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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기소화처리액을 배지로 이용한 클로렐라 배양액 시용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초기생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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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Chlorella Culture Solution Using As Midium of Anaerobic Digestate 
on Early Growth of Italian Ryegrass (Lolium multifloru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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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erobic digestion is a collection of naturally occurring processes that convert organic matter and liquid residue, so-called 
digestate. The use of digestate biofertilizers is one of the important components of 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 as they are 
renewable sources of plant nutrients for sustainable agriculture. Seeds of Italian ryegrass (Lolium multiflorum L.) were germinated 
in different concentration of Chlorella in order to investigate it’s the effect of Chlorella on growth parameters, seed germination 
and early growth. The experiment using plug tray was conducted at the green house placed in the Sangji University. The 
experiment consisted of nine treatments includ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f Chlorella sp. culture solution and non-treated control. 
The germination percentage at the treatment with 25% Chlorella sp. culture solution was greater than that of control. The 50% 
concentration of Chlorella sp. culture solution was found to promote a better seedling growth in terms of shoot length, fresh 
weight and dry weight compared to the anaerobic digestate. Results showed that the best concentration of Chlorella culture 
solution was achieved by the 50% concentration of Chlorella culture solution treatment. As a conclusion, the application of 
Chlorella culture solution was found to be able to promote the germination and shoots growth of Italian ryegrass. 
(Key words : Anaerobic digestate, Chlorella, Biofertilizer, Italian ryegrass, Early growth) 

Ⅰ.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의 빈발로 인하여 곡류생산

의 안정성 상실, 바이오매스 이용 증가와 수입조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국내 양축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크게 증

가함에 따라 조사료 생산 및 이용기술 측면에서 많은 정성

을 기울이고 있다 (Choi et al., 2012; Ha and Park, 2012; Ji 
et al., 2011; Kim et al., 2011). 우리나라의 축우산업은 배
합사료와 볏짚 위주로 매년 1,600만 톤 이상의 배합사료

원료를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 조사료의 물량도 연간

80~90만 톤을 넘고 있어 친환경적인 축산의 기본인 자급

조사료 확보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사료작
물 중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Lolium multiflorum L.)는 사
료가치가 높고 가축의 기호성이 좋고 사일리지 조제에도

적합하며, 특히 최근에는 건초로도 그 이용 가치가 매우

높은 사료작물로 평가되고 있다 (Park et al., 2013).
사료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가축분뇨의 활용이 기

대된다. 가축분뇨는 식물이 필요로 하는 많은 양분이 포함
되어 있어 알맞게 토양에 살포하게 되면 작물 생산성을 높

일 수 있는 귀중한 양분의 급원이 된다 (Agnew et al., 
2003; Moore and Gamroth, 1993; Schmitt et al., 1999). 가
축분뇨의 자원화 방법으로는 퇴비나 액상분뇨화하여 이용

하는 방법이 있다. 가축분뇨 중 분 중심의 고상물질은 대

부분 퇴비화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액상분뇨는 호기성발효

과정 또는 혐기성소화과정을 거친 후 초지 또는 논, 밭에
살포되고 있다. 화학비료와 달리 혐기소화처리액은 농업

및 가정에서 배출되는 광범위한 부산물 원료로 혐기소화를

통하여 매우 저렴하게 생산 할 수 있는 비료이다 (C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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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illay, 2012).
사료작물과 목초재배에서 신속하고 균일한 묘 출현은 작

물재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 중에서도 목초
의 경우 종자의 발아율이 높고 균일하며 발아세가 왕성하

여 초기생장이 왕성한 종자가 요구되고 있다. 미생물을 육
묘기에 처리하여 발아나 유묘의 생장을 촉진하는 연구는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 종자발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다 (Sa, 2012). 생물비료에는 작물의 내병성

강화 미생물, 미량원소 공급 미생물, 식물생육조절 미생물

(growth regulator) 혹은 작물생육촉진 근권미생물 (plant 
growing-promoting rhizobacteria)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생물비료가 화학물질을 대신하여 식물의 생육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생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물 생육
을 위한 미생물제제가 국외에서는 생물비료로 이해되고 있

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개념 정의는 아직 명확하

지 않다. 미생물제제에는 작물의 생산성 향상 및 양분을

공급하는 질소고정균과 균근균, 토양식물 양분을 가용화하
는 질산화작용 저해 미생물 혹은 인산가용균 그리고 토양

의 물리적 특성을 개량하는 미세조류 등이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생물 제제에는 활성성분으로서 살아있는 미생

