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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investigating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variations level in native
zoysiagrasses from costal regions and islands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is were collected to conserve germplasm
for the breeding of zoysiagrass. One hundred fifty-nine of native zoysiagrasses were collected from 16 different
cities and districts. There were morphological evaluations, including plant height, leaf width, leaf length, leaf angle,
seed length(SL), seed width(SW), SL/SW ratio and number of seed per spike in native zoysiagrasses. Type of Z.
japonica, Z. sinica, Z. macrostachya and Z. matrella showed significant variations in plant height, leaf length, leaf
angle and number of seed per spike depending on where they were collected from. On the other hand, little variation
were found in leaf width, seed length, seed width and SL/SW ratio. We have discovered a variety of variations
among the investigated traits in hybrid zoysiagrass.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information for development
of zoysiagrass br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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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잔디류는 필리핀,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열

대 지역부터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의 온대 기후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Engelke 등, 1983). 난지형 잔

디로 여름에 잘 자라지만, 겨울에는 생육이 정지되며, 우

리나라에서는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6개월간 푸

른 상태가 유지된다. 포복경이 왕성하게 뻗어 옆으로 기

는 성질이 강하고, 지상포복경 및 지하경을 갖고 있어 낮

게 자란다. 5~6월에 개화하며, 6~7월에 결실하고, 발아가

잘 되지 않아서 주로 영양번식에 의존한다(김, 1991; 최

등, 2008). 화아분화는 고온, 단일 조건에서 일어나며

(Youngner, 1961), 줄기의 엽절이 12개 이상인 줄기에서 개

화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eam et al., 1984). 한국

잔디류 중 Z. japonica, Z. matrella가 재배 잔디로서의 가

치가 있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Emmons, 1984),

이 중 Z. japonica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Z.

sinica와 Z. macrostachya는 잔디로서의 이용성은 적지만, 내

염성이 매우 강해(Ronghui, 1993) 육종 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한국잔디류는 난지형 잔디류 중에서 내한성, 내서성,

내병성, 내충성 등이 강하며, 또한 답압에 견디는 힘이 강

해 도로절개지, 도로주변, 산림 훼손지 및 공원시설에 많

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한국잔디의 이용범위가 더욱 다양해지고 사용면적

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잔디류의 재배농가 및 재배

면적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최와 양, 2006). 이에 따

라 한국잔디의 자원수집 및 분류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서식하는 한국잔디류 93종을 수집하여 서

식장소와 생육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남·서해안 및 도

서지역에 자생하는 한국잔디 종은 Z. japonica, Z. matrella,

Z. sinica, Z. macrostachya형이 관찰되었고, 이들 내에서

중간적인 형태특성을 보이는 교잡종과 변이종이 존재한다

고 보고하고 있다 (최 등, 1997). 교잡종 및 변이종을 포

함한 한국잔디류의 형태적 특성은 동위효소를 이용하여

그 유전적 근연관계가 보고되었으며, 국내 자생 잔디는 7

*Corresponding author; Tel: +82-55-760-5024
E-mail : gosorock@korea.com
Received : Nov. 1, 2010, Revised : Nov. 18, 2010, Accepted :
Nov. 29, 2010



98 배은지·박남창·이광수·이상명·최준수·양근모

개의 형태로 분류 된다고 보고되었다(양 등, 1995). RAPD

를 이용하여 중엽형 한국잔디류의 유전적 근연관계를 조

사한 결과 들잔디와 갯잔디의 중간적인 특성을 나타내었

다고 보고되고 있다(최 등, 1999). 

한국잔디류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종별 형태

적 특성과 유전형질들의 근연관계 등은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 자생 잔디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형태적 변이를 탐

구하고 자원을 보존하는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한국잔디류를 지역별

로 수집하여 형태적 특성을 조사했으며, 수집된 자원을 보

존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남·동해안 및 서해안과 도서지역의 한국잔디류 수집

잔디 수집은 2010년 5월 19일부터 동년 9월 11일까지

남·동해안 및 서해안과 도서지역에서 수행되었다. 2010

년 5월 19~21일 군산에서 14개체와 부안에서 5개체, 2010

년 6월 3일~5일 신안에서 25개체, 2010년 6월 10~12일 완

도에서 22개체, 2010년 6월 16~18일 여수에서 15개체, 2010

년 7월 15~16일 거제에서 14개체, 2010년 8월 5~6일 순

천에서 5개체와 광양에서 8개체, 2010년 8월 12~13일 통

영에서 9개체와 남해에서 15개체, 2010년 8월 30일 진주

에서 5개체, 2010년 9월 7~8일 태안에서 8개체와 고성에

서 5개체, 2010년 9월 10~11일 포항에서 5개체, 영덕과 울

진에서 각각 2개체 씩 총 159개체를 수집하였다.

