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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들잔디(Zoysia japonica Steud.)는 고속도로, 정원, 공원, 경
기장, 골프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들잔디는
영년생 초종으로 생육형이 포복·지하경형 잔디로 왕성한
생장을 하며, 생육적온이 27-35oC인 난지형 잔디이다. 우리
나라 기후 조건에서 여름 고온 및 건조에 강하고 병발생이
적은 생육특성으로 인해 국내에서 저관리용으로 많이 활
용되고 있는 잔디이다(Kim, 2012).
하지만 생리적 특성상 가을철에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랜 기간 푸른 잔디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Kim,
1986; Youngner, 1961). 들잔디는 보통 5월에서 10월까지 녹

색을 유지하고, 나머지 기간은 휴면에 의해 황색의 상태로
있게 된다(Kim, 2005; Yeam et al., 1985; Yeam and Huh,
1985). 즉, 휴면에 의한 짧은 녹색기간과 탈색으로 인한 품
질저하 등이 들잔디 이용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지형 잔디는 국내에서 봄과 가을 서늘할 때
최적의 생장을 하는 종류로 들잔디에 비해 연중 녹색 유지
기간이 3-4개월 정도 길기 때문에 잔디사용 기간도 그만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Kim, 2013a). 일반적
으로 한지형 잔디의 색상, 질감 및 품질은 들잔디에 비하
여 우수하고 엽 조직은 부드러우며, 스포츠 그라운드의 주
요 초종으로 사용될 만큼 내답압성과 회복력도 우수하다
(Beard, 1973; Kim et al., 2003b; Shim and Jeong, 1999).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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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각적 잔디품질이 우수하고, 종자 파종이 수월해 조형
작업 후 잔디면의 평탄성도 양호해서 스포츠용 잔디밭에
적합하다(Kim, 2013b; Shim, 1996).
잔디밭 조성 시 난지형 들잔디와 한지형 잔디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각각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면 매우 이상적
인 잔디밭이 될 수 있다(Shim et al., 2004; Vengris and
Torello, 1982). 이러한 효과를 위한 관리방법에 오버씨딩
(overseeding)이 있다(Kim, 2006). Lee and Ku (2004)는 들
잔디에 퍼레니얼 라이그래스(Lolium perenne L.) 애뉴얼 라
이그래스(Lolium multiflorum Lam.) 및 러프 블루그래스(Poa
trivialis L.)를 오버씨딩한 결과 초종 간 조성속도, 잔디엽색
및 이른 봄 녹화 차이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Lee et al. (2004)
은 한지형 잔디를 들잔디에 오버씨딩 후 발아속도, 초기생
육 및 동해(winter kill) 등의 생육특성에 대해 보고하였다.
Shim et al. (2004)은 들잔디에 켄터키 블루그래스(Poa
pratensis L.),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및 톨 페스큐(Festuca
arundinacea Schreb.)를 오버씨딩하여 생육특성을 비교연구
하였다. 또한 Park (2003)은 한국잔디를 포함한 난지형 잔
디 5종류에 켄터키 블루그래스와 퍼레니얼 라이그래스를
오버씨딩 후 초종구성 비율의 경시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국내에서 사용빈도가 낮은 초종 이
용(Lee et al., 2004), 한지형 혼합구 성능에 대한 자료 부족
(Park, 2003) 및 소량의 파종량 적용(Shim et al., 2004) 등
개선 및 보완할 부분이 있다. 따라서 오버씨딩 시 공시재
료로 국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한지형 잔디 이용, 단일
초종구와 혼합구에 대한 동시 성능 비교, 그리고 들잔디에
오버씨딩 시 실무 파종량 적용 등과 같은 부분을 보완해서
연구수행을 하면 실무적으로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들잔디에 주요 한지형 잔디인 켄터키 블루그

래스, 톨 페스큐,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및 이들 초종의 혼
합구를 오버씨딩 후 피복율 및 초종전이 특성비교와 함께
적합한 초종 및 파종량을 구명함으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
는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연구포장조성

본 연구는 삼육대학교에 있는 들잔디로 조성된 잔디밭에
서 실시하였다. 단위 실험구는 1×1 m 크기로 준비하였으며,
각 실험구 사이에는 오버씨딩 및 관리 작업을 원활하게 하
기 위하여 가로 50 cm, 세로 30 cm의 간격을 두었다. 오버
씨딩은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지형 잔
디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공시초종 및 처리구