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미생물비료 혹은 확대하여 생

물비료(biofertilizer)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생물제제의 정확한 의미는 균체를 포함하는 미생물 배양

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미생물의 생균상태 혹은 사균상태

로 유용한 효과를 내는 ‘미생물 제제’라고 할 수 있다. 미생
물제제를 통하여 육묘를 할 경우 작물마다 각기 다른 미생

물이 다른 반응을 보이지만 대체로 종자의 발아촉진과 뿌리

의 생장, 병해충 방재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Park 
et al., 2002). 클로렐라는 직경 2~10㎛의 구형 단세포 조류
로 하나의 세포는 현미경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통상적으
로 클로렐라는 식물에 비해 5~20배 정도의 엽록소를 가지고
있다. 엽록소는 생물학상 중요한 색소의 축적을 위해 태양광
선을 흡수하는 것이며, 엽록소의 함량은 그만큼 더 많은 태
양광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며 엽록소의

함량이 높을수록 보다 풍부한 영양분을 함유하게 된다. 
클로렐라 배양액 및 추출물의 농업적 활용사례는 적으나

클로렐라 실내배양조건을 빛과 암 상태로 14:10h (light : 
dark)로 조절하거나 암상태에서 glucose (5g/ L)를 첨가하여

배양할 경우 식물생장조절제 (plant growth regulators)인 내

생옥신 (auxin)과 사이토키닌 (cytokinin)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Stirk et al., 2014), 클로렐라와 식물생육촉
진근원세균 (plant growth-promoting rhizobacteria, PGPR)을
혼합 배양하여 레드클로버에 처리하였을 경우 토양으로부

터 수분과 무기양분을 흡수하며, 탄수화물을 저장하고 식

물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뿌리의 신장이 길어지고 지

상부와 지하부의 건물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으며 (Rsposo et al., 2011), 양어장의 치어사료 (Bai and 
Cha, 1997, Becker, 1994), 식품첨가물 (Park et al., 2002), 
유산균 발효촉진제 (Heo et al., 2006), 폐수 중의 중금속 처
리제 (Travieso et al., 2002), 사람에게는 영양학적인 우수성
이 확인되어 (Kim et al., 2003), 최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용 클로렐라 균주를 선발하고 과학적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농가에 보급, 활용할 수 있는 배양기술이 개발되
어 클로렐라를 농자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

고 있다. 클로렐라의 농업적 활용을 살펴보면, 유기농 벼재
배 논의 담수에서 분리한 Chlorella vulgaris CHK008 균주
를 2.1 × 105 cell/ml 농도로 ‘설향’과 ‘육보’ 딸기에 엽면처
리하였을 때 당도가 향상되었으며 저온 저장 시 딸기와 엽

채소인 상추, 케일, 붉은 케일, 흰 케일, 비트의 저장성이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 2014). 
본 연구는 가축분뇨 혐기소화액비와 가축분뇨 혐기소화

액를 영양배지로 활용하여 배양된 클로렐라배양액이 이탈

리안 라이그라스의 발아와 초기생육에 미치는 효과를 구명

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혐기소화처리액를 이용하여 클로렐라를 배양한 클로렐라

생물비료의 시용이 플러그 묘판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발아 및 초기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한 시험은

2015년 상지대학교 유리온실에서 실시하였다. 본 실험의

공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Lolium multiflorum L.)는 국립

축산과학원에서 분양받은 코윈어리 품종을 사용하였다. 실
험에 사용한 혐기소화액은 이천 소재의 돈사에서 가져온

분뇨를 혐기성으로 부숙시켜 만든 원료이며 클로렐라배양

액은 상지대학교에서 혐기소화액을 2%로 희석하여 배양한
원료를 사용하였다. 

2. 처리구별 액비 제조방법

본 실험은 9개의 실험구별 (무처리 1, 처리구 8) 임의배
치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처리구는 혐기소화처리액 처리

구와 혐기소화처리액을 이용하여 배양한 클로렐라 배양액

처리구 (Table 1)로 구분하였다. 혐기소화처리액 2%의 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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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reatments of this experiment

 Treatments  Treatments contents
Non treatment tap water (control)

A25  25% (v/v) Anaerobic digestate in tap water.
A50  50% (v/v) Anaerobic digestate in tap water.
A75  75% (v/v) Anaerobic digestate in tap water.
A100 100% (v/v) Anaerobic digestate in tap water.
C25  25% (v/v) Chlorella culture solution in tap water.
C50  50% (v/v) Chlorella culture solution in tap water.
C75  75% (v/v) Chlorella culture solution in tap water.
C100 100% (v/v) Chlorella culture solution in tap water.

