 24/18°C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 주요어 : BBCH 단계, 광계II의 광화학적 효율, 무, 온도 스트레스, 영양생장

Literature Cited

Abdul-Baki AA, Anderson JD (1973) Vigour determination in soyabean seed by multiple criteria. Crop Sci 13:630-633. doi:10.2135/crops

ci1973.0011183x001300060013x



178 Hort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주야간 재배 온도별 무(Raphanus sativus var. hortensis)의 생육 특성 및 생산성

Akram NA, Noreen S, Noreen T, Ashraf M (2015) Exogenous application of trehalose alters growth, physiology and nutrient composition 

in radish (Raphanus sativus L.) plants under water-deficit conditions. Braz J Bot 38:431-439. doi:10.1007/s40415-015-0149-7

Ball MC, Butterworth JA, Roden JS, Christian R, Egerton JG (1994) Applications of chlorophyll fluorescence to forest ecology. Aust J Plant 

Physiol 22:311-319. doi:10.1071/PP9950311

Feller C, Bleiholder H, Buhr L, Hack H, Hess M, Klose R, Meier U, Stauss R, van den Boom T, et al. (1995) Phänologische Entwicklungsstadien 

von Gemüsepflanzen II. Fruchtgemüse und Hülsenfrüchte. Nachrichtenbl Deut Pflanzenschutzd 47:217-232

Flemmer AC, Franchini MC, Lindström LI (2015) Description of safflower (Carthamus tinctorius) phenological growth stages according 

to the extended BBCH scale. Ann Appl Biol 166:331-339. doi:10.1111/aab.12186

Fukuoka N, Enomoto T (2001) The occurrence of internal browning induced by high soil temperature treatment and its physiological 

function in Raphanus root. Plant Sci 161:117-124. doi:10.1016/S0168-9452(01)00402-2

Fukuoka N, Hamada T (2021) Effects of heat stress on the biological Maillard reaction, oxidative stress, and occurrence of internal 

browning in Japanese radish (Raphanus sativus L.). J Plant Physiol 256:153326. doi:10.1016/j.jplph.2020.153326

Fukuoka N, Kano Y (1990) Effect of duration of high soil temperature treatment on the occurrence of internal browning “Akashin” in 

Japanese radish (Raphanus sativus) cv. Natsu-minowase. Bull Ishikawa Agr Coll 20:23-28

Hack H, Gall H, Klemke T, Klose R, Meier U, Stauss R, Witzenberger A (1993) The BBCH‐scale for phenological growth stages of potato 

(Solanum tuberosum L.). In Proceedings of the 12th Annual Congress of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Potato Research, Paris, pp 

153-154

Inkham C, Piriyapongpitak P, Ruamrungsri S (2019) Storage and growth temperatures affect growth, flower quality, and bulb quality of 

Hippeastrum. Hortic Environ Biotechnol 60:357-362. doi:10.1007/s13580-019-00124-w

Jain N, Singh GP, Pandey R, Singh PK, Prabhu KV (2018) Chlorophyll fluorescence kinetics and response of wheat (Triticum aestivum L.) 

under high temperature stress. Indian J Exp Biol 56:194-201

Kawai T, Hikawa M, Fujiwara T (1992) Effects of sowing time, soil temperatures, and shade on internal browning and polyphenol 

concentration in roots of Japanese radish. J Jpn Soc Hortic Sci 61:339-346. doi:10.2503/jjshs.61.339

Kawai T, Hikawa M, Ono Y (1995) Effects of calcium sulfate and sublimed sulfur on incidence of internal browning in roots of Japanese 

radish. J Jpn Soc Hortic Sci 64:79-84. doi:10.2503/jjshs.64.79

Kawashiro H, Takeda H (1988) Studies on factors influencing the occurrence of akashin a physiological disorder in radish. I. Influences of 

temperature and cultivars. Bull Chiba Agric Exp Stn 29:63-70

Kim BS, Ko BH (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upply-demand outlook model for Jeju winter radish.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 Soc 15:1471-1477. doi:10.5762/KAIS.2014.15.3.1471