본 실험에 사용된 한지형 잔디는 켄터키 블루그래스(Poa
pratensis L., KB), 톨 페스큐(Festuca arundinacea Schreb., TF)
및 퍼레니얼 라이그래스(Lolium perenne L., PR) 3종류 이었
다. 공시재료는 오버씨딩 처리구인 단일 초종구 3종류 및 혼
합구 4 종류-즉, 전체 7개 처리구를 준비하였다. 종자는 모
두 외국에서 수입 직전 종자 검정 결과 발아율 90% 이상
의 양호한 종자를 확인 후 확보하였다.
처리구별 초종 구성을 살펴보면 단일 초종 처리구에 켄
터키 블루그래스(처리구1), 톨 페스큐(처리구2) 및 퍼레니
얼 라이그래스(처리구3)를 이용하였다. 혼합구의 초종 구
성은 켄터키 블루그래스, 톨 페스큐 및 퍼레니얼 라이그래
스를 33:33:33으로 혼합한 잔디(Mixture I) (처리구4), 켄터
키 블루그래스, 톨 페스큐 및 퍼레니얼 라이그래스를 25:25:50
으로 혼합한 잔디(Mixture II) (처리구5)를 이용하였다. 처

Table 1. Turfgrass entry, composition, cultivar, and seeding rate in the study.

No. Entry Turfgrass composition Cultivar Seeding rate (g m-2)

1 KB Kentucky bluegrass 'Brilliant' 50
2 TF Tall Fescue 'Tar Heel II' 100
3 PR Perennial ryegrass 'Catalina II' 100
4 Mixture I 33 KB + 33 TF + 33 PR KB 'Brilliant',

TF 'Tar Heel II'
PR 'Catalina II'

75

5 Mixture II 25 KB + 25 TF + 50 PR KB 'Brilliant',
TF 'Tar Heel II'
PR 'Catalina II'

100

6 Mixture III 50 TF + 50 PR TF 'Tar Heel II'
PR 'Catalina II'

100

7 Mixture IV 50 TF + 50 PR TF 'Tar Heel II'
PR 'Catalina II'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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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구6과 처리구7은 톨 페스큐와 퍼레니얼 라이그래스를 50:50
으로 혼합하여 준비하였다. 하지만 처리구6과 처리구7은 파
종량이 각각 100 g m-2 (Mixture III) 및 150 g m-2(Mixture IV)
으로 다르게 적용하였다. 혼합구인 Mixture I, II, III, IV의
초종 간 혼합비율은 종자 파종량에 대한 기준(w/w, %)이
었다. 본 실험에 사용한 초종별 품종 구성 및 파종량은
Table 1과 같다.

오버씨딩 및 잔디관리

오버씨딩 작업은 먼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들잔디를
20 mm로 깎고 예지물을 제거하였다. 스위핑 작업 후 길이
10 cm 못으로 만든 간이식 기구(hand aerifier)를 이용하여
잔디밭 표면에 구멍을 낸 후, 연구포장과 동일한 토양으로
5 mm 정도 두께로 배토를 하였다. 오버씨딩을 실시 하기
1일 전 20 mm 정도 충분히 관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 처리구별로 준비한 종자를 균일하게 파종하였으
며, 파종 후 배토와 함께 2-3 mm 정도 추가관수를 실시하
였다. 오버씨딩 종료 후 종자 유실 방지, 보온 및 보습 효
과를 위해 비닐과 차광막으로 잔디밭을 2주 동안 멀칭하였다.
오버씨딩 후 연구포장의 잔디관리는 잔디생육 상태에 따
라 주 1-3회 정도 수분을 공급하였다. 예초작업은 30-35 mm
기준으로 주2회 정도 실시하였다. 실험기간 중 시비는 복
합비료(23-5-10, 21-2-21, 21-2-20)를 이용하여 질소 순성분
기준으로 30 g m-2을 시비하였다.

