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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십자화과(Brassicaceae)는 남 ∙ 북반구의 온대나 한대에 주

로 분포하며, 지중해 연안과 중앙아시아에 걸쳐 생육하는 십

자 모양으로 꽃이 피는 식물로(Kim와 Chin, 2018; Moon 등, 

2006), 350개의 속, 약 3,000여 종이 보고되었다(Amina 등, 

2020). 십자화과 작물에는 갓(Brassica juncea (L.) Czern., 

‘적갓’), 적겨자(Brassica juncea L., ‘적대엽고채’), 케일

(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DC.) Alef., ‘레드러시안’) 

등이 있으며, 쌈채소,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쓰이고 있다. 

이러한 십자화과 식물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s, 

GSLs), 비타민C(ascorbic acid), 카로티노이드(carotenoids), 

플라보이노드(flavonoids), 토코페롤(tocopherol), 폴리페놀

(polyphenols)과 같은 기능성 성분 및 다양한 무기질 등의 함

량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Nawaz 등, 2018). 그 중 GSLs

는 십자화과 작물의 대표적인 기능성 물질로 현재까지 약 200

종류 이상이 알려져 있으며(Lee 등, 2019), 독특한 향과 매운

맛의 근원이며 황과 질소의 저장소로 식물 방어 기작의 산물

이다(Falk 등, 2007; Jeong 등, 2015). 또한, GSLs는 항바이러

스, 발암 억제, 심근경색을 예방하며, 폐암과 위암 등 항암 작

용을 하는 등(Miękus 등, 2020; Zhang 등, 2022)의 효능이 있

어 많은 연구자가 관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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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ach light intensity and photoperiod combination on 
the growth and glucosinolates (GSLs) content of three species of Brassicaceae plants under the same daily light integral 
(DLI) conditions. Seeds of leaf mustard (Brassica juncea (L.) Czern.), red mustard(Brassica juncea L.) and kale 
(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DC.) Alef.) were sown in a rockwool cubes and grown for three weeks. DLI was 
set to 10 mol·m-2·d-1 and treated with 10h-280, 14h-200, 18h-155, 22h-127 µmol·m-2·s-1 for three weeks. As a result 
at 14h-200 µmol·m-2·s-1 treatment, shoot fresh/dry weight, the number of leaves, and leaf area were increased in leaf 
mustard and kale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other treatments. In the total GSLs content, the treatment 
of 14h-200 µmol·m-2·s-1 increased significantly 139.95, 135.87, 154.03% compared to 10h-280, 18h-155, 22h-127 
µmol·m-2·s-1 treatment in red mustard, and 14h-200 µmol·m-2·s-1 treatment increased significantly 132.96, 132.96, 
134.03% compared to other treatments in kale. In red mustard, the treatment of 18h-155 µmol·m-2·s-1 showed an 
increase in shoot fresh/dry weight and the total GSLs contents than other photoperiods and 14h-200 µmol·m-2·s-1 

treatment, the number of leaves significantly 15.62, 12.12, and 32.14% higher than other photoperiods. Since the DLI 
response is different depending on species even for similar Brassicaceae crops, it is necessary to get more detailed 
results by conducting optical light quality studies and deriving optimal DLI conditions to achieve minimum power 
consumption and maximum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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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제어형 식물공장 시스템은 작물 재배 시 광, 온도, 습도, 

양액 조성, 이산화탄소 농도 등 다양한 환경조건을 계절이나 

장소와 관계없이 제어하여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

한다(Lee 등, 2016). 이 중 광은 광합성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다양한 생리적인 반응을 유도한다(Abidi 등, 2013; Kelly 등, 

2020). 하지만 식물공장에서 소비되는 총 전력량의 70－80%

를 조명이 차지하기 때문에 작물 생산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된

다(Gao 등, 2020; Jin 등, 2022). 작물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하

는 효율성을 최대화하거나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수확량과 수

익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광주기와 광강

도를 이용한 일적산광량(DLI, daily light integral)를 최적화

시키는 방법이 있다. DLI는 광강도와 광주기의 함수로 광합

성을 일으키는 광자(광양자, photon)가 24시간 동안 식물이 

받는 단위 면적당 공급된 빛의 총량을 말한다(Gao 등, 2020; 