수집 지역은 한국잔디류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을 것

이라고 예상되는 곳을 시·군 단위로 나누어 수집하였다.

각 지역에서 수집된 개체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잔디종류,

수집순서 별로 코드를 지정하였다. 잔디종류는 엽에 털이

많고, 엽폭이 5 mm 이상이며, 종자길이가 3 mm 정도인

것을 Z. japonica로 구분하고 1번으로 하였다. 형태적으로

엽폭이 3-4 mm 수준이며, 잎에 털이 없는 자생종을 Z. sinica

로 구분하고 2번으로 하였다. Z. sinica와 유사한 생육을

보이나 종자의 폭이 넓은 것을 Z. macrostachya로 구분하

고 3번으로 하였다. 엽폭이 2 mm 수준이며, 초장이 짧은

특성을 보이는 것을 Z. matrella로 구분하고 4번으로 하였

다. 엽폭이 1 mm 이하인 생육을 보이는 것을 Z. tenuifolia

로 구분하고 5번으로 하였다. 엽폭이 3-4 mm 수준이며, 형

태적 특성이 Z. japonica와 Z. sinica 및 Z. japonica와 Z.

matrella의 중간적 특성을 보이는 것을 hybrid zoysiagrass

(상업명: 중지)로 표시하고 6번으로 하여 코드를 부여하였

다. 수집 시기는 생육이 왕성한 5~9월을 중심으로 하였으

며, 수집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맑은 날

하였다.

한국잔디류의 지역별 개체 수집은 5엽이 완전 전개된

것을 기준으로 엽폭과 잎털의 유무, 종자의 형태, 종자의

크기, 생육 환경별로 다양한 변이를 보이는 것을 수집하

였다. 종자의 경우 6-7월 개화기에는 수집을 할 수 있었

지만, 개화기 이전이나 이 후에는 수집을 할 수 없었다. 

한국잔디류의 형태적 특성 조사

수집된 159개 개체들은 수집 직 후 2일 이내에 초장, 엽

폭, 엽장, 엽각도, 종자길이, 종자폭, 종자길이와 폭의 비,

화수당 종자 수 등을 조사하였다. 형태적 특성은 생육진

전속도가 비슷한 줄기 10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측정한

후 평균치 및 표준오차를 계산하였다. 초장은 지면에서 2-

3번째 잎 끝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였고, 잔디 구분에 특징

적인 엽폭과 엽장은 환경의 영향이 적은 2-3번째 잎을 조

사하였으며, 엽각도는 2-3번째 잎의 잎몸이 줄기로부터 벌

어진 정도를 제도용 각도기를 이용해 측정했다. 유전형질

이 반영되어 있어 구분이 용이한 종자의 형태 및 크기를

조사하기 위하여 광학현미경(Leica Microsystems Gmbh

Wetzlar, Germany)을 이용해 종자의 길이와 폭을 측정하였다.

각 지역별 한국잔디류의 잎과 종자의 특성을 이용해 근

연관계 및 변이정도를 알아보고자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유클리디안 제곱거리로 군집분석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남·동해안 및 서해안과 도서지역의 한국잔디류 분포

한국잔디류는 각 지역별로 Z. japonica류는 42개체, Z.

sinica류는 28개체, Z. macrostachya류는 2개체, Z. matrella

류는 21개체, hybrid zoysiagrass(중지류)는 66개체를 수집

하였다(Fig. 1). 