잔디생육조사

처리구간 잔디생육 특성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피복율
및 초종전이를 조사하였다. 잔디 피복율은 처리구 내에 분
포하고 있는 한지형 잔디의 점유율(%)-즉, 들잔디에 오버
씨딩 후 한지형 초종 간 경합능력의 차이를 의미한다. 따
라서 실험구에서 한지형 잔디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따
라 한지형 잔디가 전혀 없는 경우를 0%, 전체가 한지형 잔
디로 점유되고 있는 경우를 100%로 하여 0-100% 사이에
서 조사하였다. 잔디피복율은 2007년 12월 초순부터 2008
년 6월 초순까지 조사하였다.
오버씨딩 다음해 봄 난지형 잔디로의 초종 전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난지형 잔디의 점유율을 조사하였다. 이
때 잔디점유율은 처리구 내에 분포하고 있는 들잔디의 점
유율(%)을 의미하며, 이는 오버씨딩 한지형 잔디가 난지형
잔디로의 초종 전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이다. 따
라서 각 실험구에서 들잔디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
들잔디가 휴면상태인 경우를 0%, 전체가 들잔디로 점유되
고 있는 경우를 100%로 하여 0-100% 사이에서 조사하였
다. 이 때 초종 전이 조사는 2008년 3월 하순부터 1주 간

격으로 12월 하순까지 실시하였다.

시험구 배치 및 통계분석

본 실험에서 공시 초종 하나의 단위 실험구 면적은 1 m2

이었으며 시험구 배치는 전체 7종류의 처리구를 난괴법 4
반복으로 배치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OVA (Analysis of Variance)
분석을 실시하였고(SAS Institute, 2001), 처리구 평균간 유
의성 검정은 DMR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수
준에서 실시하였다(Steel and Torrie, 1980).

결과 및 고찰

한지형 잔디 피복율

들잔디에 오버씨딩 후 조사한 한지형 잔디의 피복율은
초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피복율
은 모든 처리구에서 생장이 거의 없는 시기인 동절기를 제
외하고 오버씨딩 다음해인 2008년 6월 2일까지 지속적으
로 증가하였다(Table 2). 하지만 초종에 따라 피복율 차이
가 크게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오버씨딩 처리구에 퍼레
니얼 라이그래스 파종량이 많을수록, 켄터키 블루그래스
파종량이 적을수록 피복율은 높게 나타났다.
오버씨딩 10주 후인 12월 20일 초기 피복율은 최소 18.0%-
최대 28.5% 사이로 나타났다. 단일 초종 처리구의 경우 퍼
레니얼 라이그래스(처리구3)가 23.5%로 가장 높았으며, 켄
터키 블루그래스(처리구1)는 18.0%로 피복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톨 페스큐(처리구2)의 피복율은 퍼레니얼 라이
그래스와 켄터키 블루그래스 사이로 20.7%이었다. 혼합구
에서 피복율이 가장 높은 처리구는 파종량이 150 g으로 가
장 많았던 Mixture IV (처리구7)로 초기 피복율이 28.5%로
나타났다. 잔디피복율이 20.5%로 가장 낮게 나타난 처리구
는 혼합구중 파종량이 75 g으로 가장 낮았던 Mixture I (처
리구4)이었다. 혼합구의 초종 구성을 살펴보면 켄터키 블
루그래스는 Mixture I에 33% 포함되었고, Mixture IV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퍼레니얼 라이그래스는 Mixture
I과 Mixture IV에 각각 33% 및 50% 포함되었다.
오버씨딩 초기에 켄터키 블루그래스와 켄터키 블루그래
스가 많이 포함된 혼합구(처리구1, 처리구4)의 피복율이 가
장 낮은 이유는 켄터키 블루그래스의 초기 조성속도가 가
장 느리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지형 초종
의 발아속도는 퍼레니얼 라이그래스가 가장 빠르고, 켄터
키 블루그래스는 가장 느린 초종으로 알려져 있다(Thorogood,
2003; Turgeon, 2005). 국내에서 실시한 초종 간 발아실험
결과 (Kim and Jung, 2009; Kim and Nam, 2003; Le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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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에 의하면 퍼레니얼 라이그래스는 6일 이내 발아율
75% 도달이 가능하다. 하지만 켄터키 블루그래스는 2-3주
정도 지나야 발아율 75%에 도달할 수 있었다. 즉 오버씨
딩 후 초기 피복율은 발아속도가 빠를수록, 파종량이 많을
수록 빨리 진행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Shim

et al. (2004)의 연구에 의하면 들잔디에 한지형 잔디를 오
버씨딩 후 관찰한 결과 초기 피복율은 퍼레니얼 라이그래
스가 가장 우수하였고, 반면 켄터키 블루그래스가 가장 불
량하였다. 또한 오버씨딩 작업 시 애뉴얼 라이그래스, 퍼레
니얼 라이그래스, 켄터키 블루그래스, 러프 블루그래스 및
세엽 훼스큐의 파종량이 많을수록 잔디밭 조성은 빨리 진
행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and Ku, 2004; Shim et
al., 2004).