Yan 등, 2019). 광강도 및 광주기에 변화를 주어 상추의 바이

오매스 생산을 증가시키거나(Kelly 등, 2020; Yan 등, 2019; 

Zhang 등, 2018a) 안토시아닌 및 페놀 함량(Xu 등, 2021; 

Zhang 등, 2018b) 등이 달라지는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 하지만 동일한 DLI 조건에서 광주기와 광강도의 조합으

로 십자화과 작물의 생장 및 기능성 물질 최적화에 관한 연구

는 식물공장 현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같은 DLI 환경에서 서로 다

른 광강도와 광주기를 조합한 4가지 조건이 십자화과 식물 3

종의 생육 및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아시아종묘(Asia Seed Co., Ltd., Seoul, Korea)에서 구매

한 갓(Brassica juncea (L.) Czern., ‘적갓’), 적겨자(Brassica 

juncea L., ‘적대엽고채’), 케일(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DC.) Alef, ‘레드러시안’) 종자를 포수된 암면플러그(AO Plug, 

Grodan, Poland)에 파종하여 105구 육묘 트레이에 정치하였

다. 형광등(TLD 32W/865RS, Philips, Netherlands)을 이용

하여 광주기 14/10시간(명/암), 광강도 180 ± 20μmol·m-2·s-1, 

온도 22 ± 3℃, 상대습도 60 ± 10% 조건에서 3주간 육묘하였

고, Yamazaki 양액 pH 6.5 ± 0.5, EC 1.5dS·m-1으로 본엽이 

발생한 시점부터 2일 간격으로 저면관수를 실시하였다. 육묘 

후 각 처리 당 24주씩 선발하여 직경 70mm 초록색 포트에 넣

고 100mm의 간격으로 박막수경 시스템에 정식하였다.  

2. 재배시스템 및 환경 

환경조절룸[3m(길이) × 4m(폭) × 4.5m(높이)]에 재배 베

드[1,380mm(길이) × 700mm(폭) × 2,075mm(높이)]를 3단, 

각 단의 높이는 400mm로 구성하였으며, 각 단에 PVC 재질의 

박막수경(nutrient film technique, NFT)[1,275mm(길이) × 

115mm(폭) × 55mm(높이)] 베드 3개를 각 단에 정치하여 

총 4개의 독립 재배 베드 모듈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재배 

베드 하단에 130L 크기의 양액 탱크를 제작하여 수중 펌프

(PD-G050M, WILO Co., Ltd., Germany)를 이용하여 24시

간 동안 순환시켰다. 온도 및 상대습도를 22 ± 3℃, 60 ± 10%로 

유지하고 DLI 10mol·m-2·d-1을 기준으로 설정한 10h-280, 

14h-200, 18h-155, 22h-127μmol·m-2·s-1 처리로 Yamzaki 양

액 pH 6.5 ± 0.5, EC 1.5dS·m-1로 3주간 처리하였다.

3. 생육조사

정식 3주 후, 갓, 적겨자, 케일을 처리구별로 3주(n = 3)씩 수

확하여 생육조사를 수행하였다. 생체중은 지상부와 지하부로 

나누어 전자저울(MW-2N, CAS Co., Ltd., Korea)로 측정하

였고, 건물중은 측정한 시료를 봉투에 담아 80℃로 설정된 열

풍 건조기(HB-501M, Hanbaek Scientific Technology Co., 

Ltd., Bucheon, Korea)에 넣고 1주일간 건조한 후 전자저울

을 이용하여 지상부와 지하부를 측정하였다. 작물 특성 분석 

소프트웨어(KR-Image, ver. 0.9.5 beta, Korea Seed and Variety 

Service)를 이용하여 엽수와 엽면적을 측정하였다. 

