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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Korea has severe drought during sowing and early vegetative period of soybean and adzuki bean 
cultivation. Soybean and adzuki bean are an important legume crops in Korea, so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adaptation of these crops to water stress. This study investigated changes of morphological properties and 
spatial distribution of soybean and adzuki bean roots under different soil moisture contents.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at National Institute of Crio Science in Miryang. Soybeans and adzuki beans were planted in a 
test tube with 40 in length, 20 in width, and 4 cm in depth and grew for 20 days. The tubes were filled with 
turface soil with six soil moisture treatments (30, 40, 50, 60, 70 and 100%). The root images were obtained 
every 2 days using a scanner. Root properties from the images were characterized by root length, depth, surface 
area, number of roots and fractal parameters (fractal dimension and lacunarity). The root depth, length, surface 
area and number of roots increased as soil moisture increased from both crops. The values of fractal dimension 
and lacunarity increased as soil moisture increased.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greater soil moisture induced 
more heterogeneous root structure. Correlation analysis among morphological properties and fractal 
parameters resulted in that the fractal dimension had the greatest correlation with depth, number of roots and 
surface area from soybean. Lacunarity from soybean showed a greater correlation with number of roots and 
surface area than ones from adzuki bean. This result indicates that fractal dimension is strongly related to 
branching of roots. Soybean and adzuki bean are sensitive to soil moisture content in early vegetative stage and 
they require soil moisture greater than 70% to develop full root structure. These results would be useful to 
understand soybean and adzuki bean responses to water stress and to manage irrigation amounts in cultivation.

Keywords: Soybean, Adzuki bean, Root, Morphology, Fractal dimension, Soil water content

Scanned 

Image

Root 

extracted 

image

DAP 2 6 10 14 18

Scanned 

Image

Root 

extracted 

image

Example root images of soybean and adzuki bean with no water stress after planting (DAP –days 

after pla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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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적절한 뿌리 성장과 생육은 작물 수량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Wilson, 1988). 뿌리의 왕성한 성장은 토

양 상태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뿌리 성장은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이 중 하나라도 

불충분한 조건이 되면 뿌리 성장은 제한을 받게 된다. 여러 토양 특성들 중에서 토양 수분은 뿌리 성장에 중요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ukai and Cooper, 1995; Price et al., 2002). 기존 연구들은 수분 스트레스 하에서 뿌리 

생육 특성 들을 조사하였다: 뿌리 길이, 표면적, 부피 (Osonubi, 1985; Zhang and Davies, 1989; Li et al., 2006; Cai et 

al., 2017), 뿌리 성장 길이 비율 (Whalley et al., 1998; Bengough et al., 2011), 뿌리의 공간적 분포 (Fitter and 

Stickland, 1992; Nielsen et al., 1997; Wang et al., 2009). 한발과 같은 수분 스트레스는 뿌리의 성장 및 확산을 감소

시킨다 (Malik et al., 1979; Taylor, 1983). 한발 조건에서 뿌리는 토양 내 습윤선을 따라 깊이 성장을 하나 한발 정도

가 강해지면 이러한 성장도 감소한다 (Ludlow and Muchow, 1990). Wasaya et al. (2018)는 직경이 더 작고 잔뿌리의 

길이가 길수록 한발시 수분 흡수에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뿌리는 토양 수분 상태에 따라 생육과 형태적 특

성의 변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 대상의 공간 분포 분석은 상대적으로 간단히 대상의 구조를 특정 지을 수 있는 효과적인 분석 방법이다. 여러 

공간 분포 분석 방법들 중 프랙탈 디멘션 (fractal dimension, Db)과 라쿠나리티 (lacunarity, Lac)는 여러 연구들에서 

대상물들의 다양한 구조 특성화를 성공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Pozdnyakova et al., 2005; Chun et al., 

2008). Db는 기하학적 대상의 다양성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이고 Lac는 대상의 반복성 (같은 구조의 반복성)을 측정한

다 (Smith et al., 1996). 프랙탈 분석 방법은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왔다: 조경학 (Burrough, 1981; Shi et al., 2018; 