파종 6개월 후인 2008년 4월 14일 이른 봄 피복율은 최
소 23.2%-최대 34.0% 사이로 전체적으로 12월 초순에 비
해 모든 처리구에서 증가하였다. 하지만 처리구간 중기의

잔디피복율 경향은 초기와 비슷하였다. 오버씨딩 후기인
2008년 6월 2일 한지형 잔디의 피복율은 최소 68.7%-최대
81.0% 사이로 나타났다. 단일 초종 처리구의 피복율은 68.7-
78.0% 사이로 피복율이 가장 높은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와
가장 낮은 켄터키 블루그래스 초종 간 9.3% 차이가 나타
났다. 톨 페스큐의 피복율은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와 켄터
키 블루그래스 중간인 74.5%로 나타났다. 혼합구의 잔디피
복율은 최소 78.7%-최대 81.0% 사이로 대부분 혼합구의 피
복율이 80% 전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혼합구중 잔디 피
복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톨 페스큐와 퍼레니얼 라이
그래스가 50:50로 혼합된 Mixture IV이었다. 전반적으로 오
버씨딩 후기 한지형 잔디의 점유율은 오버씨딩 중기인 4
월 14일에 비해 2-3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계절에 따
라 생육환경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본 실험에서 4월 중순 이후 평균온도가 15oC 이상으로 상
승하면서 생육적온이 15-24oC인 한지형 잔디의 생육에 적
절한 환경이 유지되고, 그 결과 잔디생장이 왕성해지면서

Table 2. Percentage of green ground cover of cool-season turfgrass after overseeding in mixtures of warm- and cool-season
turfgrasses during a period of December in 2007 to June in 2008.

Treatmentsy

Ground cover of cool-season turfgrass (%)x

Year 2007 Year 2008

Dec. 5 Dec. 20 Jan. 7 Jan. 17 Feb. 5 Feb. 18 Mar. 3 Mar. 17 Mar. 24 Mar. 31
1. KB 100  18.0 cz  18.0 c  10.2 d 07.5 d 05.2 c 04.0 c 09.2 c  13.7 c  15.5 b  16.2 c
2. TF 100  20.7 bc  20.7 bc  13.7 bcd 11.2 bc 08.7 b 07.2 b 11.5 bc  15.5 bc  16.7 b  16.7 c
3. PR 100  23.5 b  23.5 b  17.0 abc 14.2 abc 11.7 b 10.2 a 14.0 a  17.2 abc  18.5 ab  18.5 bc
4. Mixture I  20.5 bc  20.5 bc  13.0 cd 10.7 cd 08.7 b 08.0 ab 12.2 ab  15.5 bc  16.7 b  19.2 abc
5. Mixture II  24.7 ab  24.7 ab  17.5 ab 13.7 bc 11.5 b 07.7 ab 14.5 a  21.0 a  22.5 a  23.7 a
6. Mixture III  25.0 ab  25.0 ab  17.7 ab 14.7 ab 11.5 b 07.7 ab 13.2 ab  19.5 a  19.5 ab  22.0 ab
7. Mixture IV  28.5 a  28.5 a  20.7 a 17.7 a 15.0 a 10.0 a 14.5 a  19.2 ab  21.7 a  23.7 a

Treatments
Ground cover of cool-season turfgrass (%)

