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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한 Interseeding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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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seeding Substitution Ratio Assessment by Using of
Molecular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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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many domestic golf course have showed interest in introducing new cultivars into
existing putting greens without reconstruction. But, any report and survey method for interseeding substitute ratio
haven't been published.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for interseeding by
investigating how many interseeding plants were introduced into existing putting green by using molecular biologic
tool. The Woo Jung Hills Country Club was one time introduced penn A4 into penncross putting green. The Lake
Side Country Club was three times introduced CY-2 into penncross putting green. The interseeding substitute ratio
using SCAR markers was 20% in the Woo Jung Hills Country Club and 35.5% in Lake Side Country Club. The
interseeding putting green in Lake Side Country Club was investigated to three site, strong pressure, middle pressure
and weak pressure. These substitute ratios were strong pressure 27.1%, middle pressure 37.3%, and weak pressure
47.2%. The data indicated that an interseeding substitute ratio was more increased three times than one time to
introducing new cultivar into existing putting green. A long-term program should be made in order to exchange
existing cultivar in putting green without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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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Creeping bentgrass (Agrostis palustris Huds.)는 강한 포

복 생장, 낮은 예고에서도 생육이 가능하여 일반적으로 골

프코스내 그린, 티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Casler과 Duncan,

2003). Penncross의 경우 1950년대에 육종된 품종으로 잔

디 엽폭이 넓으며, 밀도가 낮고, 잔디뿌리가 짧은 특성을

가진 품종(Beard and Sifers, 1997)이지만, 아직까지 국내

골프장에서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 품종이다(http://www.
ktri.or.kr).

최근 발표되는 크리핑벤트그래스 신품종은 Penncross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잔디 품질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

다. Sweeney와 Danneberger (1998)은 잔디밀도가 높고, 질

감이 우수하며, 환경에 대한 적응성, 내병성 등이 좋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골퍼들이 보다 빠른 그린을 요구하고 있

기 때문이다. 최근 기후의 변화와 골프코스 관리 장비 등

의 발전으로 인해 잔디관리 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코스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병 저항성이 강한 품

종들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최근 육성되고 있는 신품종은

품질이 우수하고,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한 회복력이 높으

며, 잔디 뿌리의 활력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Beard

와 Sifers, 1997). 또한 내병성이 강한 품종들이 개발되면

서 농약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어 친환경적 골프코스관리

가 용이해졌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1990년대 말부터 국

내 골프장에는 L-93, CY-2, T-1, Penn A-1 등의 신품종들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건설되는 대부분 골프장에서는

그린에 신품종들을 선택하여 조성하고 있다(http://www.

ktri.or.kr). 신품종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기존의 Penncross로

식재된 골프장에 비해 그린 스피드 향상이 용이하여 기존

골프장과 차별화가 가능하다. 

Penncross로 식재된 그린을 신품종으로 교체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품종으로의 교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신품종으로 교체하기 가장 용이한

방법은 그린잔디의 전면 교체이지만 교체를 위한 많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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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노력, 경비 등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Sweeny and

Danneberger, 1998). Sweeney와 Danneberger (1998)은 골퍼

들의 경기를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 품종교체

를 위해 인터씨딩을 제안하였다. 이후 골프장에서 정상적

으로 영업을 실시하면서 그린의 품종을 교체하기 위해 인

터씨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Douglas 등, 2001; Rossi,

1999). 하지만, 크리핑벤트그래스의 기존 품종내에 새로운

품종으로 치환하는 인터씨딩에 대한 초기 연구는 큰 성과

를 이루지 못했다(Sweeny 와 Danneberger, 1998). 인터씨

딩에는 기존 잔디의 세력, 조성 기간, 파종 시기 등 다양

한 환경들의 영향으로 인해 성공에 어려움이 있다(Rossi,

1999). 이는 기존잔디와의 수분과 양분뿐만 아니라 광에

대한 경쟁관계로 인해 인터씨딩의 어려움이 발생한다(Cattani

와 Nowak, 2001). 하지만 Bregard 와 Allard(199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상부로 출현한 최초의 잎은 활발한 광합