Z. japonica류는 군산, 부안, 신안, 완도, 여수, 거제, 순

천, 통영, 남해, 태안, 고성, 포항, 영덕과 울진 등 14개 지

역에서 자생되고 있었다. Z. sinica류는 군산, 부안, 신안,

완도, 여수, 거제, 순천, 광양, 통영, 남해, 태안과 고성 12

개 지역에서 자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Z. sinica류

의 경우 남·서해안의 바닷가나 갯벌에서 발견할 수 있

었으나 동해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Z. macrostachya류

는 군산과 신안에서 자생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Z. matrella

류는 신안, 완도, 여수, 거제, 순천, 광양, 통영, 남해, 진주,

태안, 고성과 포항 12개 지역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으

나, 농가나 정원에서 수집되었으며, 자생지는 확인되지 않

았다. Z. tenuifolia류는 자생지를 발견할 수 없었다. Hybrid

zoysiagrass(중지류)는 군산, 부안, 신안, 완도, 여수, 거제,

순천, 광양, 통영, 남해, 진주, 태안, 고성, 포항과 영덕 15

개 지역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상기 조사 결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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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hybrid zoysiagrass(중지류)가 자생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잔디류의 형태적 특성

수집 지역별 Z. japonica류의 형태적 특성을 조사한 결

과 초장의 평균은 19.0 cm로 나타났으며, 여수 8.7 cm부터

태안 27.8 cm까지 넓은 변이를 보였다(Table 1). 엽폭은 평

균 5.2 mm이고, 순천 4.6 mm부터 부안 5.7 mm까지 분포

를 보였다. 엽장은 평균 14.7 cm로 여수 7.4 cm부터 태안

21.9 cm까지 넓은 변이를 보였다. 엽각도는 평균 47.2o로

부안 34.0o부터 여수 58.0o까지 분포하였다. 종자길이는 평

균 3.5 mm로 나타났으며, 3.2~3.8 mm의 변이폭을 보였다.

종자폭은 평균 1.4 mm로 나타났으며, 1.4~1.5 mm로 변이

폭이 낮게 나타났다. 종자길이와 폭의 비율은 평균 2.4로

나타났으며, 2.2~2.7로 지역간 큰 변이폭을 보이지는 않았

다. 화수당 종자수는 평균은 42.1개로 수집군 중에서 가장

많은 특성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통영 31.7개부터 남해

51.6개까지 넓은 변이를 보였다.

수집 지역별 Z. sinica류의 형태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초장은 평균 20.1 cm로 높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2). 지역별로는 태안 14.8 cm부터 거제 27.9 cm까

지 분포되어 있었다. 엽폭은 평균 3.1 mm로 Z. japonica류

5.2 mm에 비해 좁았으며, 3.0~3.8 mm로 지역간 변이폭이

좁게 나타났다. 엽장은 평균 9.4 cm로 Z. japonica류의

14.7 cm 보다 짧게 나타났으며, 순천 7.7 cm부터 통영

12.1 cm까지 넓은 변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엽각도

는 평균 35.2o로 조사군 중에서 가장 좁은 특성을 보였으

며, 순천 24.0o부터 거제 51.0o까지 넓은 변이를 나타내었

다. 종자길이는 평균 7.9 mm로 조사군 중에서 가장 긴 특

성을 보였으며, 7.0~9.4 mm로 나타나 Z. sinica류 내에서

도 넓은 변이를 보였다. 종자폭은 평균 1.5 mm로 나타났

으며, 1.3~1.7 mm까지 좁은 특성과 넓은 특성의 형태적 변

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종자길이와 폭의 비율은

평균 5.3로 나타났으며, 4.7~6.1로 지역간의 변이폭은 크

지 않았다. 화수당 종자수는 평균은 16.9개로 통영 11.0개

부터 여수 19.9개까지 다양한 변이를 보였다. 

수집 지역별 Z. macrostachya류의 형태적 특성을 조사

한 결과 초장은 평균 21.4 cm로 Z. sinica류의 20.1 cm와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Table 3). 엽폭은 평균 3.3 mm이고,

엽장은 평균 8.6 cm이며, 엽각도는 평균 42.4o를 보였다. Z.

macrostachya류는 종자를 형성한 개체가 군산에서만 채집

되어 조사 군내 평균을 낼 수 없었다. 군산에서 자생되고

있던 Z. macrostachya류의 종자길이는 7.4 mm, 종자폭은

1.6 mm, 종자길이와 폭의 비율은 4.7, 종자수는 19.7개를

Fig. 1. Collection area and distribution of native zoysiagrass species and hybrid zoysiagrass in coastal and island regions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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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수집 지역별 Z. matrella류의 형태적 특성을 조사한 결