Fig. 1. Culture system of chlorella in this experiment.

Table 2. Chemical properties of anaerobic digestate used in this experiment

pH EC
(dS/m) T-N(%) P2O5(%) K2O(%) CaO(%) MgO(%)

8.5 1.1 0.013 0.001 0.008 0.00017 0.000036

Table 3. The chemical composition of Chlorella sp culture used in this experiment 

Treatments Cell number (cell/mL) T-N (mg/ℓ) T-P (mg/ℓ)
Chlorella   25% 2.5×104  35.0  3.1
Chlorella   50% 5.0×104  70.0  6.2
Chlorella   75% 7.5×104 105.0  9.3
Chlorella  100% 1.0×105 140.0 12.5

를 만드는 방법은 혐기소화처리액에 물을 2:98 비율로 희

석하여 혐기소화액 2%를 제조하였다. 제조한 희석액 (혐기
소화액 2%)을 원액으로 하여 혐기소화처리액 2%를 물을

이용하여 25% (v/v), 50% (v/v), 75% (v/v), 100% (v/v) 혐기
소화처리액의 농도를 조절하여 처리하였다. 클로렐라 배양
액의 경우 혐기소화액과 같은 방법으로 희석하여 2%의 혐
기소화액을 이용하여 클로렐라 배양기에서 투명한 뚜껑을

덮은 뒤 배양하였다 (Fig. 1). 클로렐라 배양액은 혐기소화

액 2%를 원료로 클로렐라를 배양하여 혐기소화처리액과

같은 방법으로 물을 이용하여 25% (v/v), 50% (v/v), 75% 
(v/v), 100% (v/v) 클로렐라 배양액를 희석 처리하였다.
혐기소화처리액 2%의 화학적 성분은 Table 2와 같다. 성
분함량은 질소가 0.0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리

가 0.008%, 인산 0.001%를 나타내었다.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도 함유되어 있으며, pH는 8.5로 알칼리성을 띠며, EC
는 1.1 dS/m 이었다.
공시한 클로렐라는 가축분뇨 액비에서 분리한 Chlorella 

sp.을 이용하였다. 클로렐라 25%, 50%, 75%의 균체수 및

화학성분은 배양원액을 희석한 것으로 Table 3과 같다. 클

로렐라 배양원액 (100%)의 균체수는 1.0×105 cell/ml이며, 총
질소함량 (Total Nitrogen)은 140mg/ℓ, 총인 (Total Phosphorus)
은 12.5 mg/ℓ 이었다.  

3. 육묘 방법

재배용기는 원예용 상토가 충진된 50 공 플러그 묘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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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rmination of total seeds in the Italian 
ryegrass as affected by anaerobic digestate 
and chlorella culture solution treatments

 Treatments Applied concentration
(%)

Germination
rate (%)

No treatment Water 80.7b

Anaerobic
digestate

25 77.3b
50 78.7b
75 69.3b
100 60.7c

Mean 72.7

Chlorella culture
solution

25 88.7a
50 80.3b
75 75.0d
100 74.1d

Mean 79.5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DMRT at 5% 
level.

1립씩 파종 후 매일 유묘 출현율을 조사하였다. 상토는 시중
에서 판매되고 있는 원예용 상토 (농우바이오 보금자리 상토)
를 사용하였다. 클로렐라 배양액과 혐기소화액을 매일 시용하
였으며, 시용량은 각 플러그 포트 당 1.5 L를 기준으로 하되
매일 묘 상태를 체크 한 후 시용량을 0.5 ~ 1.0L로 조절하였
다. 또한 유리온실에서 모든 실험구에 동일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매주 1회 플러그 묘판의 위치를 바꾸어 주었다. 발아율
조사는 12일 동안 50 립씩 3 반복으로 실시하였으며, 1일 발
아개체수를 관찰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발아율로 하였다.

