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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사용되는 4가지 토양개량제들의 혼합비율에 따른 
토양이화학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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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mixed ratio of the soil amendments, peat,
humate, peatmoss and zeolite, on the soil physicochemical properties. The mixed ratios of soil amendments were
0%, 3%, 5%, 7% and 10% (v/v) incorporated with sand which met to the USGA (United State of Golf Association)
recommendation. It was measured pH, EC and CEC as a chemical properties. Porosity, capillary porosity, air-filled
porosity, bulk density and hydraulic conductivity were also measured to analyze the changes of physical properties.
Chemical properti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mixture ratios of peat, humate, peatmoss and zeolite. When the
results were applied to the USGA standard of the soil physical properties, the optimum mixture ratios of peat,
humate and peatmoss were 5%, 3% and 7%, respectively. Air-filled porosity was factor involved in soil physical
properties by blending with soil amendments and it was affected on volume of porosity and hydraulic conductivity.
To analyze the corelation of mixture ratio versus to physical characters, the ratio of peat and peatmos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capillary porosity and hydraulic conductivity (P<0.05), that of humate hydraulic conductivity
(P<0.01), and that of zeolite air-filled porosity and volume of porosity (P<0.05). These results could be used as a
basic data for construction USGA sand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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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축산농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농업활동에서 발

생하는 큰 오염원으로 주변 토양과 수계에 영향을 미친다

(박, 2000; 이 등, 2004; 이 등, 2010). 이러한 가축분뇨는

다양한 영양원을 함유하고 있어 퇴액비화과정과 부숙도 평

가를 거쳐 농업에 활용할 수 있고(정 등, 1998; 강 등, 1999;

이 등, 2006; 장 등 2008), 최근에는 메탄발효를 통해 바이

오가스 생산과 산업화에 이용되고 있다(이 등, 2000; Skerman,
2010; Rasmussen, 2010). 

자연순환형농업은 자연생태계의 연속적인 물질순환기능

을 활용하여 작물과 가축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농축산

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농업으로(김과 이,

2008)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생성된 가축분뇨액비와 바이

오가스 생산과정에서 생성된 발효액비를 식물재배에 활용

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조, 2010). 

일반적으로 골프장 토양은 보수력과 보비력이 약한 모

래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토양개량제를 혼합하여 USGA

규격에 적합한 토양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때 좋은 잔디생

육과 품질을 유지하게 된다(안 등, 1992; 박 등, 1991; 박

등 1992; 권 등, 2005; Chong과 Ok, 2006; Ok 등, 2004).

경사, 지형 및 배수 등과 토양의 물리성은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현 등, 2010), 식물의 재배기간이 길

수록 용적밀도와 유기물의 함량이 증가하여 경도가 악화

되고, 수리전도도는 점차 감소한다(한 등b, 2010; 박 등a,

2010; 박 등b, 2010; 조 등, 2010; 유 등, 2010). 

가축분뇨액비의 시비는 화학비료의 질소와 칼리를 대체

할 수 있고(박 등a, 2010), 화학비료와 비슷한 잔디의 품

질과 생육이 유지되며(함 등, 2009), 화학비료와 혼합하여

살포할 경우 잔디의 품질과 생육이 향상되어 골프장의 잔

디관리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였으나(함 등, 2010) 화학비

료보다 지표 배출수와 유거수에 의해 주변 수계오염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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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쳐 양분을 유지효율 증대와 환경부하 절감을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였다(김 등, 2010). 골프코스는 강수량,

관수량 및 시비량 등이 연못물의 오염에 영향을 미치므로

토양의 적절한 양분관리를 위해서는 토양양분상태와 골프

장 토양특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김과 함, 2009; 김

등, 2009; 이 등, 2010). 골프코스의 토양은 모래와 다양

한 개량제를 혼합하여 조성되어 있어 그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스조성에 주로 사용되는 4종의 토

양개량제의 혼합비율에 따른 모래상토의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모래는 pH 6.18, 전기전도도 0.95 dS·m-1

이고 USGA 입경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였다(Table 1).

토양개량제는 골프장 조성이나 배토 시에서 모래와 혼합하

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수집하여 토양개

량제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토양개량제의 pH는 4.41~5.90

범위이고, 전기전도도는 0.67~3.80 dS·m-1이었으며, 양이온

치환용량은 22.4~80.0 cmolc·kg-1로 토양개량제별로 차이가

있었다.