Year 2008
Apr. 7 Apr. 14 Apr. 21 Apr. 28 May 6 May 12 May 19 May 26 Jun. 2

1. KB 100 18.5 c  23.2 c  26.2 c  31.2 c  37.7 b  47.0 c  53.7 b  61.2 b  68.7 b
2. TF 100 20.0 bc  24.7 bc  27.5 bc  38.0 b  42.0 ab  52.5 bc  59.5 ab  68.2 ab  74.5 ab
3. PR 100 21.5 bc  27.5 bc  29.7 bc  40.2 ab  44.0 a  55.5 ab  63.0 a  72.0 a  78.0 a
4. Mixture I 20.2 bc  26.7 bc  30.7 bc  42.0 ab  46.7 a  58.7 a  65.0 a  75.7 a  80.7 a
5. Mixture II 23.0 bc  29.5 ab  31.7 b  42.0 ab  45.0 a  53.7 ab  63.7 a  75.2 a  80.7 a
6. Mixture III 24.0 b  28.5 b  31.5 b  39.5 ab  43.0 a  51.7 bc  60.2 ab  71.5 a  78.7 a
7. Mixture IV 28.7 a  34.0 a  36.7 a  44.2 a  46.7 a  53.7 ab  61.7 a  74.2 a  81.0 a
xThe ground cover was rated using a visual estimate of 0-100% of existing cool-season turfgrass after overseeding onto zoysiagrass in fall.
yTreatments as described in Table 1 are KB: Kentucky bluegrass; TF: tall fescue; PR: perennial ryegrass; Mixture I: 33 KB + 33 TF + 33 PR; Mixture

II: 25 KB +25 TF + 50 PR; Mixture III: 50 TF + 50 PR (100 g); and Mixture IV: 50 TF + 50 PR (150 g).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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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얼경 및 잔디밀도가 증가함으로 전체적인 피복율이 높
아지기 때문이다(Turgeon, 2005).
종합적으로 들잔디에 오버씨딩 후 한지형 잔디피복율은
초기부터 단일 초종구의 경우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와 톨
페스큐 초종이 우수하였고, 켄터키 블루그래스가 가장 불
량하였다. 혼합구의 경우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함유량이
많고 켄터키 블루그래스 함유량이 적은 전체 파종량이 150 g
인 Mixture IV가 가장 양호하였다. 즉, 오버씨딩 처리구에
서 초종의 발아능력이 우수할수록, 오버씨딩 파종량이 많
을수록 피복은 빨리 진행되었다. 오버씨딩 시 고 파종량일
수록 잔디밭 조성 및 밀도가 향상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한지형 초종-애뉴얼 라이그래스,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및
러프 블루그래스(Lee and Ku, 2004), 켄터키 블루그래스
(Shim et al., 2004), 그리고 세엽 훼스큐(Severmutlu, 2005)
에서 확인되고 있다.

초종전이

오버씨딩 다음해인 2008년 봄 난지형 잔디로의 초종 전
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들잔디 점유율 조사결과
시간이 경과하면서 초종 및 계절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중 들잔디 점유율은 3월 하순부터
모든 처리구에서 증가하였다. 단일 초종구에서 들잔디로

초종 전이는 켄터키 블루그래스, 톨 페스큐 및 퍼레니얼 라
이그래스 처리구에서 모두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봄
부터 여름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월 29일에 들
잔디 점유율이 거의 80%까지 상승하였다(Table 3). 하지만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9월 하순 이후 들잔디 점유율
은 감소하면서, 10월 20일 들잔디 점유율은 50% 정도로 낮
아졌고, 11월 17일 이후 점유율은 10% 이하로 급격하게 감
소하였다. 처리구간 차이를 살펴보면 들잔디의 생장이 거
의 없는 이른 봄부터 5월 12일까지 기간에는 처리구간 초
종 전이 정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5월 중순 이후 들잔디의 점유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켄터
키 블루그래스 처리구에서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들잔디 점유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처리구는 톨 페스큐이
었으며,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처리구는 켄터키 블루그래스
와 톨 페스큐 초종 사이로 23.0%로 나타났다.
들잔디 점유율이 켄터키 블루그래스에서 높게 나타난 것
은 형태적 및 생태적 특성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
단되었다. 켄터키 블루그래스는 생태적으로 지하경으로 낮
게 자라는 습성과 형태적으로 질감이 고운 특성(fine-textured)
으로 초장이 짧다. 하지만, 톨 페스큐나 퍼레니얼 라이그래
스는 주형생장을 하기 때문에 분얼경으로 수직생장을 하

Table 3. Percentage of zoysiagrass recovery after spring green-up in mixtures of warm- and cool-season turfgrasses.

