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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lant-induced electrical signal (PIES), which reflects nutrient and water uptake by the plant, can 

be monitored by inserting electrodes on both sides of the plant ste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whether PIES measurement can be applied to evaluate plant growth in response to urea 

fertilization. Soil was treated with different amounts of urea and the PIES of broccoli grown in the 

soil was monitored. PIES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nitrate in stems, indicating 

that PIES represents increased water and ion transport in broccoli stem caused by increasing urea 

application. Broccoli leaves treated with high amounts of fertilizer showed the highest chlorophyll 

content,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reatments. The proline content was highest 

with standard urea application; however, it was in the range of normal con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growth parameters of broccoli among different treatments, but the PIES 

was slightly higher when standard amount of urea was applied compared to the other treatments. The 

PIES values were different among individual broccoli plants and were highly correlated with nitrate 

in broccoli stem. Thus, PIES could be used as an indicator to evaluate plant nitrogen uptake.

Additional key words: chlorophyll, correlation, nitrate, nutrients, proline

서 언

농업에서 토양의 정밀 양분 관리는 작물, 기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양의 비료를 공급함으로써 작물의 생

산성을 유지하고 양분의 환경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다(Kim et al., 2015). 비료 부족 혹은 과잉 공급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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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양 양분의 불균형은 작물의 영양소 결핍과 생육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작

물의 스트레스와 생산성의 악화를 초래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Biswas and Naher, 2019; Lee et al., 

2017). 또한 양분이 결핍되면 식물의 생육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사에 이르기도 하며, 양분이 과잉으로 공급되면 작물에 양분이 

과잉으로 축적되고, 토양의 물리성이 악화될 수 있어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저하시킨다(Lee et al., 1989; Seo and Jung, 

2008).

토양에서 양분 순환의 불균형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토양에 투입되는 질소와 인은 작물의 생육을 증대시키지만 

농업에서 양분 과잉에 의한 환경 오염은 수계를 오염시켜 부영양화를 일으키고 온실가스 발생원이 되기도 한다(Vitousek et 

al., 2009). 따라서 토양 양분의 공급 및 조절은 농경지의 지속 가능성 유지 및 최적의 수확 시기와 최대 수확량을 얻기 위해 중요

한 요소이기 때문에 작물을 재배할 때 작물의 생산량과 품질의 향상을 위해 토양 양분의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Day and 

Intalap, 1970; Lee et al., 2010; Kim et al., 2019).

일반적으로 토양에 처리되는 비료량은 표준 시비 처리량보다 많은데 이는 작물의 생육 상태를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

문에 생육 증대를 위해 과잉의 비료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작물에 양분이 부족한 경우 작물 잎의 색과 상태 등을 

통해 육안으로 스트레스를 감지할 수 있지만 이미 생육이 지연되거나 이상 증상이 외부로 나타난 후에 양분을 추가로 처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작물의 상태를 빠르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물의 상태를 육안으로 평가하는 것 외

에 스펙트럼을 이용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새로운 센서와 기기의 출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스트레스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

이 향상되고 있다(Barton, 2012). 그러나 이미지를 이용해 식물 상태를 평가하는 방식은 육안으로 평가하는 것을 수치화시키

는 것으로 외부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 후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육안으로 평가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식물의 전기적 신호(PIES, plant induced electrical signal)는 식물 줄기 양쪽에 전극을 삽입해 식물 줄기 내부의 저항을 측

정하고 전기전도도로 환산하여 나타내며 물관의 양수분 흡수를 반영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식물의 생리적인 반응을 비파괴적

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Park et al., 2018). 식물 내부의 양수분 흡수를 반영하는 PIES는 온도, 습도, CO2 등 식물의 

생육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전 연구에서 브로콜리(Brassica oleracea var. italica)의 온도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평

가에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Cha et al., 2020). 그러나 토양 양분 함량이 변화하는 조건이 식물의 생리적 반응에 어떤 영

향을 미치며 PIES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PIES를 이용해 적절한 양분 공급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양분 

공급과 식물의 생육 및 PIES와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토양 양분 함량의 부족, 과잉 등의 

환경 조건이 식물의 생육과 전기적 신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실제 줄기의 이온 함량과 PIES의 관계를 평가하

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

브로콜리의 생육 및 시험구 처리

브로콜리 모종(나이스 그린)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라북도 완주군)의 노지 포장의 토양에 정식하여 6주간 생육시켰다. 

정식한 토양은 양토이고 pH는 5.63으로 실제 우리나라 밭토양 재배 환경에서의 토양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냈다(Sohn et al., 

1999). 브로콜리는 생육 기간 동안 포장용수량 상태로 점적 관수하였다.