시험용 상토를 만들기 위해 105oC에서 6시간동안 건조

된 시험용 모래에 토양개량제를 부피비율로 0%, 3%, 5%,

7%, 10%를 균일하게 혼합하였다(Table 3). 시료는 USGA

측정방식에 의거하여 코어(직경 7.5 cm, 높이 10 cm인 원

통)에 혼합된 상토를 넣고 다짐장치를 사용하여 현장상태

와 유사한 답압상태의 물리성을 갖도록 조제되었다(주, 1993).

혼합 상토의 pH, 전기전도도(electric conductivity: EC),

양이온치환용량(cation exchangeable capacity: CEC), 용적

밀도, 공극률 및 수리전도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방법은

상토의 표준분석법(농업과학기술원, 2000)과 토양 및 식물

체분석법(농업과학기술원, 2000)에 준하여 각각 분석하였

다. pH와 전기전도도는 풍건된 시료 10 g에 증류수 50 ml

Table 1. pH, EC and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sand used in this study. 

pH
(1:5)

EC
(dS·m-1)

Particle size distribution (%)

4.00~2.00 mm 2.00~1.00 mm 1.00~0.5 mm 0.5~0.25 mm 0.25~0.15 mm 0.15~0.053 mm

6.18 0.95 0.4 1.4 33.0 55.4 7.6 1.5 

Table 2. Chemical properties of 4 soil amendments used in this study.

Soil amendments
pH EC Bulk density CEC

(1:5) dS·m-1 g·ml-1 cmolc·kg-1

Peat 4.41 3.80 0.44 30.8

Humate 4.57 2.20 0.81 74.4

Peatmoss 4.32 0.67 0.10 80.0

Zeolite 5.90 1.05 0.90 22.4

Table 3. pH, EC and CEC of mixing soil between sand and soil
amendments.

Soil 
Amendments

Mixed ratio 
(%)

pH EC CEC

(1:5) dS·m-1 cmolc·kg-1

Peat

0 (sand only) 6.18 0.95 2.4

3 5.87 0.98 2.6

5 5.82 1.02 2.8

7 5.68 1.04 3.2

10 5.81 1.03 3.6

Humate

0 6.18 0.95 2.4

3 5.69 0.94 4.7

5 5.57 0.93 5.3

7 5.55 0.92 6.3

10 5.38 0.89 7.7

Peatmoss

0 6.18 0.95 2.4

3 6.02 0.95 2.5

5 6.00 0.97 2.6

7 5.82 0.98 2.8

10 5.64 0.99 3.4

Zeolite

0 6.18 0.95 2.4

3 6.38 0.95 2.6

5 6.43 0.92 3.2

7 6.48 0.92 3.7

10 6.45 0.9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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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하여 진탕 후 pH meter(Orion 720 A+; Thermo)와 EC

meter(Orion 3STAR; Thermo)를 사용하여 측정되었고, CEC

는 1N-NH4OAc 침출법을 이용하였으며, 수리전도도는 정

수위법(constant water head method)으로 분석되었다.

결과 및 고찰

토양개량제 혼합에 따른 토양의 화학적 특성 변화

pH는 5.38~6.48로 나타났고, EC는 0.89~1.04 dS·m-1로 조

사되어 골프코스의 이상적인 이화학성과 비교할 때 대부분

기준에 적합하였다(안 등, 1992). CEC는 2.4~7.7 cmolc·kg-1

로 조사되어 토양개량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4.0~220.8%

증가하였고, 토양개량제의 혼합비가 증가할수록 CEC가 증

가하였으며, 개량효과는 humate > zeolite peat = peatmoss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Peatmoss 원재료의 CEC가

80 cmolc·kg-1으로 humate 74.4 cmolc·kg-1와 비슷하였음에도

혼합비율에 따른 증가 정도가 peat와 비슷한 것은 원재료

의 비중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Table 2).

토양개량제의 혼합비율별 토양의 pH, EC 및 CEC의 상

관관계를 조사하였다(Table 4). Peat, humate 및 peatmoss

는 pH와 99%수준에서 부의 상관성을 나타내었고, zeolite

는 95% 수준에서 정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Peat는 EC

와 95% 수준에서 정의상관성을 보였고, humate와 peatmoss

는 99% 수준에서 부의 상관성을 보였다. 모든 토양개량

제의 CEC는 99% 수준에서 정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모

든 토양개량제는 토양의 pH와 CEC에 영향을 미쳤고, 이

는 Table 2와 Table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토양개량제

 ≥

Table 4. The co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ixed ratio of soil
amendment and pH, EC and CEC in soil (n=18).