과 초장은 평균 10.7 cm로 여수 3.2 cm부터 순천 23.5 cm

까지 넓은 분포를 보였다(Table 4). 이렇게 넓은 분포를 보

이는 것은 채집 지역의 생육환경에 따라 다양한 생육형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Z. matrella류의 엽폭 평균은 1.8 mm

이었고, 신안 1.0 mm부터 완도 2.3 mm까지 넓은 변이폭

을 나타내었다. 엽장은 평균 6.6 cm로 여수 2.9 cm부터 포

항 12.3 cm까지 넓은 변이를 보였다. 엽각도는 평균 58.1o

였으며, 완도 47.3o부터 여수 69.0o까지 분포하였다. 종자

길이는 평균 4.1 mm, 종자폭은 평균 1.2 mm, 종자길이와

폭의 비율은 평균 3.6, 화수당 종자수의 평균은 10.0개로

Table 1.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Z. japonica types by regional grouping in coastal and island regions of South Korea.

Regions Plant height 
(cm)

Leaf width
(mm)

Leaf length
(cm)

Leaf angle
(o) 

Seed length
(mm)

Seed width
(mm)

SL/SW
ratio

No. of seed 
per spike

Gunsan 23.5±0.9 5.5±0.5 15.3±1.0 38.5±4.5 3.2±0.3 1.4±0.0 2.2±0.2 43.0±1.5z

Buan 24.4±0.2 5.7±0.0 16.3±1.0 34.0±2.4 3.5±0.1 1.5±0.1 2.4±0.1 44.5±10.5ζ

Shinan 21.4±2.0 5.3±0.2 14.8±1.2 47.3±2.9 3.6±0.1 1.4±0.0 2.5±0.1 43.4±6.1ζ

Wando 18.0±1.6 5.4±0.3 14.2±1.1 42.9±2.8 3.5±0.1 1.5±0.1 2.3±0.1 43.0±4.3ζ

Yeosu 8.7±1.2 5.0±0.0 7.4±0.9 58.0±2.0 3.8±0.6 1.4±0.1 2.7±0.4 36.3±3.6ζ

Geoje 14.8±3.9 5.0±0.0 12.6±3.6 54.7±4.3 3.3±0.1 1.4±0.1 2.3±0.1 43.5±6.8ζ

Suncheon 22.2±0.7 4.6±0.0 16.0±1.0 56.0±1.0 - - - -

Tongyeong 11.1±1.0 5.0±0.0 13.1±0.6 39.0±3.3 3.8±0.0 1.4±0.0 2.7±0.1 31.7±2.3ζ

Namhae 26.9±3.4 4.8±0.5 21.0±2.1 47.3±2.4 3.4±0.1 1.4±0.0 2.4±0.1 51.6±3.6ζ

Taean 27.8±0.8 5.1±0.0 21.9±2.1 39.0±4.3 - - - -

Goseong 14.4±0.9 4.8±0.0 12.7±0.6 41.0±2.9 - - - -

Pohang 21.9±4.4 5.0±0.0 14.5±3.0 52.7±3.3 - - - -

Youngduck 16.6±0.2 5.6±0.0 13.9±0.8 56.0±1.0 - - - -

Uljin 14.7±1.0 5.5±0.0 11.4±0.8 55.0±2.0 - - - -

Means 19.0±1.6 5.2±0.1 14.7±1.0 47.2±2.2 3.5±0.1 1.4±0.0 2.4±0.1 42.1±2.1ζ

zStandard error.

Table 2.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Z. sinica types by regional grouping in coastal and island regions of South Korea.

Regions Plant height
(cm)

Leaf width
(mm)

Leaf length
(cm)

Leaf  angle
(o) 

Seed length
(mm)

Seed width
(mm)