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지상부의 경쟁관

계는 식물간의 초장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Douglas 등(2001)은 인터씨딩 전에 짧은 예지작업과 건조

스트레스를 처리함으로써 새로 파종한 잔디의 활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잔디의 초종이 다를 경우에는 쉽게 두 초종간의 차이를

알 수 있지만 잔디의 종이 같을 경우에는 형태적인 구분이

매우 어렵다. Cattani와 Nowak (2001)는 Penncross와 perennial

ryegrass 초종간의 내건성이 인터씨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지만, 오직 형태적인 특징을 통하여 인터시딩 효율을 판

단하였다. 하지만 그린에 식재된 creeping bentgrass의 경우에

는 연중 예지작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들 종간의 형태적

인 분류 키가 없다. 따라서 인터씨딩을 실시한 후 파종한 품

종의 치환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형태적으로는 조사할

수 없다. 

Sweeney와 Danneberger (1998)는 RAPD 기법을 이용하

여 Procup, G2, Prov, Penn 품종 간의 유전적인 비교를 실

시하였지만 이들 품종간의 유전적 유사도가 매우 높아 비

교가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Rossi (1999)는 Penncross

에 L-93, penn A-4, crenshew의 품종 교체에 대한 연구를

하였지만 이들 역시 품종들 간의 유전적 유사성이 매우 높

아 비교가 어려웠으며, 서로 품종간의 표지인자를 이용하

여도 구별이 어렵다고 발표하였다. 그 후 Elizabeth 등 (2003)

이 벤트그래스 SCAR marker를 이용하여 종간을 구분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RAPD 기법을 이용하여 Colonial
bentgrass (A. capillaris), Creeping bentgrass, Velvet bentgrass

(A. canina)의 종간 특이적인 band를 획득한 후, 이들을 SCAR

marker로 제작하여 종간의 구분에 이용하였다. 또한 Jang과

Jung (2009)은 RAPD 기법을 이용하여 Creeping bentgrass

품종인 L-93, CY-2, T-1에 대한 특이적인 band를 획득하

였고, 품종별로 SCAR marker를 개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국내 일부 골프장에서는 인터씨딩을 통해 신품종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씨딩에 의한 신품종으

로의 교체률에 대한 보고서 및 조사 방법이 발표되지 않

았다. 따라서 SCAR marker를 이용한 분자생물학적 기법

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인터씨딩률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인터씨딩을 실시한 횟수별 치환률 등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인터씨딩에 대한 실효성 평가에 이용

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인터시딩 방법 및 관리

크리핑벤트그래스 인터씨딩 작업은 우정힐스골프장의 경

우에 2009년 6월 초순에 1회 실시하였으며,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의 경우에는 2008년 4월 초순과 9월 중순에 1회,

2009년 4월 초순에 1회 총 3회를 실시하였다(Table 1). 고

온기의 파종은 건조해와 병해의 위험성이 높고 저온기의

파종은 파종 후 관수기간이 길어지지 때문에 피하였다. 기

존에 식재된 잔디 품종은 모두 penncross였으며, 인터씨딩

을 실시한 품종은 우정힐스골프장의 경우 Penn A-4, 레이

크사이드골프장의 경우 CY-2였다(Table 1). 기존 잔디와 인

터씨딩 품종간의 생육 경합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씨

딩 전에 버티칼 모잉(존 디어, 2520, USA)작업을 실시하

였다. 이 후 잔디뿌리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 에어레이션

(TORO Procore 648, USA) 작업을 실시하였고, 잔여물 처

리를 위해 스위퍼(ST805, 하츠다, Japan) 작업을 실시하였

다. 안정적으로 종자가 발아 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스파이킹 작업과 동시에 인터씨딩기(인터씨딩기,

S&S 1000, Japan)를 이용하여 인터씨딩을 실시하였다. 온

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발아를 촉진시키기 위해 0.25 mm 이

하의 입자가 가는 모래를 0.5~1.0 mm 두께로 배토(시바우

라, MWS-4 HB, Japan)한 후 인력으로 브러쉬 작업을 실시

Table 1. Interseeding places and years for substituting new cultivar for existing cultivar.