Zuo, 2018), 분자학 (Rubini et al., 2018), 토양학 (Zeng et al., 1996; Gimenez et al., 2002), 식물학 (Bruno et al., 2008; 

Chandra and Rani, 2009; Jiang et al., 2009). 프랙탈 분석 방법은 또한 식물 뿌리 구조를 분석하고 정량화하는데 적용

되었다 (Tatsumi et al., 1989; Fitter and Stickland, 1992; Eghball et al., 1993; Hauck et al., 2015). Wang et al. (2009)

은 한발에 의한 벼 뿌리의 변화를 프랙탈 분석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프랙탈 분석 방법은 한발로 인한 뿌리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Ketipearachchi and Tatsumi (2000)는 두과작물의 뿌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프랙탈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프랙탈 분석방법은 품종간 뿌리 구조 차이를 정량화 하는데 매우 유용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콩과 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과 작물로써 단백질을 공급하는 주요 식량자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Kim et 

al., 1988).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겨울부터 봄철까지 만성적인 가뭄 횟수가 증가하고 있

다. 이러한 봄철에 발생하는 가뭄은 봄에 파종하는 작물들의 발아와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작물 수량을 감소시

키는 요인이다 (Lee et al., 2013). 콩과 팥의 파종은 주로 6월이며 이때 가뭄의 영향으로 토양 수분이 낮은 경우 작물 

뿌리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Jung et al. (2011)은 배수불량 논에서 콩의 수분스트레스 반응을 분석하였고 Chun et al. (2016)은 팥의 11 품종을 

논 토양에서 재배하여 토양 수분 스트레스에 따른 품종 간 수량 차이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콩과 

팥은 토양 수분 함량 차이에 따라 생육과 수량 차이가 확연히 나타났고 수분 스트레스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콩과 팥의 뿌리 발달 형태 또한 토양의 수분함량 차이에 따라 나타날 것이고 

이에 따른 콩과 팥의 토양 수분 함량에 따른 뿌리 생육 차이를 연구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작물 생육 초기 토양 수분 함량에 따라 뿌리 생육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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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diagram of the test box to scan roots.

콩과 팥 파종 시 토양 수분 함량을 다르게 하여 뿌리 생육 차이를 형태적, 공간 분포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Soil and crop 콩, 팥의 뿌리 분석 실험은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부내 온실에서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다. 콩과 팥의 품종은 각각 대원과 아라리였다. 실험에 사용된 토양은 시판용 상토로 바로커 (원예용)였고 토

양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았다; 코코피트 65 - 70%, 피트모스 8 - 12%, 질석 10 - 14%, 제올라이트 3 - 5%, 펄 라이트 

5 - 8%, 수용성비료, 항균물질, 습윤제 외 (서울바이오).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은 Table 1에 나타나있다. 토양 수분 

함량은 중량 포화도를 측정하여 투입할 수분량을 결정하였다 (Table 2). 

Table 1.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soil (turface).

pH EC NO3-N NH4-N Av.P2O5 CEC Bulk density

(1:5,v/v) (ds/m) (mg/kg) ( mg/kg ) (mg/kg) (cmol+/ℓ) (Mg/m
3
)

7.0 0.65 200 150 200 35 0.15

Table 2. Amounts of water added to each box in order to reach moisture contents with 1 kg of soil.

Soil moisture content (%) Volume of water added (ℓ)

100 0.93

70 0.68

60 0.56

50 0.46

40 0.37

30 0.28

Experimental test box 뿌리 관찰을 위해서 투명한 플라스틱 직사각형 박스가 제작되었다 (Fig. 1). 박스 크기는 

40 × 20 × 4 cm이었다. 이 박스에 토양을 1 kg씩 같은 양을 채운 후 물을 토양 수분 30, 40, 50, 60, 70, 100%에 맞게 투

