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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끼는 지구상의 육지에서 생활하는 식물로서 가장 원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상에 약 20,000여

종의 이끼류가 확인되어 있다. 이끼류는 일반적으로 선류(蘚類)와 태류(苔類)로 구별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잔디밭에 생육하는 이끼류는 선류의 그룹이다. 선류의 그룹에는 지면을 기듯이 생육하고 나무줄기에 붙거나 

지면에서 직립하는 종도 있다. 잔디밭에 생육하는 이끼는 거의 대부분이 직립성의 종이 많으며, 때때로 포복

성질을 가진 이끼류도 발견되기도 한다.

이끼는 일반적으로 음지이고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다습한 지역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햇볕이 좋은 

곳이라도 수분이 많게 유지되는 곳에서는 언제라도 발생한다. 특히 관수가 자주 행해지는 골프장의 벤트그

린에는 이끼 중에서 은이끼(Bryum argenteum Hedw.)의 발생이 심하며, 그린주변으로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

거져 있으면 햇볕을 막아 그늘이 지거나 통풍이 불량해져 결과적으로 토양 내 습도가 높아져 은이끼가 문제

가 되는 경우가 많다(그림 1). 

 

그림 1. 그린에 주로 발생하는 은이끼(좌)와 근접촬영(우)



제24차 한국잔디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은이끼는 지구상의 영하 20℃의 극지에서 열대에 걸쳐 매우 넓은 분포지역에 많은 개체가 일조가 좋은 

장소부터 그늘진 곳까지 군생한다. 또한, 젊은 개체나 음지에서 생육하는 개체는 녹색을 띠고 있는 것이 많

아 잔디와 구별이 어려우나, 매우 양지바른 곳이나 늙은 개체는 잎의 선단부의 엽록체가 소실되어 회백색을 

띄는 개체가 많다. 어느 정도 군집을 이루게 되면 회백색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태양을 등지고 

약간의 사면을 이루는 각도에서 볼 경우, 은백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인이 비교적 용이해진다.

골프코스에 은이끼 발생현황을 보면, 그린에 발생하는 은이끼는 토양이 다습하거나 잔디밀도가 저하되는 

부분 위주로 은이끼가 발생하여 번식하는데, 은이끼는 벤트그래스보다 생육 최저온도가 낮아 생육을 빨리 

시작한다. 특히, 피복재를 덮어 놓은 그린은 벤트그래스 그린업 전인 3월초에도 이끼가 번져나갈 위험이 있

다. 또한, 은이끼는 한지형잔디인 벤트그래스와 생육적온이 비슷하여 15∼20℃인 5∼7월에 생육최성기를 보

이며, 고온기에는 벤트그래스와 마찬가지로 생육이 약간 쇠퇴하다가 가을에 재차 생육을 시작한다. 포자번

식체인 이끼는 외부에서 바람에 날리거나 물길 그리고 너서리 보식잔디로부터 유입되는 유입경로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되고, 그린모어 등의 관리기계에 의해 포자가 전파되기 때문에 발생면적이 넓어지기 전에 방제

를 반드시 해야 한다.

현재 국내의 이끼와 관련된 연구문헌으로는 인삼포에서의 우산이끼방제나 논조류이끼 방제에 대한 일부 

문헌이 있으며 특히, 골프장 퍼팅그린에 발생한 은이끼에 관련된 방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

한 실정이다. 

은이끼가 퍼팅그린에 발생하여 퍼지게 되면 요철에 의한 퍼팅퀄리티가 떨어질 뿐 아니라 잔디의 생육이 

불량해지고 표면배수가 점점 나빠지며 이것에 의해 잔디생육을 더욱 나쁘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하게 된다. 