Places Existing cultivar New Cultivar Interseeding year

Woo Jeong Hills C.C Penncross Penn A-4 2008

Lake Side C.C Penncross CY-2  2008, 2009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한 interseeding률 평가 133

하였다. 

인터씨딩한 종자가 발아하기 시작한 시기에 4종 복합비

료를 이용하여 질소순성분량으로 0.5 g/m2를 7일 간격으로

3-4회 시비하였다. 관수는 인터씨딩 직후부터 활착까지 3-

5회/일 정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예초는 발아와 초기

생육이 확인되는 2-3주 정도부터 6~7 mm로 깎아 관리하였다.

시료 채취 방법

인터씨딩을 1회 실시한 우정힐스 컨트리클럽에서는

penncross 품종에 penn A-4 품종으로 인터씨딩하였으며,

조사대상 그린은 비사용 연습그린으로 답압에 의한 스트

레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치환율이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린의 중앙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인터시딩을 3회 실시한 경기지역 소재 레이크사이드골

프장에서는 penncross 품종에 CY-2 품종을 3회 인터씨딩

하였다. 조사대상 그린의 경우에는 실제로 경기가 이루어

지는 그린을 선택하여 각각의 답압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품종 교체율을 비교했다. 임의로 그린의 진입로 지역을 답

압이 강한 지역, 그린의 평지 지역을 답압이 중간지역, 마

운드를 답압이 약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시료를

채취하였다.

각각의 시료들은 모래로 조성된 Plot (15 cm ×15 cm×20 cm)

에 식재하였고, 다시 내경이 9.42 cm2의 샘플러를 이용하여

시료를 1개씩 채취하였다. 이들은 잔디 초장이 너무 짧아

유전분석 시료가 충분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충분한 생체

량을 채취하기 위해 실내에서 일주일 정도 생육시킨 후 유

전자 분석용 시료를 채취하였다.

DNA 추출

Jang과 Jung (2009)의 DNA 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

하였다. 시험구에서 채취한 시료를 실내에서 3 cm 이상 키

운 다음 모든 시료를 개체별로 유전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정힐스골프장은 총 160개의 잔디 시료, 레이크골프장

은 총 201개의 시료를 채취 하였다. 채취한 잔디 식물체

를 2.0 ml tube에 넣고, CTAB extraction buffer (Buffer
content : 100 mM Tris-HCl, pH 8.0, 1.4 M NaCl, 20 mM

EDTA, 2% CTAB, 1% b-mercaptoethanol) 800 ul 넣어준 후

식물체를 Retsch Mixer Mill MM301를 이용하여 마쇄하였

다. 이를 65oC에서 120분간 incubation한 후 CTAB extraction

buffer와 동량의 phenol : chloroform : isoamylalchol (25 :  24 : 1)

넣었다. 10분 동안 다시 incubation 시킨 후 4oC에서 14,000 rpm

(Eppendorf centrifuge 5415R)으로 20분간 원심분리 한 다음,

상등액을 채취하여 새 2.0 ml tube에 옮겨주었다. 상등액을

채취한 2.0 ml tube에 상등액과 동량의 chloroform : isopropanol

(24 : 1)을 넣고 약 5분간 incubation 하였다. Incubation된

2.0 ml tube를 4oC에서 14,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

였고, 다시 상등액을 취하여 새 1.5 ml tube에 옮겼다. 다시

옮긴 상등액과 동량의 100% ethanol과 상등액량의 10%

sodium acetate를 첨가하여 1분간 incubation 시켰다. 이 후

4oC에서 14,000 rpm으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DNA를 침

전시킨 다음 70% ethanol 800 ul을 넣고 4oC에서 14,000 rpm

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70% ethanol 세척 과정을 두

번 반복하였다. 원심 분리 후 ethanol을 제거한 후 DNA

을 건조시킨 다음 20 µl를 distilled water로 넣어 DNA 녹

였다. 그 후 RNase를 넣고 37oC에서 30분간 incubation 시

켰다. DNA spec은 20, 50, 100, 250, 500 ng의 λDNA을 이

용하여 정량 하였다. 각 DNA는 10 ng/µl로 희석하여 PCR

실험에 이용하였다. 