여하였다 (Table 2). 임의 5 반복법으로 박스를 토양수분별로 만들었고 대조구로 파종 시부터 충분한 물을 투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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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기간 동안 토양수분이 25% 이상을 유지하는 박스 5개를 만들었다. 콩과 팥 종자는 토양표면에서 1 - 2 cm깊이에 

심어졌고 대조구 외의 박스들은 추가 수분 투여가 없었다. 파종 후 모든 박스들은 2일 간격으로 20일 동안 스캐너 

(Epson Expression 1200 XL)로 스캔 되었다. 대조구와 토양수분 100%의 작물은 20일 전 후 로 뿌리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 20일까지 결과를 나타냈고 토양수분 70%이하의 작물은 18일 전후로 시드름과 고사가 진행되어 20일까지 측

정하였다 (Fig. 2). 토양 내 뿌리 형태를 축출하기 위하여 뿌리 추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스캔 이미지들은 뿌리 추

출 프로그램을 통하여 뿌리 이미지를 얻고 뿌리 길이, 뿌리 수, 표면적을 구하였다. 뿌리 깊이는 스캔하기 전에 뿌리가 

관찰되는 맨 끝점에서 토양 표면까지의 길이로 측정하였다.

a. Soybean

Scanned 

Image

Root extracted 

image

DAP 2 6 10 14 18

b. Adzuki bean

Scanned 

Image

Root extracted 

image

DAP 2 6 10 14 18

Fig. 2. Examples of root extract results from scanned root images with no water stress after planting (DAP- Days after 

planting): a-Soybean and b-Adzuki 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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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s of soil moisture contents from test boxes. DAP means days after planting.

Fractal analysis 뿌리 이미지는 Image J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D, US)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랙탈 디멘션 (fractal dimension, Db)과 라쿠나리티 (Lacunarity, Lac)를 구하였다. Db와 Lac는 박스-카운팅 (box- 

counting)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뿌리의 Db는 뿌리를 포함하는 박스 수와 박스 크기의 선형 관계로 계산하였다 

(Gimenez et al., 1997).

   
  (Eq. 1)

여기서, N(C)는 뿌리를 포함한 박스의 수이고 C는 박스 크기이다. K는 길이 단위 계수로 1로 가정하였다.

Lac는 다른 크기의 박스들 내에서 뿌리를 포함하는 박스 수들의 분산값을 계산하였다.

  ⁄  (Eq. 2)

여기서 Lac는 여러 박스크기들에서 Lac 값을 나타내는 것이고, 는 박스 사이즈 c에서 뿌리를 포함한 박스 수의 표준

편차값과 는 평균값이다. 

모든 박스들 내부에 Watchdog SM 100 측정기 (Spectrum Technologies, Plainfield, Illinois, USA)를 설치하였다. 

센서는 15 cm 깊이에서 한 시간마다 토양 수분을 측정하여 데이터 로거 (Watchdog 1000 Data Logger, Spectrum 

Technologies, Plainfield, Illinois, USA)에 저장하였다

통계 분석은 SAS program (SAS institute, v.9.2, Cary, NC, USA)을 사용하여 ANOVA (Analysis of Variance)와 

상관 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95% 유의수준에서 분석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토양 수분 콩, 팥의 재배기간 동안 콩, 팥의 토양 수분은 토양 센서로 1시간마다 측정되었고 값은 Fig. 3과 같다. 

대조구는 파종 후 25% 이상을 유지하도록 수분을 보충하였다. 토양 수분 100%의 박스는 초기 토양 수분값은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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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ybean

Root Image

Soil moisture 

content (%)
30 40 50 60 70 100 No stress

b. Adzuki bean

Root Image

Soil moisture 

content (%)
30 40 50 60 70 100 No stress

Fig. 4. Examples of root extracted images with different soil water contents on 20th day after planting: a-Soybean and 

b-Adzuki bean. No stress means the test boxes with no water stress.