4. 시료 채취 및 조사방법

혐기소화처리액와 클로렐라 배양액 처리 후 육묘기간동

안 각 처리별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발아 및 생육특성

를 조사하였다. 생육조사는 처리구당 식물체 15 개체를 무
작위로 채취하여 초기생육기간 중 2 차례에 생육조사를 실
시하였다. 유묘 생육특성인 초장, 엽장, 엽폭, 엽수, 엽록소
함량 (SPAD), 뿌리길이, 지상부 및 지하부의 생체중 및 건
물중, T/R율을 조사하였다. 엽록소 함량은 chlorophyll meter  
(SPAD-502, Minolta Co. Ltd., Japan)를 이용하여 조사하였
다. 건물중은 시료의 생체중량을 측정한 60℃ 건조기에서
48시간 건조한 후 건물중을 측정하였다. 조사는 농촌진흥

청의 농사시험연구조사 기준 (RDA, 2013)에 준하였다. 

5. 분뇨 성분 분석

혐기소화처리액의 화학적 성분 분석은 농촌진흥청의 비

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RDA, 2006)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소화액의 pH는 ORION model 420A을 사용하여 이온전극

법 (Ionic electronic method), EC (Electronic Conductivity)는
TOA model CM-7B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총질소 (T-N)는
spectrophotometric method으로, 총인 (T-P)은 ascorbic acid 
method  (RDA, 2013)로 분석하였다. 토양 시료는 벼 재배

전과 시험 후, 시험구별로 10개소에서 10 cm 깊이에서 채

취하여 건조한 후, T-N은 Kjeldahl법으로 분석하였다. 유효
인산은 Lancaster법으로 비색기(Varian cary-50, Mulgrave, 
Australi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양이온인 K, Ca, Mg, 
Na은 AAS (Varian SF-200, Mulgrave, Australia)를 사용하

여 정량하였다.

6. 통계 분석 방법

통계분석은 SAS 9.1.3 버전 (2006)을 사용하여 생육조사의

결과를 5% 유의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수
행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발아에 미치는 영향

Table 4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에 혐기소화처리액과 클

로렐라 배양액의 농도별 처리 후 발아율을 나타낸 것이다. 
파종 후 12 일 동안 관찰한 결과, 종자 치상 후 5 일부터
발아가 시작되었으며 6～9 일에는 모든 처리구에서 발아하
였다. 클로렐라 배양액 25% 처리구의 발아율은 88.7%를
나타내어 대조구인 물을 사용한 무처리구 보다도 높게 나

타나 클로렐라 배양액이 발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되어진다. 클로렐라 배양액 75%, 100% 처리구에
서는 발아율이 낮았다. 이는 클로렐라 배양액 원액은 비료
성분 함량이 높아 발아 장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고
염에 의한 장해는 종자의 발아와 초기 생육 기간이 후기

생육에 비하여 더 입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 (Almansouri et 
al., 2001).

2. 초기 생육 특성에 미치는 영향

혐기소화처리액과 클로렐라배양액 처리 후 이탈리안 라

이그라스의 초장, 엽장, 엽폭 및 엽수를 측정하여 무처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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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arly growth characteristics in the Italian ryegrass as affected by anaerobic digestate and chlorella 
culture solution fertilizer treatments

 Treatments Applied concentration 
(%)

Plant height
(cm)

Leaf length
(cm)

No. of
leaves

Leaf width
(cm)

No treatment Water 28.2c 22.9c  9.4d 0.39b

Anaerobic
digestate

25 32.2a 22.7c 15.9bc 0.45a
50 29.8b 23.0b 16.6b 0.46a
75 29.9b 23.6b 16.1b 0.47a
100 31.2ab 23.3b 17.1b 0.52a

Mean 30.7 23.2 16.4 0.48

Chlorella culture
solution

25 30.7b 24.4ab 15.5c 0.50a
50 32.3a 25.5a 18.8a 0.54a
75 31.6ab 25.7a 16.4b 0.44a
100 30.2b 24.4ab 16.0b 0.45a

Mean 31.2 25.0 16.7 0.48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DMR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Table 6. SPAD values in the Italian ryegrass as 
affected by anaerobic digestate and chlorella 
culture solution treatments

 Treatments Applied
concentration (%)

Chlorophyll
(SPAD)

No treatment Tap water 30.7c

Anaerobic
digestate

25 53.6b
50 54.0b
75 53.4b
100 56.5b

Mean 54.4

Chlorella culture
solution

25 54.3b
50 58.7a
75 53.2b
100 54.2b

Mean 55.1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DMRT at 5% 
level.