SL/SW
ratio

No. of seed 
per spike

Gunsan 19.3±2.1 3.0±0.0 9.1±0.9 33.3±3.6 7.2±0.4 1.5±0.1 4.7±0.0 18.1±1.4z

Buan 23.1±0.7 3.4±0.0 8.5±0.4 43.0±5.6 - - - -

Shinan 16.3±3.4 3.0±0.0 8.0±1.5 41.0±2.4 7.4±0.5 1.5±0.1 5.0±0.2 17.3±1.9

Wando 18.8±2.2 3.0±0.0 8.1±1.8 33.6±1.3 7.7±0.3 1.5±0.0 5.3±0.2 18.5±0.8

Yeosu 16.7±6.5 3.0±0.0 8.5±2.7 32.0±2.1 8.4±0.2 1.6±0.1 5.2±0.4 19.9±2.6

Geoje 27.9±0.8 3.8±0.0 9.7±0.4 51.0±3.7 7.0±0.2 1.4±0.1 4.9±0.3 16.3±1.2

Suncheon 16.7±0.3 3.2±0.0 7.7±0.4 24.0±1.9 - - - -

Gwangyang 25.0±2.2 3.3±0.3 8.7±1.3 32.7±4.3 - - - -

Tongyeong 18.8±0.2 3.0±0.0 12.1±0.7 33.5±3.5 9.4±0.0 1.7±0.1 5.7±0.2 11.0±0.4

Namhae 23.0±0.2 3.0±0.0 10.7±0.6 25.5±2.1 8.1±0.2 1.3±0.0 6.1±0.2 17.0±0.6

Taean 14.8±0.2 3.0±0.0 9.7±0.4 27.0±3.4 - - - -

Goseong 21.0±1.4 3.0±0.0 12.0±0.4 46.0±1.9 - - - -

Means 20.1±1.1 3.1±0.1 9.4±0.4 35.2±2.4 7.9±0.3 1.5±0.0 5.3±0.2 16.9±1.1
z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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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다. 

수집 지역별 hybrid zoysiagrass(중지류)의 형태적 특성

을 조사한 결과 초장은 평균 13.8 cm로 완도 10.5 cm부터

부안 23.7 cm까지 넓게 분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5). 엽폭은 평균 3.8 mm로 나타났으며, 영덕 3.1 mm

부터 부안 4.7 mm까지 넓은 변이를 보였다. 엽장은 평균

9.9 cm로 포항 7.5 cm부터 부안 14.2 cm까지 분포하였다. 엽

각도는 평균 44.9o로 광양 41.5o부터 포항 50.0o까지 분포하

였다. 종자길이는 평균 4.5 mm로 Z. japonica류 보다는 길

고, Z. sinica류 보다는 짧은 특성을 보였으며, 거제 2.9 mm

부터 여수 4.9 mm까지 넓은 변이폭을 보였다. 종자폭은 평

균 1.5 mm로 나타났으며, 1.2~1.5 mm로 지역간 변이폭이

낮게 나타났다. 종자길이와 폭의 비율은 평균 3.0로 거제

2.4부터 군산 3.4까지 분포하였다. 화수당 종자수는 평균

27.7개이고, 광양 17.0개부터 부안 32.5까지 넓은 변이폭

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 초장, 엽장, 엽각도, 화수당 종자수 등의 경

우 자생지 지역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

면에 엽폭과 종자길이, 종자 폭, 종자 길이와 폭의 비율은

지역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경적 영향을 비

교적 적게 받으며, 유전적 고유 형질을 반영하고 있는 형

질로 판단되었다. 

양 등 (1995)은 형태적 특성 및 Esterase 동위 효소를 이

용한 한국잔디류의 식별에서 종의 식별에 가장 쉽게 사용

되는 형질은 엽폭으로 Z. japonica는 4.5~6.1 mm로 가장

넓었고, Z. sinica는 3.0~3.5 mm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Z.

matrella는 엽폭이 1.9~2.0 mm로 가장 좁았으며, 중지류는

엽폭이 2.9~5.5 mm로 그 변이의 폭이 넓은 것으로 보아

Z. japonica와 Z. sinica의 중간 교잡종으로 추측된다고 보

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환경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엽폭이 Z. japonica는 5.2 mm, Z. sinica는 3.1 mm,

Z. matrella는 1.8 mm로 나타났으며, hybrid zoysiagrass(중

지류)는 3.8 mm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Table 6). 

또한 종자의 형태도 종의 고유 형질이므로 종의 식별에

Table 3.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Z. macrostachya types by regional grouping in coastal and island regions of South
Korea.