5.16%이었다. 토양 수분 70% 박스는 27.5 ± 5.08%, 60% 박스는 25.5 ± 6.76%, 50% 박스는 22.1 ± 5.11%, 40% 박스

는 18.2 ± 2.27%, 30% 박스는 14.0 ± 4.10%이었다. 이후 토양 수분은 증발과 뿌리의 수분 흡수에 따른 토양 수분 감소

량은 차이가 있었다. 일수가 증가할수록 토양 수분이 감소하여 파종 후 20일인 경우 토양 수분 100%는 7.2 ± 3.01%, 

토양 수분 30%는 0.1 ± 2.31%를 보였다. 토양 수분 30 %는 파종 후 10일 이후부터 10% 이하의 토양 수분을 보였고 

토양 수분 40%는 14일 이후로 10% 이하의 토양 수분 값을 보였다. 토양 수분 100%와 70%는 파종 후 18일까지 토양 

수분 10% 이상의 값을 유지하였다.

뿌리의 형태 측정결과 콩과 팥은 파종 후 2일 간격으로 스캔 된 이미지들에서 토양 수분에 따른 뿌리 길이, 뿌리 

수, 표면적, 뿌리 깊이를 측정하였다 (Fig. 4). 파종 후 6일까지 콩 뿌리 길이, 뿌리 수, 표면적, 깊이에서 토양 수분에 따

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ig. 5, p > 0.05). 토양 수분 70%를 제외한 모든 토양 수분의 콩 뿌리 길이는 파종 후 꾸준

히 증가하다가 파종 후 14일부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파종 후 8일부터 대조구와 토양 수분 100%가 다른 토양 수

분의 뿌리보다 길이와 깊이에서 가장 큰 값을 보였다. 특히 토양 수분 100%의 뿌리는 길이, 뿌리 수, 표면적, 깊이에서 

다른 토양 수분의 뿌리들보다 월등히 큰 값을 보였다 (p < 0.05). 반면 파종 후 8일부터 토양 수분 30%의 뿌리 길이와 

깊이는 다른 토양 수분의 뿌리들보다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을 파종 후 20일까지 이어졌다. 파종 후 20일

의 뿌리 길이는 토양 수분 100%인 경우 34. 95 ± 1.15 cm, 대조구는 32. 73 ± 6.67 cm, 70%는 32.14 ± 2.65 cm로 가장 

길었고 토양 수분 30%는 12.49 ± 3.82 cm로 가장 작았다 (p = 0.00). 이외 토양 수분의 뿌리 길이들은 통계적 유의성 

없이 최고값과 최저값 사이에 분포하였다. 뿌리 수와 표면적은 대조구와 토양수분 100%를 제외하고 다른 토양수분

의 뿌리들 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조구와 토양수분 100%는 파종 후 20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다른 토

양 수분의 뿌리들보다 더 많은 뿌리 수와 더 큰 표면적 값을 나타냈다. 그 외 토양 수분의 뿌리들은 12일까지 증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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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ults of morphological analyses from soybean root images at various soil moisture contents after planting 

(DAP means days after planting): a- Root length, b- Number of roots, c- Surface area of roots and d- Root depth from 

soil surface. 

보이다 이후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토양 수분 50% 이하의 콩 뿌리들은 파종 후 16일 전후로 고사를 하였고 18일

에는 모두 고사를 나타냈다. 

팥 뿌리 길이는 콩과 비슷하게 파종 후 8일까지 토양 수분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6). 파종 후 8일 이후부터 

대조구와 토양수분 100%가 다른 토양수분의 뿌리들보다 더 큰 길이와 깊이 값들을 보였다. 그러나 파종 후 20 일에 

뿌리 길이가 토양 수분 100%에서 32. 40 ± 3.23 cm로 가장 큰 값을 보였다 (p = 0.02). 토양 수분 30%는 8.71 ± 2.65 

cm로 뿌리 길이가 가장 작았다. 반면 다른 토양수분의 팥 뿌리들은 길이에서 크게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대조구, 

토양 수분 100%, 70%는 파종 후 20일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토양 수분 60%, 50%, 40%, 30%는 파종 후 

16일 이후로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뿌리 수와 표면적에서도 대조구와 토양 수분 100%가 높은 값들

을 보였고 다른 토양 수분의 뿌리들은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조구의 팥을 제외한 모든 토양 수분의 뿌리 수

와 표면적은 파종 후 공통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파종 후 18일 이후에 감소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토양 수분 60% 이하 

팥 뿌리는 16일부터 시드름과 고사를 하기 시작하여 콩과 비슷하게 18일 전후로 모두 고사하였다. 