와 비교하였다. 초장은 클로렐라 양액 50% 농도 처리구가
32.3 cm로 가장 컸으며, 혐기소화처리액 50% 처리구에서
29.0 cm로 가장 작았다. 초장은 혐기소화처리액 처리구 보

다 클로렐라 배양액 처리구가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내었지

만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엽장은 클로렐라

배양액 50%, 75% 처리구에서 25 cm 정도로 다른 처리구보
다 높게 나타났다. 혐기소화처리액 처리구는 무처리구 보

다 다소 낮은 초기생육을 보였는데 이는 상토의 무기성분

과 시용한 혐기소화처리액의 무기성분에 의하여 초기생육

저조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엽수는 클로렐라 배양액
50% 처리구에서 18.8개로 많았으며 무처리구에 비해서도

2 배 많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농도별 공시액 처리구중에

서 클로렐라 50% 처리구는 전반적인 초기 생육이 우수하

였다. So (2007)의 연구에서 보고된 배추에 대한 EM 미생
물처리 효과에 의하면 적정농도 (1,000배액)의 미생물처리

에 의해 엽수, 엽폭, 엽장의 생육이 가장 좋았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 클로렐라 배양액도 적정 시용 농도 처리시 효과

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엽록소 함량 (SPAD) 측정값은

Table 6과 같다. 클로렐라 배양액 50% 처리구에서 58.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혐기소화액 100% 처리구
에서 56.5로 높았다. 가장 낮은 엽록소 측정치를 나타낸 것
은 무처리구로 30.7이었다. SPAD 측정값은 혐기소화액과

클로렐라 배양액 처리구간에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무처리구에 비해 클로렐라 배양액 처리구가 높은

엽록소 수치를 나타낸 것은 혐기소화처리액과 클로렐라 배

양액의 N, P, K 등의 무기성분에 의한 영향으로 사료된다. 
Park et al. (2006)도 질소비료 증가와 추비는 식물체내 질

소비료원이 축적되어 녹색도를 높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3. 지상부 생육에 미치는 영향

혐기소화처리액과 클로렐라 배양액의 시용농도 처리에

따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지상부 생체중 및 건물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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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resh and dry weight in the Italian ryegrass shoots as affected by anaerobic digestate and Chlorella 
culture solution treatments

 Treatments
Applied concentration

(%)
Shoots

Fresh weight (g/plant)  Dry weight (g/plant)
No treatment Water 12.0c 3.2d

Anaerobic digestate

25 21.0b 5.5c
50 26.0a 7.4a
75 23.8b 6.6b
100 23.2b 6.4b

Mean 23.5 6.5

Chlorella culture solution

25 24.4b 6.9b
50 29.2a 8.1a
75 28.6a 7.7a
100 27.9a 7.4a

Mean 27.5 7.5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DMRT at 5% level.

Table 8. Root weight in the Italian ryegrass as affected by anaerobic digestate and Chlorella culture solution 
treatments

 Treatments
Applied concentration

(%)
Roots

Fresh weight (g/plant) Dry weight (g/plant)
No treatment Water 13.1c 2.6c

Anaerobic digestate

25 20.1b 4.8b
50 26.5a 6.8a
75 26.0a 6.5a

100 23.9ab 5.3ab
Mean 24.1 5.8

Chlorella culture solution

25 21.6b 4.9b
50 27.4a 6.3a
75 27.0a 6.4a

100 26.6a 6.0a
Mean 25.6 5.7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DMRT at 5% level.

Table 7과 같다. 지상부 생체중은 클로렐라 배양액 50% 처
리구에서 29.2 g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상부 생육은 클

로렐라 배양액 25% 처리구가 가장 낮았는데 엽수가 적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어진다. 혐기소화처리액 50% 처리구
는 26.0 g로 혐기소화처리액 처리구 중에서 높은 생체중을

나타내었다. 무처리구의 생체중은 12.0 g으로 액비처리구

보다 매우 낮았는데, 물만을 시용한 결과로 보여지며 또한
생육에 필요한 비료성분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상부의 건물중은 생체중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

었다. 클로렐라 배양액 50% 시용구의 생체중과 건물중이

높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초기 생육 촉진에 효과적인

시용 농도로 사료된다.