그린에 발생한 은이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배수를 좋게 하여 습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하거나 

물리적으로 긁어내고 배토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 외 화학적인 방법의 이용을 위한 국내 

등록약제가 없어 방제약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그린 내 발생 은이끼를 효과적으로 방제함과 동시에 벤트그래스에는 약해발생이 없는 몇 가지 

약제에 대한 시험결과를 소개하고, 그린 내 효율적인 은이끼 관리방안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약제선발을 위한 시험구 조성

그린 내 발생한 은이끼 방제시험을 위해 크리핑 벤트그래스의 펜크로스품종이 식재되어 있는 경기 용인 

소재의 은화삼골프장 그린예비포(2009년 6월 17일 처리)와 인천 서구 소재의 인천국제골프장 그린예비포

(2010년 5월 7일 처리)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모든 시험구는 은이끼가 발생한 1∼2㎡의 면적으로 난괴법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약제 처리

본 시험에 사용한 처리약제 및 농도는 표 1과 같다. 처리약제의 선발은 국내외적으로 이끼·조류 방제를 

위해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공시약제로 선발하였다. 각 시험의 처리물량을 1㎡당 200ml의 물량으

로 수동식 분무기를 이용하여 경엽 분무처리하였으며, 모든 처리는 1회 단일처리로만 수행하였다. 시험을 

수행한 퍼팅그린의 잔디관리는 약제시약 2일 후부터 관행적인 관수, 시비 및 기계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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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처리약제 및 약량

그 룹 처리약제
처리농도

(제품량 / )

화공품
Iron( ) sulfate(98%) 2g, 4g

Sodium bicarbonate(99.6%) 2g, 4g

제초제

Carfentrazone-ethyl(21.3%) EW 0.025ml, 0.05ml

Quinoclamine(9%) GR 2.5g, 5g

Pyrazosulfuron-ethyl(5%) WG 0.1g, 0.2g

비료성

분

비료성분-1 5g, 10g

비료성분-2 2ml, 4ml

은이끼 방제효과 및 약해평가

약효평가는 은이끼의 발생면적(피복도)을 조사한 후, 무처리 대비 방제가로써 평가하였고, 약해평가는 벤

트그래스의 시각적 약해정도(visual injury)를 약제시약 후 10일 간격으로 4회 조사하였다.

은이끼 방제가(herbicidal activity, %)는 은이끼가 잔디면을 피복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100-(약제처리의 

피복도/무처리의 피복도)×100)]로써 환산하였고, 약제처리에 의한 벤트그래스의 약해(phytotoxicity)는 잔디잎

의 황화 및 적변 등 색상차이에 의해 무처리 대비 가시적으로 변화가 없을 경우를 “0%”, 약해가 극심하여 

전면적으로 잔디생육이 저하될 경우를 “100%”로 하여 평가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은이끼 방제효과

공시약제 기준량처리(2010년 5월)에 의한 은이끼 방제효과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은이끼 방제효과(기준량 처리)

처리약제
처리농도

(제품량/ )

은이끼 방제가(%)

10DAA 20DAA 30DAA 40DAA
*

Iron( ) sulfate 4g 81.3 57.6 16.7 5.0

Sodium bicarbonate 4g 78.1 51.5 25.0 0

Carfentrazone-ethyl 0.05ml 84.4 57.6 27.8 12.5

Quinoclamine 5g 90.6 90.9 86.1 77.5

Pyrazosulfuron-ethyl 0.2g 68.8 39.4 22.2 0

비료성분-1 10g 87.5 69.7 50.0 15.0

비료성분-2 4ml 84.4 66.7 55.6 12.5

* DAA: days after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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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처리에서 약제처리 3일 이내에 은이끼가 갈변 또는 흑변하며 약효가 발현되기 시작하여 최초 조사일

인 시약 10일후에는 방제효과가 최고치에 이르렀다.

은이끼 방제에 가장 효과가 높은 약제로는 제초제 그룹 중 논조류 방제용으로 국내에도 등록된 

Quinoclamine이 처리 10일후 조사에서 90.6%의 높은 방제가를 보였다. 그리고 처리 40일 후 조사에서도 다른 

약제에 비해 77.5%의 방제가를 유지하여 약효지속성이 긴 결과를 얻었다(그림 2). 반면, Quinoclamine은 입상

수화제의 형태로 등록시험 중에 있으나, 현재 제형이 입제형태로만 되어있어 완전히 용해시키는 것과 부분

처리시 노즐이 막힐 위험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Quinoclamine은 제품이 원래 주황색을 띠는 약제로써 