콩과 팥 뿌리 길이를 비교한 결과 대조구와 토양 수분 100%에서 두 작물 뿌리 길이는 파종 후 12일까지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p > 0.05). 대조구와 토양 수분 100%인 경우 파종 후 12 이후부터 콩 뿌리 길이가 팥 뿌리 길이보다 더 

큰 값을 나타냈다. 토양 수분 30%와 40%는 파종 후 6일까지 콩 뿌리 길이가 더 큰 값을 보이나 이와 같은 차이는 6일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다. 토양 수분 70%, 60%, 50%는 파종 후 12일까지 콩과 팥 뿌리 길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고 파종 후 12일 이후부터 콩 뿌리 길이가 팥 뿌리 길이보다 더 높은 값들을 나타냈다. 대조구와 토양 수분 100% 콩, 

팥 뿌리 수와 표면적은 파종 후 20일까지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토양 수분 30, 40, 50, 60, 70% 뿌리 수와 

표면적에서 콩과 팥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파종 후 12일 이후부터 이 토양 수분의 팥 뿌리는 콩 뿌리보다 더 큰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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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s of morphological analyses from adzuki bean root images at various soil moisture contents after planting 

(DAP means days after planting): a-Root length, b- Number of roots, c- Surface area of roots and d- Root depth from soil 

surface.

Fig. 7. Example of fractal dimension results from root images at various days after planting (DAP): a-DAP 4 (4
th

 day after 

planting) and b- DAP 10 (10
th

 day after planting).

수와 표면적 값들을 보였다.

뿌리의 공간분포도 측정결과 모든 뿌리 이미지들은 프랙탈 분석을 하였다. 프랙탈 디멘션 (Db)와 라쿠나리티 

(Lac) 값들은 (Eq. 1), (Eq. 2) 방법으로 계산되었다. Db는 뿌리가 있는 박스 수와 박스 크기의 선형관계의 기울기 값

으로 정해진다. 여기서 선형관계의 r
2
이 0.9보다 낮은 경우 선형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고 프랙탈 구조를 갖고 있지 않

다고 정의되어 있다 (Klinkenberg, 1994). 파종 후 6일전까지 Db의 r
2
값이 0.9보다 낮게 나왔고 이는 6일까지 뿌리의 

구조가 프랙탈 구조를 이루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7). 이에 따라 Db 와 Lac값은 6일 이후부터 계산되었다. 콩

과 팥의 Db값은 파종 후 8일전까지 토양 수분 차이에 따른 뿌리 구조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s. 8, 9). 콩의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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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sults of fractal analyses from soybean root images at various soil moisture contents after planting (DAP means 

days after planting): a-Fractal dimension (Db) and b- Lacunarity (Lac).

Fig. 9. Results of fractal analyses from adzuki bean root images at various soil moisture contents after planting (DAP 

means days after planting): a-Fractal dimension (Db) and b- Lacunarity (Lac).

리는 8일부터 대조구와 토양 수분 100%에서 더 큰 값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p = 0.00). 대조구와 토양 수분 100%는 

파종 후 20일까지 다른 토양 수분의 뿌리들보다 1.7 ± 0.12, 1.50 ± 0.04로 다른 토양 수분의 Db값 1.32 ± 0.05 - 1.45 

± 0.10들보다 확연히 높았다. Db값과 달리 Lac값들은 파종 후 일수가 지나도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Lac값들은 파종 후 14일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p > 0.60). 파종 후 14일부터 토양 수분 100%, 대조구, 토양 수분 

70%가 0.72 ± 0.20, 0.83 ± 0.21로 더 큰 Lac 값을 나타냈고 토양 수분 50, 30%는 가장 작은 값을 나타냈다 (p = 0.01).