4. Glucosinolate 함량 분석

같은 DLI 조건에서 각각의 광강도와 광주기 처리에 따른 

갓, 적겨자, 케일의 GSLs 함량은 (Mawlong 등, 2017)의 분

석방법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정식 3주 후 처리구별 3주씩 

수확한 잎을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급속 냉각시켰으며 ‒70℃

에 냉동보관하였다. 냉동된 시료는 freeze-dryer(TFD5503, 

Ilsin Bio Base, Korea)를 이용하여 동결건조하였고 믹서기와 

막자사발을 사용하여 분말화하였다. 분말된 시료는 2.0mL 

eppendorf-tube에 20mg을 넣고, 90% MeOH와 10% HCl 수

용액을 넣어 제조한 1% HCl-Methanol 용매 2mL를 넣어 

Voltex Mixer(SI-0246A, Coleparmer, USA)로 잘 섞어주었

다. 시료와 용매가 혼합된 후 ultrasonic bath(Powersonic420, 

Hwashin Tech Co., Ltd., Korea)에서 중간 강도로 40°C, 20

분 동안 음파 처리 후 추출하였다. 이후 원심분리기(Smart 15 

plus, Hanil, Korea)를 이용하여 4℃, 15,000rpm으로 5분 동

안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였다. 준비된 상층액 50µL과 

2mM sodium tetrachloropalladate (Dissolved in 90% MeOH) 

1.5mL를 1.5mL eppendorf-tube에 넣고 1시간 동안 상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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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시켰다. 이후 96 well plate(SPL30096, SPL, Korea)에 

200µL씩 분주하여 microplate spectrophotometer(Epoch™, 

Agilent Technologies, USA)로 425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측정된 흡광도 값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여 함량 값

을 구하였다. 

Total glucosinolate (µmol·g) = 1.40 + 118.86 × A425nm

A425nm는 425nm에서 시료의 흡광도 값.

5. 통계분석

정식 3주 후 생육조사를 위해 각 처리구 당 3주(n = 3)를 조

사하였으며, GSLs의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처리구 당 3개의 

갓, 적겨자, 케일을 이용하였다. 측정한 데이터의 처리 간 통계

분석을 위해 SPSS(SPSS 26,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평균 간 유의차 검증을 위해 Duncan

의 다중검정법으로 유의수준 p ≤ 0.05에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생육 분석

수확 후 갓, 적겨자, 케일을 관찰한 결과 갓의 경우 22h-127

μmol·m-2·s-1 처리에서 지상부의 크기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Fig. 1), 적겨자도 22h-127

μmol·m-2·s-1 처리에서 지상부의 생육이 저조하였다(Fig. 2). 

그러나 케일은 모든 처리구에서 외관상 지상부 크기에 영향을 

Fig. 1. Leaf mustard (Brassica juncea (L.) Czern.) grown under different photoperiod and light intensity treatments in same DLI for 3 weeks after 

transplanting. Different letters (A, B, C, and D) mean 10h-280, 14h-200, 18h-155, 22h-127 μmol·m-2·s-1 treatment, respectively. Red line indicates 

7 cm in length.

Fig. 2. Red mustard (Brassica juncea L.) grown under different photoperiod and light intensity treatments in same DLI for 3 weeks after transplanting. 

Different letters (A, B, C, and D) mean 10h-280, 14h-200, 18h-155, 22h-127 μmol·m-2·s-1 treatment, respectively. Red line indicates 7 cm in 

length.

Fig. 3. Kale (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DC.) Alef.) grown under different photoperiod and light intensity treatments in same DLI for 3 

weeks after transplanting. Different letters (A, B, C, and D) mean 10h-280, 14h-200, 18h-155, 22h-127 μmol·m-2·s-1 treatment. Red line indicates 

7 cm in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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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은 모습이었다(Fig. 3). 갓의 생육 분석 결과, 지상부 생

체중과 건물중에서 14h-200μmol·m-2·s-1 처리가 다른 처리구

들 사이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지만 다른 처리구와 비교

하여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ig. 4A). 14h-200μ

mol·m-2·s-1 처리에서 엽수의 경우 20.66개로 가장 개수가 많

았고(Fig. 4B), 엽면적의 경우 2019.86cm3으로 가장 컸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Fig. 4C). 적겨자의 지상부 생체중과 