SCAR Marker를 이용한 PCR 

Jang과 Jung (2009)가 발표한 SCAR marker를 제작하여

유전분석을 수행하였다. SCAR marker 제작은 Bioneer (http:/

/bioneer.co.kr)사에 의뢰하여 CY-2, Penncross 표지인자를 주

문 제작하였다. PCR 반응 농도는 DNA 20 ng, 2.5 mM dNTP,

10 pMol Primer, 0.75 unit ExTaq polymerase (TAKARA)이

고, 멸균수를 이용하여 총량 25 ul로 맞췄다. PCR기기(ASTEC

PC802)를 이용하여 94oC에서 30초간, denaturation 37oC에

서 30초간, annealing 각 표지인자에 맞는 온도에 따라 30

초간, extension의 과정을 총 24회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PCR 반응에 의해 생성된 PCR product들은 1.0%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을 하여 band의 유무를 확인 하였다.

결과 및 고찰

SCAR marker 제작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인터씨딩률을 조사하고

자 SCAR marker를 제작하였다. 레이크사이드골프장의 인

터씨딩률 조사를 위한 CY-2 품종의 SCAR marker는 Jang

과 Jung (2009)이 보고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제작하

였다. 하지만 우정힐스컨트리클럽의 경우에는 인터씨딩을

실시한 신품종인 penn A-4에 대한 SCAR marker가 개발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두 품종간에

SCAR marker를 개발하기 위해서 Jang과 Jung (2009)이

보고한 OPB primer 5개를 이용하여 품종간 특이적 band

들을 선발하였다. Primer 당 평균 18-25 여개의 band가 나

타났지만 penncross와 penn A-4 품종간에 특이적 band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크리핑벤그래스 종내 유전적인 다양

성이 매우 적어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Warnke

등(1994)의 연구결과에서 19개 벤트그래스 품종에 대한

isozyme 분석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으며, Verg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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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Bughrara (2004)가 AFLP를 이용하여 크리핑벤크그래

스 품종간 유전적인 다양성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종내 유

전적인 다양성이 매우 협소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두 품

종간의 특이적 band를 선발하기 위해 37oC annealing 온

도에서 1oC씩 올려 두 품종간에 유사한 band를 점차적으

로 줄였다. 이 결과, annealing 39oC에서 penncross 품종에

서만 나타나는 OPB-8 primer의 특이적 band (1.2 kbp)를

탐색하였다. 이를 SCAR marker로 제작하여 검정한 결과,

penncross 품종 1.2 kbp에서 특이적 band가 나타났고, penn

A-4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Fig. 1). 따라서 penncross 품

종의 SCAR marker를 이용하여 우정힐스골프장의 인터씨

딩률을 조사하였다.

인터씨딩률 조사

Penn A-4와 CY-2의 SCAR marker를 이용하여 인터씨딩

률을 조사한 결과, 인터씨딩을 1회 실시한 우정힐스의 경

우에는 총 조사 식물체 160개 중에 penncross 128개, penn

A4 32개로 인터씨딩에 의한 penn A-4 치환율이 20.0%로

조사되었다(Table 3). 일반적으로 인터씨딩에 대해 알려진

것과 다소 낮은 치환율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기존 품종

의 세력이 너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Douglas 등

(2001)의 연구 결과에서도 인터씨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한 요인을 기존품종의 밀도와 세력이라 보고하였

다. 따라서 1회의 인터씨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품종의 세력을 보다 강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갱신작

업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씨딩을 3회 실시한 레이크사이드골프장의 경우에는

인터씨딩을 실시하고 1개월 후부터 그린을 사용하였다. 따

라서, 시료 채취를 답압이 강한 지역, 답압 중간지역, 답

압 적은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총 조사 식물체 수

는 201개로 답압이 강한지역에는 penncross가 51개였고,

CY-2가 19개였으며, 답압이 중간인 지역에서는 penncross

가 37개 CY-2개 22개였고, 답압이 가장 적게 가해진 지역

은 penncross가 38개, CY-2가 34개였다. 답압지별로 인터

씨딩률은 살펴보면, 답압이 가장 강한 지역은 27.1%, 중

간인 지역은 37.3%, 가장 적은 지역은 47.2%였다(Table

4). 이는 답압이 적게 가해질수록 인터씨딩률이 높아진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인터씨딩에 의한 신품종의 치환율을 높이기 위

Table 2. Creeping bentgrass specific SCAR primer pair sequence derived from cloned RAPD fragments.