팥의 Db값들을 분석한 결과 파종 후 10일부터 대조구와 토양 수분 100%의 값이 다른 토양 수분들의 Db값들보다 

더 높았다 (Fig. 8, p < 0.02). 콩 뿌리의 Db값과 비슷하게 대조구와 토양 수분 100%는 생육기간 내내 더 높은 Db값을 

유지하고 다른 토양 수분의 뿌리는 차이가 나지않는 Db값들을 보였다. 대조구와 토양 수분 100%의 Db값은 파종 후 

6일부터 1.18 ± 0.34, 1.15 ± 0.01 값을 보이다 파종 후 20일에 1.28 ± 0.33, 1.33 ± 0.07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팥

의 경우 대조구와 토양 수분 100%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토양 수분의 뿌리에서 Db값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05). Lac값은 파종 후 12일부터 토양 수분 100%가 Lac값 0.88 ± 0.18로 다른 토양수분의 뿌리들보다 더 높은 Lac

값을 보였다 (p = 0.01). 파종 후 20일에는 토양 수분 100%가 다른 토양수분의 뿌리들보다 더 높은 Lac값들은 나타냈다. 

콩과 팥 뿌리의 Db값을 비교한 결과 파종 후 6일부터 차이를 보였다. 대조구와 토양 100% 콩의 Db값이 6일부터 20

일까지 재배기간 내내 더 높은 Db값을 보였다. 반면 Lac값은 파종 후 6일까지 팥이 확연히 높은 값을 보이다가 이후는 

콩의 Lac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05). 토양수분 60, 50, 40, 30%에서 콩 뿌리의 Db와 Lac값들은 파종 12

일 후부터 확연히 팥 뿌리의 프랙탈 분석 값들보다 더 큰 값들을 보였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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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본 연구는 다른 토양 수분 조건에서 콩과 팥 뿌리의 형태학적 분석을 통하여 뿌리 구조를 정량화하였다. 이번 연구

에서는 파종 시 토양 수분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초기 뿌리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콩과 팥 뿌리 모두 토양 

수분 함량에 따른 생육 차이를 보였다. 콩과 팥 뿌리 모두 한발 스트레스가 없는 대조구와 파종 시 토양수분 100%인 

경우가 뿌리 생육이 가장 좋았다. 뿌리 길이, 깊이, 뿌리 수와 표면적에서 모두 최고값을 보였다. 토양 수분이 감소함

에 따라 콩과 팥의 뿌리들은 현저히 저조한 뿌리 생육을 나타냈다. 뿌리 깊이의 경우 토양 수분 60%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콩 뿌리가 발달하였다. 반면 팥은 대조구와 토양 수분 100%를 제외하고 다른 토양 수분들은 비슷한 생육을 

보였다. 이는 팥 뿌리는 파종 시 토양 수분이 70% 이하인 경우 한발 스트레스에 의해 생육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Chun et al. (2018)은 콩과 팥의 습해 실험에서 콩이 팥보다 환경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다고 결론지었다. 한발 스트

레스인 경우도 팥은 수분이 약간 감소하여도 뿌리 생육에 영향을 받았고 콩은 60%까지는 뿌리 길이와 같은 생육에는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연구들은 작물 뿌리가 한발 조건 시 더 깊은 토양 속으로 향하여 뿌리 길이가 더 길다고 밝혔다 (Benjamin and 

Nielsen, 2006; Kashiwagi et al., 2006; Cai et al., 2017). 이와 같은 연구들은 모두 한발 조건을 파종 후 2주후에 적용

하여 조사한 결과들이다. 본 연구는 파종 때부터 한발 조건을 설정하여 뿌리 생육 상황을 조사하였다. Guo et al. 