Treatmentsy

Zoysiagrass recovery (%)x

Year 2008

Apr. 21 Apr. 28 May 6 May 12 May 19 May 26 Jun. 2 Jun. 9 Jun. 16 Jun. 23
1. KB 100  15.5 az  17.0 a  19.2 a  22.2 a 24.5 a 26.0 a 28.0 a 30.2 a  32.5 a 34.7 a
2. TF 100 15.5 a  16.7 a  18.0 a  20.0 a 21.7 ab 23.0 ab 23.0 b 25.0 ab  28.2 a 30.5 ab
3. PR 100 16.0 a  17.2 a  19.5 a  22.0 a 23.0 ab 25.2 a 27.5 a 28.2 ab  30.2 a 33.0 ab
4. Mixture I 17.2 a  17.2 a  17.2 a  19.2 a 20.0 b 21.2 b 22.5 b 24.7 b  27.0 a 29.0 b
5. Mixture II 16.5 a  18.5 a  19.2 a  22.2 a 22.7 ab 24.2 ab 26.2 ab 27.5 ab  30.2 a 32.5 ab
6. Mixture III 16.7 a  17.7 a  19.2 a  21.2 a 24.0 a 25.2 a 26.2 ab 27.5 ab  29.0 a 31.7 ab
7. Mixture IV 16.0 a  17.7 a  20.0 a  21.2 a 22.5 ab 24.7 ab 25.7 ab 27.5 ab  29.2 a 31.7 ab

Treatments
Zoysiagrass recovery (%)

Year 2008
Jun. 30 Jul. 7 Jul. 14 Jul. 21 Jul. 28 Aug. 4 Aug. 11 Aug. 18 Aug. 25 Sep. 1

1. KB 100 37.5 a 37.2 ab 39.2 ab 41.0 ab 40.5 abc 51.2 a 57.7 a 64.5 a 69.7 a 71.5 a
2. TF 100 33.0 ab 33.0 bc 33.7 c 32.0 d 31.7 c 42.0 b 49.2 a 57.2 a 63.0 a 67.7 a
3. PR 100 35.5 ab 35.0 abc 33.2 c 36.0 bcd 35.7 bc 45.5 ab 53.2 a 58.7 a 63.7 a 66.7 a
4. Mixture I 31.0 a 31.2 c 32.5 c 32.5 cd 32.5 bc 40.5 b 50.5 a 61.2 a 70.0 a 70.2 a
5. Mixture II 34.2 ab 39.5 a 42.0 a 45.2 a 45.7 a 50.2 a 56.2 a 60.5 a 65.7a 68.2 a
6. Mixture III 34.7 ab 34.7 abc 37.0 bc 38.7 bc 39.2 abc 45.0 ab 52.0 a 60.5 a 66.7a 69.2 a
7. Mixture IV 33.7 ab 35.0 abc 35.5 bc 38.7 bc 41.0 ab 45.7 ab 52.5 a 59.2 a 65.5 a 72.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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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따라 초장이 길게 나타난다(Beard and Beard, 2005;
Throgood, 2003). 따라서 난지형 잔디가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에 초종 전환은 상대적으로 식생이 낮게 분포해서 광
선 투과가 양호한 처리구에서 더 잘 진행되기 때문에 켄터
키 블루그래스 처리구에서 들잔디 점유율이 더 높게 나타
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혼합구에서 난지형 잔디로의 초종 전이도 단일 초종구와
거의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즉, Mixture I-IV 혼합구
에서 초종 전이 경향은 모든 실험구에서 3월 하순부터 9월
29일까지 들잔디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들잔
디 생장이 거의 없는 이른 봄부터 5월 12일까지 이 기간에
혼합 처리구간 초종 전이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일 초
종구뿐만 아니라 혼합구에서도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나
타나지 않은 것은 생육환경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기간에 기상 조건은 평균기온이 8-21oC 사이로 생육적온이
27-35oC인 들잔디의 생육에 적절한 환경은 아니다(Beard

and Beard, 2005; Kim, 2013b). 때문에 모든 오버씨딩 처리
구에서 들잔디의 생장속도가 약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처
리구간 초종 전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5월 중순 이후 혼합구에서 들잔디의 점유율은 계
절에 따라 우열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들잔디 점유율은 톨 페스큐와 퍼레니얼 라이그래
스가 50:50으로 혼합된 Mixture III에서 가장 높았고, 6월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들잔디 점유율은 켄터키 블루그래
스, 톨 페스큐와 퍼레니얼 라이그래스가 25:25:50으로 혼합
된 Mixture II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켄터키 블루
그래스, 톨 페스큐와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세 초종이 33:33:33
혼합된 Mixture I 처리구는 잔디생장이 시작되는 이른 봄
부터 8월 4일까지 들잔디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오버씨딩 처리구에서 들잔디의 점유율 변화
패턴은 7월 하순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8월 4일부터 급