Regions Plant height
(cm)

Leaf width
(mm)

Leaf length
(cm)

Leaf angle
(o) 

Seed length
(mm)

Seed width
(mm)

SL/SW
ratio

No. of seed 
per spike

Gunsan 21.0±1.4 2.8±0.0 9.0±1.1 32.8±3.4 7.4±0.1 1.6±0.0 4.7±0.1 19.7±0.9z

Shinan 21.8±1.2 3.9±0.0 8.2±0.3 52.0±3.7 - - - -

Means 21.4±0.4 3.3±0.6 8.6±0.4 42.4±9.6 - - - -
 zStandard error.

Table 4.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Z. matrella types by regional grouping in coastal and island regions of South Korea.

Regions Plant height
(cm)

Leaf width
(mm)

Leaf length
(cm)

Leaf  angle
( o) 

Seed length
(mm)

Seed width
(mm)

SL/SW
ratio

No. of seed 
per spike

Shinan 7.7±0.3 1.0±0.0 4.1±0.3 55.0±4.2 - - - -

Wando 7.4±0.7 2.3±0.3 4.9±0.4 47.3±4.7 3.6±0.1 1.2±0.0 3.1±0.2 10.4±0.4z

Yeosu 3.2±0.2 2.0±0.0 2.9±0.2 69.0±9.3 - - - -

Geoje 7.7±1.8 2.0±0.0 5.1±1.1 52.5±3.2 - - - -

Suncheon 23.5±0.8 2.0±0.0 8.3±0.2 59.0±3.3 - - - -

Gwangyang 8.6±0.5 1.9±0.0 6.4±0.3 61.0±1.9 - - - -

Tongyeong 10.9±1.5 2.0±0.0 7.3±0.7 65.0±8.6 4.5±0.1 1.1±0.0 4.0±0.1 9.8±0.5

Namhae 13.1±2.6 2.0±0.0 7.4±1.5 56.0±9.0 - - - -

Jinju 8.3±0.5 1.2±0.0 6.1±0.5 55.0±5.2 - - - -

Taean 10.6±0.4 1.6±0.0 8.6±0.7 63.0±3.4 - - - -

Goseong 7.6±0.2 1.6±0.0 6.2±0.4 54.0±5.3 - - - -

Pohang 19.6±0.3 1.6±0.0 12.3±0.7 60.0±3.2 - - - -

Means 10.7±1.6 1.8±0.1 6.6±0.7 58.1±1.7 4.1±0.5 1.2±0.1 3.6±0.5 10.0±0.2
z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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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될 특성이며, 종자길이는 종 식별에 유용한 자료가 되

었으나 종자폭은 종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

였다. 그러나 종자의 길이와 폭의 비율은 Z. japonica는

2.69로 통통한 형태를 보이는 반면, Z. sinica는 5.59로 종

자형이 좁고 길다란 형을 나타내면서 종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여 종자의 형을 규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 될

수 있다고 하였다(양 등, 1995). 본 연구에서도 Z. japonica

류는 2.5, Z. sinica류는 5.2, Z. macrostachya류는 4.7로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수집된 한국잔디류의 변이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엽폭

과 엽장의 엽형질 인자에 의한 군집분석 결과 유클리디안

거리 5 수준에서 5개 군으로 나뉘어졌으며, 가장 거리가

멀게 분류된 군에 속한 수집 개체들은 Z4066, Z4092, Z4100,

Z6106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개체들은 엽폭이 1.8 mm 수준

으로 좁은 특성을 보이는 개체들로 Z. matrella류 등이 포

함되었다(Fig. 2). 또한 종자길이, 종자폭, 종자길이와 폭의

비율, 화수당 종자수 등 종자형질 인자에 의한 군집분석

결과 유클리디안 거리 5 수준에서 3개 군으로 분리되었으

며, 가장 거리가 멀게 분류된 군에 속한 수집 개체들은

Z1027, Z1038, Z1046, Z1089 등으로 종자의 특성이 다른

군에 비해 작은 특성의 변이 개체들로 확인 되었다(Fig. 3). 

상기 변이를 보이는 개체들은 앞으로 한국잔디류의 변

이를 확대하기 위한 귀중한 유전자원으로 보존가치가 높

으며, 추가적인 생육특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한 수집된 개체들은 현재 남부산림자원연구소 연구포장에

보존되고 있으며, 이들 자원의 유지체계 확립 및 내환경

Table 5.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hybrid zoysiagrass (commercial name is Junggi, medium leaf type zoysiagrass) types by
regional grouping in coastal and island regions of South Korea.