Lancashire PD, Bleiholder H, Van den Boom T, Langelüddeke P, Stauss R, Weber E, Witzenberger A (1991) A uniform decimal code for 

growth stages of crops and weeds. Ann Appl Biol 119:561-601. doi:10.1111/j.1744-7348.1991.tb04895.x

Leather SR (2010) Precise knowledge of plant growth stages enhances applied and pure research. Ann Appl Biol 157:159-161. 

doi:10.1111/J.1744-7348.2010.00426.X

Lee SG, Moon JH, Jang YA, Kim SY, Ko KD (2009) Change of Photosynthesis and Cellular Tissue under High CO2 Concentration and High 

Temperature in Radish. Korean J Hortic Sci Technol 27:194-198. doi:10.1016/j.orgel.2008.09.005

Oh S, Moon KH, Koh SC (2015a) Assessment of high temperature impacts on early growth of garlic plant (Allium sativum L.) through 

monitoring of photosystem II activities. Korean J Hortic Sci Technol 33:829-838. doi:10.7235/hort.2015.15078

Oh S, Moon KH, Song EY, Son IC, Koh SC (2015b) Photosynthesis of Chinese cabbage and radish in response to rising leaf temperature 

during spring. Hortic Environ Biotechnol 56:159-166. doi:10.1007/s13580-015-0122-1

Oh S, Moon KH, Son IC, Song EY, Moon YE, Koh SC (2014) Growth, photosynthesis and chlorophyll fluorescence of Chinese cabbage in 

response to high temperature. Korean J Hortic Sci Technol 32:318-329. doi:10.7235/hort.2014.13174

Oh SY, Moon KH, Song EY, Koh SC (2019) Photosynthesis, growth, and clove formation of southern-type garlic in response to different 

day/night temperature regimes. Korean J Hortic Sci Technol 37:696-707. doi:10.7235/HORT.20190070

Prakash S, Hinata K (1980) Taxonomy, cytogenetics and origin of crop Brassicas, a review. Opera Bot 55:1-57

Strasser BJ, Strasser RJ (1995) Measuring fast fluorescence transients to address environmental questions: The JIP test. In P Mathis, ed., 

Photosynthesis: From Light to Biosphere. Kluwer Academic, Dordrecht, Netherlands, pp 977-980. doi:10.1007/978-94-009-0173-5

_1142

Strasser RJ, Srivastava A, Tsimilli-Michael M (2000) The fluorescence transient as a tool to characterize and screen photosynthetic 

samples, p. 445-483. In: Yunus, M., U. Pathre, and P. Mohanty. (eds.). Probing Photosynthesis: Mechanisms, Regulation and 

Adaptation. Taylor and Francis, London, UK

Yan K, Chen P, Shao H, Zhao S, Zhang L, Zhang L, Xu G, Sun J (2012) Responses of photosynthesis and photosystem II to higher 

temperature and salt stress in sorghum. J Agron Crop Sci 198:218-225. doi:10.1111/j.1439-037X.2011.00498.x

Zha L, Liu W (2018) Effects of light quality, light intensity, and photoperiod on growth and yield of cherry radish grown under red plus 

blue LEDs. Hortic Environ Biotechnol 59:511-518. doi:10.1007/s13580-018-0048-5

Zhang J, Yi Q, Xing F, Tang C, Wang L, Ye W, Ng II, Chan TI, Chen H, et al. (2018) Rapid shifts of peak flowering phenology in 12 species 

under the effects of extreme climate events in Macao. Sci Rep 8:13950. doi:10.1038/s41598-018-32209-4

Zhou R, Wu Z, Wang X, Rosenqvist E, Wang Y, Zhao T, Ottosen CO (2018) Evaluation of temperature stress tolerance in cultivated and 

wild tomatoes using photosynthesis and chlorophyll fluorescence. Hortic Environ Biotechnol 59:499-509. doi:10.1007/s13580-018-

0050-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