Table 3. Percentage of zoysiagrass recovery after spring green-up in mixtures of warm- and cool-season turfgrasses (continued).

Treatments

Zoysiagrass recovery (%)

Year 2008

Sep. 8 Sep. 15 Sep. 22 Sep. 29 Oct. 6 Oct. 13 Oct. 20 Oct. 27 Nov. 3 Nov. 10
1. KB 100  76.2 a 78.0 a 76.5 a  78.0 a  72.0 a  60.7 a 49.2 a 40.0 a 30.0 a  20.7 a
2. TF 100  69.0 a 71.7 bc 73.5 ab  76.7 a  70.7 a  58.7 a 48.5 a 38.0 a 31.5 a  20.7 a
3. PR 100  70.5 a 69.7 c 69.7 b  77.0 a  71.0 a  59.2 a 48.0 a 37.5 a 30.7 a  18.7 b
4. Mixture I  72.5 a 73.2 bc 75.0 a  77.5 a  72.5 a  58.5 a 47.2 ab  36.2 ab 30.7 a  18.0 b
5. Mixture II  71.2 a 73.2 bc 75.0 a  78.7 a  73.7 a  60.0 a 49.2 a 38.0 a 30.0 a  20.2 a
6. Mixture III  70.0 a 73.7 bc 73.7 ab  78.0 a  72.5 a  61.5 a 48.5 a 34.5 b 28.7 ab  22.0 a
7. Mixture IV  72.0 a 74.7 ab 75.5 a  78.5 a  73.5 a  60.7 a 49.2 a 38.0 a 28.0 ab  18.7 b

Treatments

Zoysiagrass recovery (%)

Year 2008

Nov. 17 Nov. 24 Dec. 1 Dec. 8 Dec. 15 Dec. 22 Dec. 29
1. KB 100  10.7 b  4.0 b     3.5 ab  3.5 a  0.0 a  0.0 a  0.0 a
2. TF 100 10.0 b  5.0 a  4.5 a    3.0 ab  0.0 a  0.0 a  0.0 a
3. PR 100   8.5 c  4.0 b    3.5 ab  2.2 b  0.0 a  0.0 a  0.0 a
4. Mixture I     9.2 bc  4.0 b  4.0 a    3.0 ab  0.0 a  0.0 a  0.0 a
5. Mixture II   8.5 c  4.0 b     3.5 ab  2.2 b  0.0 a  0.0 a  0.0 a
6. Mixture III   8.5 c  4.0 b  4.0 a  3.5 a  0.0 a  0.0 a  0.0 a
7. Mixture IV   8.5 c    4.5 ab  3.0 b  2.2 b  0.0 a  0.0 a  0.0 a
xThe recovery was rated, using a visual estimate of 0-100% of recovered zoysiagrass in mixtures of warm- and cool-season turfgrasses after

overseeding in fall, 2007.
yTreatments as described in Table 1 are KB: Kentucky bluegrass; TF: tall fescue; PR: perennial ryegrass; Mixture I: 33 KB + 33 TF + 33 PR; Mixture

II: 25 KB +25 TF + 50 PR; Mixture III: 50 TF + 50 PR (100 g); and Mixture IV: 50 TF + 50 PR (150 g).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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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한지형 잔디가 여름 고
온기 생육부진으로 하고현상 피해가 나타나면서 잔디밀도
가 감소하고, 대신 이 기간에 들잔디의 생장이 왕성해지면
서 나타난 결과이다. 왜냐하면 C3 광합성 기작을 하는 한
지형 잔디는 25oC 이상 올라가는 고온기에 광호흡 기작 등
으로 생육 저하(Fry and Huang, 2004; Salisbury and Ross,
1992; Wallner et al., 1982) 및 난지형 잔디에 비해 내서성
및 내건성이 약해 밀도 저하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Beard and Beard, 2005; DiPaola and Beard, 1992; Miner et