SCAR primer 5'to 3' Sequence of SCAR primers Annealing temperature

CY850F GGTGACGCAGAGCACGTGTTGATC
70oC

CY850R GGTGACGCAGGAGCTTCAAAG

Penn1KF CAATTCCACACAACATACGAGCCGG
70oC 

Penn1KR CACTGGCCGTCGTTTTACAACGTCG

Fig. 1. Banding pattern of SCAR markers amplifying for creeping bentgrass in Woo Jung Hills Country Club (Marker Size : 1 kbp ).

Table 3. Interseeding rate for Penn A-4 in Woo Jung Hills
Country Club.

Cultiver Plant num. Interseeding rate(%)

Penncrossx 128 80.0

Penn A4y 32 20.0
x cultivar existing in putting green
y new cultivar interseeding in putting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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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인터씨딩 후에 새로운 품종이 충분히 토양에 활착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외부환경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Rossi (1999) 등은 인터씨딩에 대한 문제점을 기존

잔디의 세력, 조성기간, 파종시기 등에 대해서 언급하였으

나, Bredgard와 Allard (1999)는 경쟁 식물체보다 빨리 지상

부로 식물체의 잎이 출현할 경우, 잎은 활발한 광합성 능

력을 가지게 되어 식물체의 생육력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

다. 따라서 답압 스트레스가 적게 발생한 지역에서 치환

율이 높은 이유는 인터씨딩 품종의 잎 출현 속도와 광합

성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

터씨딩 전 잔디의 예고를 최대로 낮추고, 충분한 갱신작

업을 실시하여 기존 잔디의 생육을 억제시켰고, 이로 인

해 인터씨딩한 품종이 기존 잔디 보다 잎 생장속도가 빨

라져 새로운 잔디품종으로의 치환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

단되었다. 

하지만, 답압이 집중된 지역의 경우에는 치환율이 매우

낮았는데, 이는 골프장의 영업으로 인해 인터씨딩 후 1-2

엽기에 답압이 집중되어 인터씨딩한 품종의 개체수가 급

격히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Shildrick와 Peel (1989)은

잔디의 분얼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내마모성이 떨어진다

고 보고하였는데, 잔디가 충분히 생육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비나 답압에 의한 내모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인터씨딩에 대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

씨딩한 새로운 품종의 잔디 잎이 4-5옆기 이상 전개하여

어느 정도 분얼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인터씨딩한 그린을

사용하여야 치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씨딩 횟수에 따른 치환율

인터씨딩 횟수에 따른 치환율을 알아보기 위해 2009년

에 우정힐스골프장내 연습그린에서 1회 인터씨딩한 후

penn A-4로의 친환률을 조사하였고,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3회 인터씨딩한 레이크사이드골프장내 사용그린에서

CY-2로의 친환률을 조사하였다(Table 5). 인터씨딩 회수별

로 조사한 결과, 1회 인터씨딩을 실시한 그린에서의 친환

률은 20.0%였고,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3회 실시한 치

환률은 37.3%였다. 1회와 3회 인터씨딩율 차이는 17.7%로

비교적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3회 인터씨딩한 지역을

답압별로 세부하여 1회 인터씨딩율과 비교하여 보면, 답압

이 가장 약하게 이루어진 지역은 47.2%로 대략 50%정도

가 치환되었다. 이는 1회의 치환률과 비교하여 173%이상

치환률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인터씨딩은 1회 실시하는 것

보다는 3회 실시한 경우에 치환률이 훨씬 높아, 향후 인

터씨딩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인

터씨딩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Interseeding rate for CY-2 in Lake Side Country Club.