4. 지하부 생육에 미치는 영향

Table 8은 공시액 시용에 따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지하부 생체중 및 건물중을 나타내었다. 지하부 생체중과

건물중은 혐기소화처리액 처리구와 클로렐라 배양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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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R ratio in the Italian ryegrass as affected by anaerobic digestate and Chlorella culture solution 
treatments

 Treatments
Applied concentration

(%)

Top and root ratio
T/R ratio 

in fresh weight
T/R ratio 

in dry weight
No treatment Water 0.91a 1.23a

Anaerobic digestate

25 1.04a 1.14a
50 0.98a 0.98a
75 0.88a 1.00a

100 1.00a 1.20a
Mean 0.97 1.08

Chlorella culture solution

25 0.94a 1.08a
50 1.06a 1.28a
75 1.05a 1.20a

100 1.04a 1.20a
Mean 1.02 1.19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DMRT at 5% level.

Table 10. Root length in the Italian ryegrass as affected 
by anaerobic digestate and Chlorella culture 
solution treatments

 Treatments Applied
concentration (%)

Root length
(cm)

No treatment Water 6.5c

Anaerobic
digestate

25 7.0b
50 7.5a
75 7.0b
100 7.8a

Mean 7.3

Chlorella culture
solution

25 7.5a
50 8.1a
75 7.6a
100 7.9a

Mean 7.8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DMRT at 5% 
level.

구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클로렐라 배

양액의 농가가 높은 처리구가 높은 생체 및 건물중을 나타

내었다. 클로렐라 배양액 50～75% 처리구의 생체중은 25% 
처리구 보다 높았다. 지하부의 생육도 지상부 생육과 같이
경향을 나타내었다.

5. T/R율에 미치는 영향

 Table 9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에 대한 클로렐라 배양액

시용에 따른 T/R율을 나타낸 것이다. T/R율은 Table 7, 8
에서 제시한 지상부 및 지하부의 생체중과 건물중를 토대

로 구하였다. 생체중의 T/R율은 혐기소화처리액 처리구에

서 0.88～1.04 (평균 0.97)를 보였으며, 클로렐라 배양액 처

리구에서는 0.92~1.06 (평균 1.01)의 값을 나타내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건물중의 T/R율 결과도 생체중의
T/R율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6. 뿌리길이에 미치는 영향

클로렐라 배양액 농도별 처리에 따른 뿌리길이를 측정한

값을 Table 10에 나타내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뿌리
길이는 클로렐라 배양액 처리구가 혐기소화처리액 처리구

보다 길었다. 클로렐라 배양액 50% 처리구에서 8.1 cm로
가장 길었으며, 처리농도간의 뿌리길이에는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뿌리는 영구형

다발형태로 뿌리엉킴 현상이 뚜렷하여 다발상태에서 뿌리

길이를 측정하여 실제보다는 작은 길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Ⅳ. 요    약

본 연구는 가축분뇨 혐기소화처리액과 클로렐라 배양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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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발아와 초기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처리는 혐기소화처리
액과 이를 배지로 활용하여 배양한 클로렐라 배양액의 희

석 농도를 각각 25% (v/v), 50% (v/v), 75% (v/v), 100% (v/v)
로 처리하였다. 초기생육의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으로 발

아율, 초장, 엽수, 엽폭, 엽록소함량 (SPAD) 측정, 지상부, 
지하부 생체중과 건물중, T/R율, 뿌리길이 등을 조사하였

다. 발아율은 클로렐라 배양액 25% 처리구에서 무처리구

(지하수) 보다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지상부 생육 특

성 (초장, 엽장, 엽수 및 엽폭)은 모든 처리구 중에서 클로
렐라 배양액 50% 처리구가 가장 높았다. 엽록소 측정값

(SPAD)은 무처리구의 30.7에 비해 클로렐라 배양액 50%처
리구는 58.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지상부 생체
중은 클로렐라 배양액 처리구가 혐기소화액 보다 높았으며

50% 처리구에서 29.2 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하부
생체중은 클로렐라 배양액 처리구에서 21～27 g로 혐기소

화처리액에 비하여 높았다. T/R율은 혐기소화처리액 처리

구에서 0.98～1.04 (평균 0.97)로 클로렐라배양액 처리구의

0.94～1.06 (평균 1.02)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 클
로렐라 배양액 처리구가 혐기소화처리액 처리구보다 길었

다. 이상의 결과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지상부 및 뿌
리 생육에 클로렐라 배양액의 초기 생육촉진 효과를 나타

내었으며, 클로렐라 배양액의 적정 시용농도는 50%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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