Regions Plant height
(cm)

Leaf width
(mm)

Leaf length
(cm)

Leaf  angle
(°) 

Seed length
(mm)

Seed width
(mm)

SL/SW
ratio

No. of seed 
per spike

Gunsan 21.5±1.3 4.1±0.3 12.6±1.1 42.3±3.4 4.8±0.3 1.4±0.1 3.4±0.2 27.8±3.5z

Buan 23.7±1.4 4.7±0.3 14.2±2.2 42.0±6.9 4.8±0.6 1.5±0.1 3.1±0.3 32.5±6.6 

Shinan 13.5±1.0 3.9±0.2 9.8±0.7 47.4±3.3 4.7±0.3 1.5±0.1 3.2±0.1 27.9±3.4

Wando 10.5±1.5 3.6±0.2 8.1±0.9 42.6±3.9 4.8±0.4 1.5±0.1 3.2±0.1 22.3±1.6

Yeosu 12.6±4.2 4.0±0.4 8.8±2.5 45.8±3.1 4.9±0.4 1.6±0.2 3.2±0.2 26.5±2.4

Geoje 11.0±1.4 4.0±0.3 8.2±1.0 45.5±3.5 2.9±0.1 1.3±0.1 2.4±0.2 29.1±1.6

Suncheon 13.1±7.2 4.0±0.0 9.0±3.6 46.5±0.5 - - - -

Gwangyang 12.3±2.6 3.5±0.3 8.0±1.7 41.5±5.4 3.8±0.0 1.2±0.0 3.1±0.1 17.0±0.0

Tongyeong 12.1±1.3 3.7±0.3 9.6±1.5 48.7±5.2 - - - -

Namhae 14.0±±1.9 3.6±0.2 9.9±0.9 45.3±5.9 4.4±0.6 1.5±0.1 2.8±0.3 28.1±3.4

Jinju 13.8±0.7 3.5±0.3 11.8±0.8 47.8±4.3 - - - -

Taean 13.6±3.2 3.6±0.2 11.0±2.7 41.6±1.8 - - - -

Goseong 12.0±0.5 3.7±0.0 11.7±1.5 42.0±2.6 - - - -

Pohang 10.8±1.1 3.3±0.0 7.5±0.3 50.0±2.2 - - - -

Youngduck 12.1±0.3 3.1±0.0 7.8±0.6 45.0±2.2 - - - -

Means 13.8±1.0 3.8±0.1 9.9±0.5 44.9±0.7 4.5±0.3 1.5±0.0 3.0±0.1 27.7±1.2
 zStandard error.

Table 6.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5 types native zoysiagrasses collected in coastal and island regions of South Korea.

Species/types Leaf width (mm) Seed length (mm) Seed width (mm) SL/SW ratio

Z. japonica types 5.2a 3.6bc 1.5ab 2.5bZ

Z. sinica types 3.1b 7.8a 1.5ab 5.2a

Z. macrostachya types 3.3b 7.4a 1.6a 4.7a

Z. matrella types 1.8c 3.8bc 1.2b 3.2b

Hybrid zoysiagrass type 3.8ab 4.5b 1.5ab 3.1b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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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특성 평가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해안 및 도서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한

국잔디류를 지역별로 수집하여 형태적 특성 및 지역별 변

이 정도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으며, 수집된 유전자원을

보존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16

개 시·군 단위에서 159개체 자생 한국잔디를 수집하였으

며, 이들의 초장, 엽폭, 엽장, 엽각도, 종자길이, 종자폭, 종

자길이와 폭의 비 및 화수당 종자수 등의 형태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Z. japonica류, Z. sinica류, Z. macrostachya류, Z.

matrella류 등은 수집된 지역에 따라 초장, 엽장, 엽각도, 화

수당 종자수 등에서 큰 변이를 보였다. 반면에 엽폭, 종자

Fig. 2. Dendrogram of 159 native zoysiagrasses based on Euclidean distance from leaf morphological traits (leaf width, leaf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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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종자폭, 종자길이와 폭의 비율 등에서는 큰 변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간적 형태를 보이고 있는 hybrid zoysiagrass

류는 조사 형질 간에 다양한 변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형태적 특성 조사 결과 및 수집된 유전

자원들은 앞으로 고품질 잔디육종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형태적 특성, 잔디, 한국잔디, 들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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