(2013)은 밀의 발아율, 뿌리 발달 등을 파종 때부터 다른 토양 수분상태에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밀 뿌리는 파종 시 한

발 스트레스가 있으면 생육을 제한하는 요소라고 결론지었다. Sadeghian and Yavari (2004)는 파종과 초기 생육 때 

한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발 스트레스와 뿌리 길이가 반비례한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도 한발 스트레스가 강

할수록 뿌리 생육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콩과 팥은 토양 수분이 증가할수록 Db와 Lac 값들이 증가하였다. 작물에 따라 토양 수분에 따라 정도

의 차이는 있었으나 한발 스트레스가 약할수록 Db와 Lac 값들이 증가하였다. 두 작물 모두 토양 수분 70% 이하에서

는 토양 수분 차이와 상관없이 비슷한 Db와 Lac 값들을 보였다. Db값의 증가는 뿌리가 더 복잡한 구조를 발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토양 수분이 70% 이상의 경우에는 뿌리 구조 발달이 더 이루어진것으로 판단된다. 즉 뿌리

가 더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 나갔고 더 많은 박스들 에서 뿌리가 관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Lac는 여러 방향

들 에서 같은 양의 뿌리가 분포할수록 값이 감소한다. 토양 수분이 높을수록 Lac값이 증가한 것은 뿌리가 한 방향으로 

증가한 것이 더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즉 뿌리 주근의 발달이 더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한발 스트레스가 클수록 

Lac값들이 감소하는데 이는 뿌리가 여러방향으로 균등하게 분포해 나갔다는 것을 뜻한다. 즉 주근 발달이 상대적으

로 부진하였고 잔뿌리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좀 더 발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Wang et al. (2009)은 한발 조건하에 벼 뿌

리의 Db를 계산하였고 그 결과 한발 조건이 강해질수록 Db값들이 더 감소하였다. Pierce et al. (2012)은 토양 수분이 

증가할수록 작물 뿌리의 Db값들이 증가하고 반면, Lac값들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런 연구들은 토양 수분이 증가할

수록 뿌리 길이가 증가하고 뿌리 구조의 다양성이 증가한다고 공통적으로 결론지었다. 본 연구에서 콩과 팥 모두 토양 

수분이 많을수록 뿌리 주근이 더 발달하면서 구조의 다양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팥의 Lac값들이 콩의 

Lac값들보다 더 작은 값을 갖는 것은 팥에서 잔뿌리의 발달이 더 많았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뿌리의 형태적 측정값들 (깊이, 길이, 뿌리 수, 표면적)과 프랙탈 분석값들 (Db, Lac)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콩의 Db값은 뿌리 길이와 깊이, 표면적, 뿌리 수 값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Lac값은 뿌리 수와 표면적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반면 팥은 Db와 Lac값 모두 뿌리 깊이, 길이, 표면적과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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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콩의 뿌리 구조의 다양성은 주로 주근의 발달로 이루어 진 것으로 해석된

다. Lac값이 콩 뿌리 수와 표면적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으로 Lac값은 콩 잔뿌리의 발달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

다. 반면 팥은 Db와 Lac값이 같은 변수들과 상관관계를 보임으로 주근과 잔뿌리의 발달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s

결론적으로 파종 시 토양 수분의 감소는 콩 과 팥 뿌리 생육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은 정상조건에서 

생육 초기 주근의 발달이 잔뿌리의 발달보다 더 활발하였다. 그러므로 생육초기 한발 스트레스가 강할수록 콩의 주근 

발달이 더디어지면서 잔뿌리의 발달도 감소되었다. 반면 팥은 한발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콩 뿌리와 비슷하게 주근

의 발달은 감소하였으나 잔뿌리의 발달은 영향을 덜 받았다. 이와 같은 결론은 콩과 팥이 같은 두과작물이나 뿌리 발

달 양상이 매우 다르고 초기 토양수분 함량에 따른 생육 또한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인다. 뿌리 생육을 정량화 하기 위

해 프랙탈 분석을 통해서 콩과 팥 뿌리 구조를 정량화하고 구조적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프랙탈 분석은 잔뿌리 

발달에 따른 구조의 변화를 판별하기에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 콩과 팥 재배 시 물 관

리 방법을 뿌리 생육에 맞게 설정하여 농민의 한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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