브로콜리가 동일한 생육 환경 조건에서 다른 토양 양분 조건에 노출될 때 PIES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노지 재

배 환경에서 비료 처리를 다르게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료 별 토양 비료 처리는 브로콜리 표준 시비량(Korean Soil 

Information System, 2021)에 따랐으며, 기비는 처리구별 차이가 없었고 처리구의 경우 부족(N 0)은 질소비료를 추비로 처리

하지 않았으며 적정(N 1)은 표준 시비량에 따른 질소비료 적정량인 2.2kg/10a로 요소비료를 처리하였고 과잉(N 1.5)은 1.5배

인 3.3kg/10a로 처리하였다. 비료를 처리하고 2주 경과 후 브로콜리를 수확하였다. 브로콜리는 지제부를 수확하여 초장,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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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수,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줄기는 수액 추출에 사용하였고 잎은 증류수로 세척 후 10g은 냉동시켜 엽록소와 프롤린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60°C 오븐에서 건조하여 원소 함량 분석에 사용하였다.

식물 전기적 신호(PIES) 모니터링

브로콜리를 질소 비료 부족, 적정, 과잉 조건에 노출시키면서 브로콜리의 반응을 PIES로 모니터링하였다. PIES는 브로콜리 

지면으로부터 약 5cm 높이의 줄기 양쪽에 3개의 스테인리스 침이 달린 전극을 각각 5mm씩 삽입하여 모니터링하였으며 

Junsmeter II (Prumbio, Suwon, Korea)를 사용하여 저항을 측정하고 전기전도도로 식(1)을 이용해 변환하였다(Park et al., 2018).

 



×
×


 (1)

식(1)에서 PIES는 식물 줄기의 전기전도도(mS·m-1)이고, R은 줄기의 저항, D는 줄기의 직경(mm), L은 줄기에 삽입된 바늘

의 길이(mm)이다. d는 바늘의 직경(mm)이고, k는 상수이다.

잎의 엽록소, 프롤린 함량 분석

브로콜리의 잎을 증류수로 세척한 후 작게 분쇄하여 엽록소, 프롤린 함량을 분석하였다. 엽록소 분석을 위해 50mL 코니컬 

튜브에 잎 0.5g과 25mL의 80% 아세톤을 첨가하여 혼합하고 24시간 동안 암조건에 두었다. 시간이 경과한 후 엽록소가 추출

된 용액을 0.45µm 필터로 여과하고 UV/Vis 분광 광도계(Orion AquaMate 7000, Thermo-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로 각각 645, 665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식물 잎의 엽록소 a와 b 함량을 계산하였다(Maclachlan and Zalik, 1963).

프롤린을 잎에서 추출하기 위해 50mL 코니컬 튜브에 0.5g의 브로콜리 잎과 10mL 3% sulfosalicylic acid를 첨가하고 초음

파분산기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추출된 용액을 25°C 4000rpm 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고 0.45µm 필터로 여과하였다. 여

과액 2mL에 acid-ninhydrin reagent (2.5g ninhydrin, 60mL glacial acetic acid, 40mL 6M phosphoric acid) 2mL와 glacial 

acetic acid 2mL를 첨가하여 혼합하고 100°C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하였다(Bates et al., 1973). 가열한 시료를 냉각시킨 후, 

4mL의 톨루엔을 첨가하여 발색단을 분리하고 톨루엔을 blank로 하여 52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줄기 추출액의 이온 함량 분석

브로콜리를 수확한 후, PIES 측정용 전극을 삽입했던 부분을 포함하여 줄기를 5cm 잘라 무게를 측정하고 1L 비커에 브로콜

리 줄기와 400mL의 초순수를 첨가하여 180rpm에서 24시간 교반하였다(White et al., 1985). 추출한 용액의 pH와 EC를 측정

하고, 용액을 주사기필터로 여과하여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ICP-OES, Perkin Elmer)를 사용하여 원소 함량을 분석

하였다. 질산태 질소는 Griess 반응을 이용하여 UV-VIS spectrophotometer로 분석하였다(García-Robledo et al., 2014). 