Item Peat Humate Peatmoss Zeolite

pH -0.6060** -0.7246** -0.9878** 0.9090**

EC 0.4809** -0.6735** -0.8904** 0.0014**

CEC 0.8703** 0.9843** 0.8796** 0.9327**

*, ** Significant at P<0.05 or 0.01, respectively.

Table 5. Porosity, bulk density and hydraulic conductivity by mixed ratio of soil amendments. 

Soil 
Amendments

Mixed 
ratio

Capillary porosity Air-filled porosity Total porosity Bulk density Hydraulic conductivity

% g·ml-1 mm·hr-1

Peat

0% 25.6 19.5 45.0 1.46 739

3% 24.4 18.8 43.2 1.50 622

5% 23.9 20.1 44.0 1.48 474

7% 22.4 20.7 43.0 1.51 333

10% 23.0 20.7 43.7 1.49 160

Humate

0% 25.6 19.5 45.0 1.46 739

3% 24.0 19.1 43.1 1.51 499

5% 26.4 17.8 44.2 1.48 562

7% 25.6 20.0 45.6 1.44 409

10% 25.8 19.7 45.6 1.44 267

Peatmoss

0% 25.6 19.5 45.0 1.46 739

3% 25.7 23.1 43.4 1.49 742

5% 27.9 21.4 43.7 1.48 637

7% 29.8 22.0 45.9 1.44 617

10% 29.9 23.4 47.3 1.40 667

Zeolite

0% 25.6 19.5 45.0 1.46 739

3% 24.7 19.9 44.6 1.47 943

5% 25.2 20.8 46.0 1.43 721

7% 24.7 20.7 45.4 1.45 668

10% 25.3 21.5 46.8 1.41 812

UGSA recommendation 15-30 15-25 35-55 -
150-300
300-600Z

Z Applied by infiltration rate of accelerated range (USGA golf green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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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학적 특성이 혼합토양의 화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박 등, 1991; 김 등, 2009).

토양개량제 혼합에 따른 토양의 물리적 특성 변화

토양개량제의 혼합비율에 따른 토양의 총공극, 용적밀도

및 수리전도도의 변화는 Table 5와 같다. 모세관공극과 비

모세관공극은 각각 22.4~29.9%와 17.8~23.4%를 보여 토양

개량제의 종류와 혼합비율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고, 총

공극량과 용적밀도는 각각 43.1~47.3%와 1.40~1.51 g·ml-1로

조사되어 모든 처리에서 비슷하였으며, 이는 USGA 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양개량제 종류별 혼합비율

에 따른 토양물리적 특성 중 수리전도도는 160~943 mm·hr-1

로 나타났다. Peat, humate, peatmoss 처리에서는 개량제의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수리전도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으나, zeolite는 경향을 찾기 어려웠다. 공시토양에

서 토양개량제별 상토조성 시 USGA 기준에 적합한 효율

적인 물리성을 갖는 혼합비율은 peat, humate 및 peatmoss

는 각각 5%, 3%, 7%로 조사되었고, zeolite에서는 적합한

비율을 찾을 수 없었다. Zeolite가 유기성 개량제(peat, humate,

peatmoss)의 결과와 다른 것은 무기성개량제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김 등, 2009).

토양개량제의 혼합에 따른 토양물리성의 변화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각 토양개량제별 물리성 항목의 상관관계

를 조사하였다(Table 7). Peat는 총공극이 모세관공극(P<0.05)

과 비모세관공극(P<0.05)와 정의 상관성을 나타내었고, 수

리전도도는 모세관공극(P<0.01)과 비모세관공극(P<0.05)고

Table 6. Corelation coefficient among respective physical factors in root zone mixed soil amendments (n=18).