건물중 경우 8h-155μmol·m-2·s-1 처리에서 108.97g과 4.5g으

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지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Fig. 5A). 엽수의 경우 14h-200μmol·m-2·s-1 처리가 

10h-280, 18h-155, 22h-127μmol·m-2·s-1 처리보다 15.62, 

12.12, 32.15%씩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Fig. 5B). 엽면적은 

모든 처리구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Fig. 5C). 케일의 

지상부 생체중과 건물중에서 14h-200μmol·m-2·s-1 처리가 각

각 44.91g과 2.69g으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지만,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Fig. 6A). 엽수에서 14h-200μmol·m-2·s-1 

처리가 10h-280, 18h-155, 22h-127μmol·m-2·s-1 처리보다 

22.58, 22.58, 31.03%로 유의하게 높은 개수를 나타내었다

(Fig. 6B). 엽면적의 경우 14h-200μmol·m-2·s-1 처리에서 

602.98cm2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지만 다른 처리구들과

의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Fig. 6C). 

일반적으로 높은 광강도가 작물의 생장을 촉진하고 수확량

을 증대시킨다고 알려졌지만(Dou와 Niu, 2020; Solovchenko 

등, 2008), 동일한 DLI 조건에서는 20h-166μmol·m-2·s-1 처

리가 12h-266μmol·m-2·s-1 처리보다 물냉이의 바이오매스 증

대(Lam 등, 2021), 12h-200μmol·m-2·s-1 처리에서 16h-150μ

mol·m-2·s-1 처리로 갈수록 상추의 생장 증대(Mao 등, 2019), 

10h-444μmol·m-2·s-1 처리보다 20-222μmol·m-2·s-1 처리로 미

즈나와 상추의 더 많은 바이오매스를 생산하였다는 연구 결과

가 보고되었다(Palmer와 van Iersel, 2020). 하루에 받는 총 광

량이 같은 조건에서 낮은 광강도 및 긴 광주기가 작물의 바이

오매스 증대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본 실험에서의 갓, 적겨

자, 케일의 지상부 생체중 및 평균 건물중이 증가하는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최적의 DLI 조건을 이용하면 식물공장에서의 

전기 소모량을 낮출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광주기가 

길어질수록 작물의 엽록소 함량을 증가시키고 광합성 효율을 

증대해 약한 광강도에서도 빛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시켜 

생육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Mao 등, 2019). 그러

나, 광강도의 감소는 광합성 효율을 감소시키고 탄소 균형에 

영향을 주어 순광합성과 기공전도도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

Fig. 4. Comparisons of shoot fresh weight and shoot dry weight (A), leaf number (B), leaf area (C) of leaf mustard (Brassica juncea (L.) Czern.) in 

the different photoperiod. The bars represent the means and the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error (n = 3).

Fig. 5. Comparisons of shoot fresh weight and shoot dry weight (A), leaf number (B), leaf area (C) red mustard (Brassica juncea L.)  in the different 

photoperiod. The bars represent the means and the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error (n = 3). Different letters at the top of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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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고되었다(Feng 등, 2019; Lam 등, 2021; Su 등, 2014).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광질의 차이에서 오는 기공 개도 및 작

물 부근의 미기상 조건에 따른 차이에 의한 것이라 사료되지

만 엽록소 분석, 광합성 속도 및 기공 개폐 등 생장과 관련된 다

양한 분석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Glucosinolate 함량 분석

정식 후 같은 DLI 조건에서 각각의 광강도와 광주기 처리에

서 3주 동안 갓, 적겨자, 케일의 GSLs 함량을 분석한 결과, 갓은 

14h-200μmol·m-2·s-1 처리에서 902.73μmol·g-1으로 10h-280, 

18h-155, 22h-127μmol·m-2·s-1 처리보다 39.95, 35.87, 54.04% 

유의적으로 높았다(Fig. 7A). 적겨자는 18h-155μmol·m-2·s-1 

처리가 365.74μmol·g-1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는 나지 않았다(Fig. 7B). 케일의 경우 