브로콜리 토양의 수용성 및 교환성 원소 함량 분석

브로콜리를 수확하면서 뿌리 근처의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풍건하여 2mm체를 통과한 시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토양

에 존재하는 유효태 원소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토양 시료 5g을 50mL 코니컬 튜브에 취하여 초순수 25mL와 1N C2H7NO2 

50mL를 각각 첨가하여 240rpm에서 30분간 교반하였다. 초순수로 추출한 용액의 pH와 EC를 측정하고 10mL를 취해 주사기 

필터로 여과한 후 ICP-OES를 사용하여 원소 함량을 분석하였다. 1N C2H7NO2로 추출한 용액도 같은 방법으로 전처리 하여 

ICP-OES를 사용하여 교환성의 양이온 함량을 분석하였다(Schollenberger and Simon,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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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통계처리

데이터의 통계 분석은 SPSS 소프트웨어(IBM, Armonk, NY, USA)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PIES 데이터는 3개의 데이터

를 평균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PIES와 줄기 추출액의 원소 함량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생육, 원소함량, 엽록소, 프

롤린 함량은 평균과 표준 편차로 표시하였으며 처리구별 차이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Analysis)을 이용하

여 비교하였고 사후 분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시행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0.05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토양 요소 처리와 브로콜리 전기적 신호의 관계

PIES는 식물이 양수분을 흡수할 때 식물 줄기에서 저항의 변화를 측정하여 전극 사이의 거리와 접촉면을 이용해 전기전도

도로 계산하는 식물의 전기적 신호이며 식물의 생리적인 반응과 생육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Park et al., 2018). 따

라서 PIES는 토양의 양분, 수분 등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비가 오지 않는 환경에서는 PIES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비가 올 때 PIES가 처리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적정(N 1, control)의 PIES가 제일 높고 양분 과잉(N 

1.5)과 양분 부족(N 0) 순으로 높게 났다(Fig. 1). 이는 비가 오면서 토양의 수분 함량이 증가하고 수분 흡수와 함께 양분 흡수도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PIES의 값으로 판단했을 때 비가 올 때 적정 비료 처리구 브로콜리의 양수분 흡수가 

제일 좋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실험에서 처리한 비료량의 차이는 식물 생육과 수확량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정도는 아니

었다. 질소 비료의 처리가 항상 식물의 생육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무기질 질소 비료와 유기질 비료를 처리하고 상추의 생

Fig. 1. Plant-induced electrical signal (PIES) monitored under control (N 1), low urea (N 0), and high urea (N 1.5) conditions 
and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and rainfall during PIES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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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평가한 연구에서 유기질 비료는 상추의 생육을 증가시켰으나 무기질 비료를 사용하였을 때 질소를 처리하지 않은 것과 

상추 생육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료 처리로 인한 토양 EC 상승이 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Liu et al., 

2014). 양분은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향상시켜, 식물의 수확량과 생육을 증대시키지만 과잉시에 식물이 웃자라거나 양분 

축적으로 인해 식물 생육이 저하되기 때문에 적정 비료 처리구 보다 PIES가 낮게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Rudmin et al., 

2019; Ingestad, 1977). 양분이 부족할 경우 영양소가 결핍되어 식물의 생육이 저하되기 때문에 양분 과잉 수준보다 식물의 생

육이 저해 받아 본 연구에서 PIES가 더 낮게 측정된 것으로 시사된다(Masinde and Agong, 2011). PIES 값은 수확 시기가 지

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식물체의 활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PIES를 식물의 생육과 연계

시키기 위해 생육 지표로 평가한 마디수는 처리구별 차이가 나타났지만 생체중, 초장, 직경 등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Table 1). 따라서 육안으로 보이는 생육 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PIES와 식물 줄기 추출액의 EC, 원소 함량의 상관관계

PIES는 식물 줄기에서 양수분이 물관을 통해 이동하는 정도를 전극을 사용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PIES와 식물 줄기 추출액

의 원소 함량과 상관성이 존재한다(Park et al., 2018; Milham et al., 1970). 따라서 브로콜리를 수확하고 줄기를 물로 추출하

여 수용액에 존재하는 다량원소의 함량을 분석하고 브로콜리의 줄기 건조 질량 당 함량으로 계산하였다(Table 2). 토양의 질소 

비료 처리에 따른 줄기 추출액의 원소 함량은 비료 과잉 처리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개체간 값의 차이가 커 요소 처리에 따른 

값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브로콜리의 생육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비료의 처

리가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칠 만큼 차이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에서 초순수와 ammonium acetate로 추출 

가능한 원소 함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처리별 원소함량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PIES가 브로콜리 개체별 줄기 추출액의 원소 함량과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줄기추출액의 EC와 원소 함량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PIES 값이 높을 때 양수분의 이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PIES 값이 높은 시간대인 오전 시

간의 PIES 값을 평균하여 줄기 추출액의 원소 함량과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Table 4). PIES는 NO3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원소와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본 연구에서는 질소비료의 처리를 달리하였

기 때문에 줄기의 질소 이동을 PIES가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물이 적정 생육 온도에서 질산염을 식물체 내에 저장하

는 양과 질소를 고정하는 정도에 상관 관계가 존재하므로 줄기의 질산태 질소 함량은 질소 동화와 관계가 있다(Herridge, 

1982). 암모늄태 질소는 독성이 있어 줄기에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기보다 동화되어 줄기에 축적되어 있는 양은 많지 않으며 질

산태 질소의 축적이 더 우세하여 PIES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시사된다(Salsac et al., 1987; Magalhaes and Huber, 1991; 

McNeill and Unkovich, 2007). 