Soil Amendment Item Capillary porosity Air-filled porosity Total porosity Hydraulic conductivity

Peat

Capillary porosity 1.0000**

Air-filled porosity -0.5524** 1.0000**

Total porosity 0.4935** 0.4524** 1.0000**

Hydraulic conductivity 0.8712** -0.5413* 0.3672 * 1.0000**

Humate

Capillary porosity 1.0000**

Air-filled porosity      -0.1301 * 1.0000**

Total porosity 0.4913** 0.7997** 1.0000**

Hydraulic conductivity 0.0379 * -0.1938 * -0.1473 * 1.0000**

Peatmoss

Capillary porosity 1.0000**

Air-filled porosity -0.3731** 1.0000**

Total porosity 0.3068 * 0.7667** 1.0000**

Hydraulic conductivity -0.7368** 0.5737** 0.0767 * 1.0000**

Zeolite

Capillary porosity 1.0000**

Air-filled porosity -0.0193 * 1.0000**

Total porosity 0.3918 * 0.9123** 1.0000**

Hydraulic conductivity 0.2521** -0.0581 * 0.0498 * 1.0000**

*, ** Significant at P<0.05 or 0.01, respectively.

Table 7. The co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ixture ratio of soil amendment and soil physical factors (n=18).

Item Peat Humate Peatmoss Zeolite

Capillary porosity -0.8612** 0.2943** 0.8523** -0.1821 *

Air-filled porosity 0.5142** 0.1454  * -0.2019** 0.6483**

Total porosity -0.3848 * 0.3059 ** 0.3861** 0.5220* *

Bulk density 0.3848 * -0.3059** -0.3661** -0.5220* *

Hydraulic conductivity -0.9758** -0.9418** -0.4600** -0.0939 *

*, ** Significant at P<0.05 or 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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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상관성을 보였으나 공극과 수리전도도사이에는 상관

성을 찾을 수 없었다. Humate는 총공극이 모세관공극(P<0.05)

과 비모세관공극(P<0.01)와 정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Peatmoss는 총공극이 비모세관공극(P<0.01)와 정의 상관

성을 나타내었고, 수리전도도는 모세관공극(P<0.01)과 비

모세관공극(P<0.05)고도의 상관성을 보였으나 공극과 수

리전도도사이에는 상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Zeolite는 총

공극이 비모세관공극(P<0.05)와 정의 상관성을 나타내었

다(김 등, 2009). 

이 결과를 통해 재료로 사용된 토양개량제는 혼합상토의

비모세관공극의 변화에 관련이 있으며, 특히 peat와 peatmoss

는 토양의 수리전도도를 개선함에 있어 총공극량 보다는

모세관공극과 비모세관공극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통기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모세관공극에 영향을 많이 받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안 등, 1992; 김 등, 2009; 한 등b, 2010).

토양개량제의 혼합비율에 따른 물리성 변화여부를 조사

하기위해 토양개량제 별 혼합비율과 토양의 총공극, 용적

밀도 및 수리전도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Table 7). Peat

는 모세관공극(P<0.01), 비모세관공극(P<0.05) 및 수리전도

도(P<0.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고, humate는 수리전

도도(P<0.01)에서, peatmoss는 모세관공극(P<0.01)과 수리전

도도(P<0.05)에서, zeolite는 비모세관공극(P<0.01)과 총공극

(P<0.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었다(한 등a, 2010;

유 등, 2010). 이 결과를 통해 peat와 peatmoss는 토양 모세

관공극 및 수리전도도에서, humate는 수리전도도에서, zeolite

는 비모세관공극 및 공극에서 개선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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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코스조성에 주로 사용되는 4종의 토양개량제

의 혼합비율에 따른 모래상토의 물리화학적 특성변화를

조사한 결과이다. 토양개량제의 혼합비율에 따라 상토의

물리화학성을 조사한 결과 peat, humate, peatmoss 및 zeolite

는 pH와 CEC에서 고도의 상관성(P<0.01)을 나타내어 토

양개량제의 특성에 따라 상토의 토양화학성에 영향을 주

었다. 상토의 토양물리성 결과를 통해 USGA 기준으로 평

가할 때, 최적의 혼합비율은 토양개량제 peat, humate 및

peatmoss는 각각 5%, 3%, 7%이고, zeolite에서는 적합한

비율을 찾을 수 없었다. 각 토양개량제들의 혼합에 따른

토양물리성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비모세관공극으

로 총공극과 수리전도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토양개

량제의 혼합비율에 따른 토양개선효과를 비교할 때, peat

와 peatmoss는 토양 모세관공극 및 수리전도도에서, humate

는 수리전도도에서, zeolite는 비모세관공극과 총공극에서

고도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P<0.05). 이들 결과를 통해

골프코스의 상토조성에 사용되는 토양개량제의 종류와 특

성 및 혼합비율이 USGA 상토의 근권층 개량과 토양 이

화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토양개량제, 비모세관공극, 수리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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