14h-200μmol·m-2·s-1 처리에서 GSLs 함량이 10h-280, 18h- 

155, 22h-127μmol·m-2·s-1 처리보다 32.97, 22.06, 31.79% 

유의적으로 높았다(Fig. 7C). 광 환경에 따라 GSLs 함량이 변

화되는데 광주기가 길어질수록 GSLs의 함량이 증대될 수 있

다(Engelen-Eigles 등, 2006). 10h-280, 14h-200, 18h-155, 

22h-127μmol·m-2·s-1 처리에서 갓과 케일의 경우 10h-280, 

14h-200μmol·m-2·s-1 처리와 적겨자의 10h-280, 14h-200, 

18h-155μmol·m-2·s-1 처리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모든 작물에서 22h-127μmol·m-2·s-1 처리에서 감소하는 경향

을 보여주었다. 광주기가 길어지거나(Engelen-Eigles 등, 

2006; Huseby 등, 2013) 광강도가 낮을 경우(Huang 등, 

2021) GSLs의 함량이 증대된다고 보고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갓과 케일에서는 10h-280μmol·m-2·s-1 처리에 

비해 14h-200μmol·m-2·s-1 조합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낮은 광강도와 긴 광주기 조건에서 GSLs 축적 증대

에 긍정적으로 생각되며 같은 DLI 조건에서 다른 경향성을 보

였다는 것은 유사한 생육 습성을 갖는 십자화과 식물이라도 

종에 따라서 DLI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작물에 대한 최적의 DLI 조건 구명에 관한 연구가 더욱 필요

하며 최소의 전력 소비량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광질에 대한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Fig. 6. Comparisons of shoot fresh weight and shoot dry weight (A), leaf number (B), leaf area (C) of kale (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DC.) 

Alef.) in the different photoperiod. The bars represent the means and the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error (n = 3). Different letters at the top of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7. Comparisons of the total glucosinolates (GSLs) content in leaf mustard (A), red mustard (B), kale (C) in the different photoperiod. The bars 

represent the means and the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error (n = 3). Different letters at the top of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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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

본 연구는 같은 일적산광량(DLI) 조건에서 각각의 광강도

와 광주기 조합이 십자화과 식물 3종의 생육 및 글루코시놀레

이트(GSLs)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갓(Brassica juncea (L.) Czern.), 적겨자(Brassica juncea 

L.), 케일(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DC.) Alef.) 

종자를 암면 배지에 파종하여 3주간 육묘하였다. 육묘 후 DLI

를 10mol·m-2·d-1로 설정하여 10h-280, 14h-200, 18h-155, 

22h-127μmol·m-2·s-1 처리 조합으로 3주간 처리하였다. 14h- 

200μmol·m-2·s-1 처리한 결과, 적갓과 케일은 지상부 생체중/

건물중, 엽수, 엽면적이 증가하였지만, 유의적 차이는 관찰되

지 않았다. 적갓의 GSLs 함량에서 14h-200μmol·m-2·s-1 처리

가 10h-280, 18h-155, 22h-127μmol·m-2·s-1 처리보다 각각 

유의적으로 139.95, 135.87, 154.03% 증가하였으며, 케일의 

경우 14h-200μmol·m-2·s-1 처리가 다른 처리구보다 각각 

132.96, 122.06, 131.78%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적겨자는 

18h-155μmol·m-2·s-1 처리에서 지상부 생체중/건물중, GSLs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14h-200μmol·m-2·s-1 처리에서 엽수가 

10h-280, 18h-155, 22h-127μmol·m-2·s-1 처리보다 각각 

15.62, 12.12, 32.14%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유사한 십자

화과 작물이라도 종에 따라 DLI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DLI 조건 구명과 최소의 전력 소비량 및 최대 효율을 내기 위

한 광질 연구를 병행하여 더 세밀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추가 주제어 : 갓, 글루코시놀레이트, 일적산광량, 적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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