용해시켜 살포액을 처리하면 녹색의 잔디면이 주황색을 띠게 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단점이 있으나, 시약 

1일 후에 관수에 의해 약액이 씻겨내려 없어지게 되어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잔디용 광엽잡초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Carfentrazone-ethyl은 Quinoclamine과 동일하게 광합성을 저해하는 

작용기구를 가지고 있어, 처리 3일후부터 은이끼가 갈변하는 약효발현이 빠르게 나타나 처리 10일후 조사에

서 84.4%의 방제가를 보였다. 그러나 처리 20일후 조사부터 은이끼 재생과 처리부분 이외에서의 침입으로 

인해 57.6%로 방제효과가 낮아져 약효지속성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Carfentrazone-ethyl 처리에 의해 은이끼

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재생하는 시점(약제처리 14∼20일 후)에서 2∼3회 재처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화공품인 Iron(Ⅱ) sulfate와 Sodium bicarbonate 그리고 비료성분 1과 2는 처리 후 수시간 내에 검게 타는 

것처럼 은이끼가 흑변하여 방제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 처리 10일 후 조사에서 78.1∼87.5%의 방제가를 

보였다. 그 후 은이끼 방제가가 저하되기 시작하여 처리 30일후 조사에서 50% 이하의 방제효과를 보였다. 

또한, 화공품과 비료성분의 시약은 은이끼가 검게 타서 고사되는 증상을 보여 녹색의 그린에 미관상 좋지 

않은 단점이 있고, 화공품을 수회 사용할 경우 토양 내 염류집적이 의심되어 이로 인한 벤트그래스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그림 2. Quinoclamine 처리 30일후 사진(좌)와 처리 60일후 사진(우)

공시약제 처리(2010년 5월)에 의한 벤트그래스의 시각적 약해평가 결과는 표 3과 같다. 

무처리 Quinoclamine 무처리

Quinocl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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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벤트그래스 약해평가(기준량 처리)

처리약제
처리농도

(제품 g/ )

시각적 피해도(%)

10DAA 20DAA 30DAA 40DAA
*

Iron( ) sulfate 4g 23.3 10.0 0 0

Sodium bicarbonate 4g 10.0 0 0 0

Carfentrazone-ethyl 0.05ml 0 0 0 0

Quinoclamine 5g 0 0 0 0

Pyrazosulfuron-ethyl 0.2g 0 0 0 0

비료성분-1 10g 26.7 10.0 0 0

비료성분-2 4ml 26.7 10.0 0 0

* DAA: days after application

제초제의 처리에 의한 벤트그래스 약해는 전혀 없었으나, 화공품과 비료성분 처리 후 수시간 이내에 벤트

그래스 잎끝이 흑변하는 약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약제처리 10일 후 시각적 피해도는 26.7∼10.0%의 잔디

잎의 황화와 밀도가 약간 저하되는 약해증상이 나타나 처리 20일후까지도 지속되었다.

모든 처리에서 약제처리 30일후에는 벤트그래스에 대한 약해가 회복되었다.

이상의 시험결과, 그린에 발생한 은이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잔디생육을 좋게 

하여 잔디밀도를 높이고, 그린의 배수가 잘되게 하여 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이끼 발생이 많

은 경우 보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장객에 의한 답압피해나 여름 고온기에 생육이 쇠퇴하게 되면 은이끼가 

재침입하며 또다시 보식해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은이끼를 완전 제거한 후 

잔디밀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그린 갱신작업이나 주기적인 시비 및 배토작업 등 그린의 일반적인 관리가 수행되어지면 은이끼의 

밀도는 자연적으로 줄어들지만, 이와 같은 관리작업이 들어가기 전인 봄철(2월 말∼3월 초)에 은이끼가 발생

한다면 우선적으로 방제시약을 통한 1차 방제가 반드시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이른봄 벤트그래스가 그린업

되기 전에 잦은 강우나 피복제 사용으로 인해 그린이 다습할 경우는 벤트그래스보다 은이끼의 생육세가 좋

기 때문에 약제 처리에 의해 생육세를 떨어뜨린 다음 물리적인 갱신작업이나 시비 및 관수량 조절 등의 단

계를 거쳐 은이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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