al., 1983; Wehner and Watschke, 1981; Youngner, 1962). 반
대로 난지형 잔디는 생육적온이 27-35oC로 여름 고온기에
도 생장이 지속되고, 또한 들잔디의 생육형은 포복·지하
경형으로 분얼경, 포복경 및 지하경으로 왕성한 생장이 가
능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잔디밀도가 증가하게된다(Beard,
1973; Kim et al., 2003a; Watschke and Schmidt, 1992). 즉,
여름 고온기 8월 초순 들잔디와 한지형 잔디의 경쟁관계
에서 생리·생태적 특성상 한지형 잔디의 개체수 및 밀도
는 떨어지고, 대신 경합관계에 있는 들잔디의 개체수 및 잔
디밀도는 증가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Watschke and Schmidt
(1992)는 잔디밭에서 분얼경 감소로 밀도가 감소하면, 잡초
및 원하지 않는 식물의 침입이 증가해서 잔디밭 품질이 떨
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10월 6일 이후 모든 처리구에서 들잔디 점유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들잔디의 생리·생태적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난지형인 들잔디는 생
육적온이 27-35oC로 계절적으로 봄부터 여름 고온기까지
잘 자라지만, 9월 들어 평균기온이 25oC 아래로 낮아지면
잔디생장이 저조해지면서 점유율이 감소하게 된다. Kim
(1986)은 들잔디의 경우 9월 하순에 완만한 생장을 하면서
10월 중순경에 휴면에 들어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결과(Huh et al., 1984; Kim, 2005; Yeam and Huh,
1985; Yeam et al., 1985) 국내 중부지방에서 들잔디의 녹색
유지 기간은 보통 5월에서 10월까지 약 5.5개월 정도 유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 들잔디에 오버씨딩 후 잔디피복율에 적합한
초종 및 파종량은 단일 초종구인 경우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100 g, 혼합구인 경우 톨 페스큐 및 퍼레니얼 라이그래스가
1/2씩 혼합해서 150 g을 파종할 경우 가장 적합하였다. 초종
전이는 지속적으로 켄터키 블루그래스 50 g이 가장 우수하
였고, 혼합구의 경향은 일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 초종이
1/3씩 혼합된 Mixture I 은 이른 봄부터 8월 11일까지 점유
율이 지속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서 들잔디로 초종 전환
이 가장 이행되지 않은 혼합구이었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
해 파악한 다양한 결과는 난지형 들잔디로 조성된 공원, 잔

디구장 및 골프장을 한지형 잔디로 오버씨딩 시 실무적으
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초 록

본 연구는 들잔디에 켄터키 블루그래스, 톨 페스큐 및 퍼
레니얼 라이그래스를 단파 및 혼파로 오버씨딩 후 잔디피
복율 및 초종전이 특성과 함께 적합한 초종 및 파종량을
구명함으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수행하였다. 한지형 잔디 피복율 및 난지형 잔디의 초종전
이는 처리구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피복율은 초기부터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와 톨 페스큐 초
종이 우수하였고, 켄터키 블루그래스가 저조하였다. 혼합
구는 초종 구성상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와 톨 페스큐가 많
고 켄터키 블루그래스가 없는 파종량 150 g인 Mixture IV
가 가장 양호하였다. 초종 전이는 3월 하순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최대 80%까지 들잔디 점유율이 증가하였지만, 10
월 초순 이후 점유율은 감소하였다. 단일 초종구에서 들잔
디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처리구는 켄터키 블루그래
스이었고, 가장 낮게 나타난 처리구는 톨 페스큐이었으며,
혼합구의 경향은 일정하지 않았다. 본 실험을 통해 동절기
잔디피복에 적합한 처리구는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100 g,
혼합구인 경우 톨 페스큐 및 퍼레니얼 라이그래스가 1/2씩
혼합해서 150 g을 파종할 경우 가장 적합하였다. 하지만 들
잔디로 초종전이는 단일 초종구인 켄터키 블루그래스 50 g
이 가장 우수하였다.

주요어: 한지형 잔디, 들잔디, 초종전이, 잔디피복율, 들
잔디 회복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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