cultiver Plant num. in site of 
strong pressure 

Plant num. in site of 
middle pressure 

Plant num. in site of 
weak pressure 

Mean interseeding 
rate(%)

Penncrossx 51 37 38 62.7

CY-2y 19 22 34 37.3
x cultivar existing in putting green
y new cultivar interseeding in putting green

Fig. 2. Banding pattern of SCAR markers amplifying for creeping bentgrass in Lake Side Country Club (Marker Size : 850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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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인터씨딩을 실시한 지역에서 답압이 가장 집중되는

지역의 치환률은 27.1%정도였다. 1회 치환률과 비교하게

되면 35.7%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터씨딩 후 그린 사

용 횟수를 늘릴 경우 집중 답압에 의해서 인터씨딩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Shildrick와 Peel (1984)

은 잔디의 분얼 정도가 내답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하였다. 또는 Douglas 등(2001)은 식물체의 크기나 생장

단계가 감소할수록 잔디 생육에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식물체간 경쟁이 지속될 경우에는 잔디분얼수

가 급격히 감소된다고 하였다. 기존 잔디내에 새로운 품

종을 인터씨딩하여 새로운 개체가 발생한다할지라도 잔디

품종간 경쟁에 의해서 분얼수가 감소함으로써 답압에 대

한 피해가 더욱 높아지므로 잔디 분얼이 충분히 발생한

후에 그린을 사용해야 새로운 잔디로의 치환이 높아질 것

으로 판단된다.

앞서와 같이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씨딩

율을 조사하였지만, 분석한 식물체의 수가 200개 내외여

서 전체 모본에 대한 대표치를 나타내기에는 다소 부족함

이 있었다. 따라서 모본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정 식물체 수

와 시료 채취 방법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른 초종간에 인터시딩율 조사는 형태적인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크리핑벤트그래스 품종간은 형태적인 차이가

없어 구분이 거의 어려워 유전적인 표지인자를 이용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하지만 크리핑벤트그래스 품종간에는 유

전적으로 너무 가까워 일부 품종에서는 구분이 불가능하

다(Rossi, 1999). 또한 Sweeney와 Danneberger (1998)가

RAPD 기법을 이용하여 그린의 28개 식물체를 대상으로

인터씨딩률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분석의 어려움으로 인

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

량의 시료만을 이용한 인터씨딩률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

였고, 이 방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치환율을 알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유전분석을 이용한 인터씨딩율 조사를 통

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터씨딩 방법에 대한 기술 개선

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최근 국내 일부 골프장에서는 그린을 공사하지 않고 신

품종으로 교체할 수 있는 인터씨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떤 연구나 평가 방법 등이

발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한 인터씨딩률을 조사하여 그 실효성을 평가

하고자 수행하였다. 우정힐스골프장은 기존 품종인 Penncross

에 Penn A-4 품종을 1회 인터씨딩하였고, 레이크사이드골

프장은 기존품종인 penncross에 CY-2 품종을 3회 인터씨

딩하였다. SCAR marker를 이용한 인터씨딩율은 1회 인터

씨딩한 우정힐스골프장은 치환율이 20%였고, 3회 인터씨

딩한 레이크사이드골프장은 37.3%였다. 1회와 3회 인터씨

딩에 의한 치환율의 차이는 15.3% 정도였다. 하지만 3회

인터씨딩한 지역을 답압별로 세부하여 1회 인터씨딩율과

비교하여 보면, 답압이 가장 적게 이루어진 지역은 47.2%

로 대략 50%정도가 치환되었다. 이는 1회의 치환률과 비

교하여 173%이상 치환률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인터씨딩

은 1회 실시하는 것보다는 3회 실시한 경우에 치환률이

훨씬 높아, 향후 인터씨딩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년간의 계

획을 수립하여 인터씨딩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량의 시료만을 이

용한 인터씨딩률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였고, 유전분석을

이용한 인터씨딩율 조사를 통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터

씨딩 방법에 대한 기술 개선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치환율, 인터씨딩, SCAR, 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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