식물 줄기 수액의 원소들은 대부분 이온의 형태로 이동하며, 전기 전도도는 이온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EC와 줄기 추출액의 이온 농도는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Pate and Jeschke, 1995; Nardini et al., 2010). 그러

Table 1. Shoot fresh weight and length, stem diameter, leaf weight, and stem water content of broccoli and pH and EC of 
soils with different urea application

Plant Soil

Shoot fresh 

weight (g)

Shoot length 

(cm)

Stem diameter 

(mm)
Number of leaves

Stem water 

content (%)
pH EC (dS·m-1)

N 0 3250 ± 309 a 59.3 ± 3.1 a 44.7 ± 7.8 a 83.7 ± 4.0 a 93.03 ± 0.30 a 5.53 ± 0.06 b 0.085 ± 0.015 a

N 1 3482 ± 1035 a 62.12 ± 0.9 a 44.9 ± 4.6 a 88.3 ± 7.7 a 92.74 ± 0.15 a 5.67 ± 0.13 ab 0.066 ± 40.0049 a

N 1.5 3891 ± 320 a 61.0 ± 1.0 a 45.9 ± 4.3 a 65.0 ± 4.0 b 93.33 ± 0.15 a 5.94 ± 0.13 a 0.055 ± 0.0086 a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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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산태 질소 외의 다른 원소들과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는데 이는 PIES의 경우 물관부의 양수분 이동을 측정하며 줄기 추

출액은 물관부의 양분만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 유세포의 세포질에 존재하는 양분도 추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줄기의 물관과 목부유조직에서는 아포플라스틱 경로를 통해 양분이 평형 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유롭게 교환되며 줄기 세포질

의 다양한 부분에서 K, Ca, Mg 등이 발견된다(Metzner et al., 2010). 질소 처리량이 높을 때 통계적으로 원소 함량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적정 처리구와 과잉 처리구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원소 함량이 과잉 처리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요소를 식

물에 처리했을 때 확산성 양이온과 음이온이 모두 증가되었으며 유기산의 함량 또한 증가되는 선제 연구를 통해 질소 처리가 

식물 체내에 존재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균형을 조절하고 증가시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Yang et al., 2007). 식물이 

이온을 흡수할 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생리 활성의 조절이나 근권 pH를 조절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

기 때문에 줄기에서 원소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Haynes, 1990).

Table 2. Electrical conductivity and macronutrient concentrations of broccoli stem extract (mmol·kg-1)

Samples

Electrical 

conductivity 

(dS·m-1)

NO3

- Ca K Mg P S

N 0 0.12 ± 0.02 c 9.4 ± 4.9 a 5.6 ± 7.7 a 212.4 ± 138.5 a 6.0 ± 8.5 a 12.4 ± 16.0 a 48.6 ± 55.2 a

N 1 0.81 ± 0.19 b 6.2 ± 1.2 a 6.7 ± 0.5 a 191.9 ± 13.1 a 5.0 ± 0.8 a 15.1 ± 2.8 a 54.8 ± 22.5 a

N 1.5 1.37 ± 0.01 a 6.7 ± 1.1 a 14.2 ± 0.5 a 322.2 ± 31.4 a 15.2 ± 1.4 a 30.9 ± 6.2 a 168.0 ± 108.5 a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Table 3. Nutrient concentrations in soil extracted with water and ammonium acetate (mg·kg-1)

Extractant Samples Ca K P S

H2O N 0 0.9 ± 0.3 a 1.5 ± 0.4 a 0.13 ± 0.02 a 3.9 ± 0.7 a

N 1 0.6 ± 0.2 a 1.0 ± 0.1 a 0.10 ± 0.02 a 3.1 ± 0.6 ab

N 1.5 0.4 ± 0.2 a 0.8 ± 0.1 a 0.08 ± 0.05 a 2.0 ± 0.4 b

NH4OAC N 0 70.4 ± 7.7 a 10.5 ± 0.9 a 0.05 ± 0.01 a 5.5 ± 1.1 a

N 1 71.5 ± 7.5 a 8.5 ± 0.7 ab 0.04 ± 0.01 a 4.7 ± 0.9 a

N 1.5 66.3 ± 4.6 a 7.6 ± 0.2 b 0.04 ± 0.001 a 3.1 ± 0.7 a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IES, EC and nutrients of broccoli stem

PIES Stem EC NO3

- Ca K Mg P S

PIES 1

Stem EC –0.078 1

NO3

- 0.803* –0.389 1

Ca –0.280 0.739* –0.617 1

K –0.536 0.527 –0.715* 0.897** 1

Mg –0.272 0.688 –0.548 0.987** 0.920** 1

P –0.149 0.746* –0.533 0.980** 0.847** 0.971** 1

S –0.280 0.704 –0.448 0.794* 0.632 0.772* 0.705 1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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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리를 수확하고 토양을 채취해 토양 추출액의 EC를 분석하였으나, 토양 질소 처리량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며 용액의 양분 함량을 ICP-OES로 분석한 결과, EC는 수용액의 Ca와 0.943, S와 0.900, 총 이온과 0.909 등으로 모

든 이온들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data not shown). 그러나 PIES의 경우 토양의 EC와 수용액 혹은 유효태의 원소 함량

과 상관 관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료를 토양에 처리한 직후의 함량을 분석한 것이 아닌 수확 시 토양을 채취해 분석했기 

때문에 식물의 양분 흡수로 인해 상관 관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Baligar et al., 2001). 

질소 처리가 브로콜리 잎의 엽록소와 프롤린 함량에 미치는 영향

토양 질소가 증가하는 조건에서 엽록소 a와 b 함량은 적정 처리구인 N 1에 비해 높았으며, 토양 질소가 감소하는 조건에서는 

N 1보다 낮았다(Fig. 2). 이전 연구에서도 총질소의 함량이 높은 조건에서 엽록소 함량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질소가 단백질

을 구성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함량이 높을수록 켈빈 회로에서 틸라코이드 형성을 도와 엽록소가 증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시사

된다(Evans, 1989; Hamilton and Mitchell, 1997). 프롤린은 다양한 스트레스 환경에서 식물의 반응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특히 염 스트레스 조건에서 함량이 증가하고 삼투 조절에 중요하다(Eum et al., 2020; Shin et al., 2020; Sun et al., 

2020). 본 연구에서 프롤린 함량은 적정 질소처리구의 값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모든 처리구에서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축적된 수준은 아니었다(Fig. 3). 프롤린 함량이 약 10% 정도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식물에서도 나타나며 비료 

부족이나 과잉 처리구에서도 프롤린 함량이 높지 않아 식물이 양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Lehmann 

Fig. 2. Chlorophyll a and b contents in broccoli leaves grown under control (N 1), low urea (N 0), high urea (N 1.5) 
condition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Bars with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among means using one-way ANOVA followed by a Duncan post-hoc test.

Fig. 3. Proline content in broccoli leaves grown under control (N 1), low urea (N 0), high urea (N 1.5) condition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Bars with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among 
means using one-way ANOVA followed by a Duncan post-ho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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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0; Sharma and Verslues, 2010). 암모늄의 공급량에 따라 식물의 프롤린의 함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본 논문의 

질소 처리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식물의 생육량을 평가했을 때 토양의 양분이 생육에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Claussen, 2002; Houdusse et al., 2005).

초 록

식물 유도 전기적 신호(PIES)는 식물 줄기의 양쪽에 전극을 삽입하여 모니터링하며 식물의 양수분 흡수를 반영한다. 본 연

구의 목적은 요소 시비에 따른 식물 생육 반응을 평가하는데 PIES를 적용할 수 있을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토양에 요소

를 처리하고 브로콜리의 PIES를 모니터링하였다. PIES는 줄기의 질산태 질소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PIES가 요소비

료 처리 증가로 인한 브로콜리 줄기의 양수분 이동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료 과잉 처리구에서 브로콜리 잎의 엽록소 함

량이 가장 높았으나 처리구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프롤린 함량은 표준 상태로 요소를 처리했을 때 가장 높았으나 정상 범위

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브로콜리의 생육은 처리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표준량의 요소를 처리했을 때 PIES가 

다른 처리구보다 약간 높았다. PIES의 값은 브로콜리 개체별로 달랐는데 이는 브로콜리 줄기의 질산태 질소 함량과 높은 상관

관계를 보여 식물의 질소 흡수를 평가하는 지표로 PIES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주요어 : 엽록소, 상관관계, 질산태 질소, 양분, 프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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