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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 토양개량재에서 고분자 중합체 , 칼슘 , 펄라이트 및

키토산이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의 생장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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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Amendment on Growth in Perennial Ryeg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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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olymer, calcium, perlite and chitosan on the

growth of perennial ryegrass (Lolium perenne L., PR) and to provide a basic information needed for their practical

application when establishing garden, parks, athletic field and golf courses with these materials. A total of 24

treatment combinations were applied in the study. Treatments were made of water-swelling polymer (WSP),

calcium, perlite and chitosan mixed in soil organic amendment (SOA). Germination rate, turfgrass coverage,

turfgrass density and top growth were evaluated in PR under greenhouse condition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for these growth characteristics among the treatments. Turfgrass density and plant height, evaluated on a

weekly basis, varied with time after seeding. A proper mixing rate of WSP was considered to be lower 3% for the

growth of PR with an exception of being below 6% for turfgrass density. Germination rate and early survival

capacity were greatly influenced by calcium and chitosan among the elements of calcium, perlite, and chitosan. But

there was little effect by perlite. Calcium and chitosan were most effective one for turfgrass density and coverage,

respectively. Top leaf-growth was influenced by all three elements, but the greatest effect was highly linked with

calcium. Chitosan was very effective in early germination and vertical leaf growth, as compared with the others.

Future studies are required for measuring the effect of WSP, calcium, perlite and chitosan on the turf growth

characteristics in root zone mixtures of sand+SOA before a practical fiel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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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사회에서 잔디는 도로변, 고속도로, 비행장, 묘지,

정원, 공원, 레크리에이션 공간, 경기장 및 골프장 등 여

러 지역에 걸쳐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잔디는 환

경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강한 작물로 척박토양을 피복할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서 지피식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그 효용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일반가정, 각종 스포츠 시설의 환경

미화 및 경기장과 골프장의 주요 식재식물로서 잔디의 중

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잔디밭 조성 및 이용 면적은 매년

증가되고 있다(Kim et al., 2002a). 향후 잔디작물의 활용

도는 고속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 건설 및 골프장과 테마

형 파크 등 대규모 레저시설 개발에 따라 계속 늘어날 전

망이다.

골프장, 경기장, 학교 운동장 및 공원에 조성되는 잔디

밭은 많은 이용으로 답압 및 토양침하로 인한 통기성 및

투수성 등 물리성이 불량해지면서 잔디품질이 크게 훼손

되고 있다. 이는 이용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토양이 긴밀

해지면서(soil compaction) 잔디생장이 크게 저하되기 때

문이다(Beard, 1973,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998). 이용횟수가 많은 잔디밭과 한지형 잔디로 조성된

잔디밭일수록 배수가 용이하고 토양의 고결화를 극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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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지반조성이 필수적이다. 고품질 스포츠용 잔디밭

에서는 토양 고결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반을 모래 위주로

조성하거나 또는 토양개량재를 사용하고 있다(Puhalla et

al., 2002).

골프장을 조성할 때 티, 페어웨이 및 그린 식재층에 다

양한 토양개량재를 혼합하여 조성하는데 이는 토양 물리

화학성을 향상시켜 배수, 보수성 및 보비력을 적절하게 조

절함으로 발아, 초기 활착 및 잔디품질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이다(Kerek, 2003; Koh et al., 2006; Li et al., 2000).

토양개량재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은 생태계 지속성 유

지, 토양구조 및 통기성 개선, 토양수분 유지 등에 매우

유용하며, 또한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역

할로 인해 잔디밭 지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Bandaranayake et al., 2003; Kim, 2007).

토양개량재는 원재에 따라 펄라이트(perlite), 버미큐라이

트(vermiculite), 제오라이트(zeolite) 등 무기질 개량재와 피

트(peat) 등 유기질 개량재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오라이트 등 기존에 많이 이용되었던 무기질 계통의 토

양개량재는 주로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

다. 반면 유기질 토양개량재는 주로 토양 화학성을 개선

시키는 특성이 있다(Kim et al., 2009). 따라서 이러한 장

점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 무기질 및 유기질을 모두 함

유한 혼합개량재의 사용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에서 고품질 스포츠용 잔디밭에 사용하고 있는 유

기질 토양개량재의 경우 피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피

트외 다른 토양개량재는 그 효과에 대한 검정이 미흡해서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피트는 외

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시공 시 현장에서 비용부담이 크

다. 또한 토양산도가 pH 3.0~4.0 사이의 강산성(Waddington,

1992)으로 대부분 산성을 띄는 국내 골프장의 토양산도 개

선에는 그 효과가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외국산 피트 외

에 국내산 유기개량재와 칼슘, 펄라이트 등 무기질 소재

를 혼합한 토양개량재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Kim(2009a)은 퍼레니얼 라이그래스(Lolium perenne L.)

에서 무기영양분과 중합체를 혼합한 물질이 잔디생장 및

품질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Koh et al.(2006)은 들

잔디(Zoysia japonica Steud.) 및 켄터키 블루그래스(Poa

pratensis L.)의 뿌리발육 및 잔디품질에 동물성 유기질개

량재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수분 흡수 중합체는 들

잔디, 켄터키 블루그래스 및 크리핑 벤트그래스(Agrostis

palustris Huds.) 등 주요 초종의 유묘생존 및 잔디품질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11; Kim and

Park, 2011). 수분 중합체를 이용한 토양개량재를 실무에

안전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유기질 토양개량

재 및 모래 혼합구에서 고분자 중합체, 칼슘, 펄라이트 및

키토산 등 개별 요인에 대한 생육검정도 필요하다(Kim,

2009a, b).

본 연구는 유기질 토양개량재 혼합구에서 수분 중합체,

칼슘, 펄라이트 및 키토산 성분이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의

잔디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 정원, 공원, 잔디구

장 및 골프장 조성 시 이들 소재를 이용한 혼합개량재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공시 초종은 국내에서 조기피복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

고 있는 Lolium 속 계통의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초종을

사용하였다. 이 때 사용한 품종은 미국 Turf-Seed사에서

개발한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신품종인 ‘Brightstar II’ 이었다.

공시 유기질개량재의 혼합구는 전체 24개 처리구로 준

비하였다(Table 1). 유기질개량재 혼합구의 조제는 유기질

개량재에 중합체, 칼슘(dolomite lime, CaCO3), 펄라이트

및 키토산(liquid chitosan 100%)을 혼합하여 준비하였다.

이 때 사용한 유기질개량재 SOA (soil organic amendment:

Supersoil, Jookjoo Fertilizer, Iljuk, Kyounggi, Korea)는 양

이온 치환용량 8.19 cmol+/kg 및 유기물 함량이 778.4 g/kg

인 약산성의 개량재이다. 중합체인 WSP (water-swelling

polymer: K-SAM, Kolon Chemical Co., Ltd., Gwacheon,

Kyounggi, Korea)는 성분이 acrylic acid-sodium acrylate

copolymer와 수분이 94:6로 구성된 고흡수성 수지로써 흡

수력이 뛰어난 고분자 수분흡수 중합체이다(Table 2).

본 실험에서 처리구별 이들 성분의 혼합비율을 살펴보

면 처리구1~처리구6은 유기질개량재 SOA에 WSP 중합체

물질을 3% 간격으로 0~15% 사이로 혼합하였다. 처리구

7~처리구12에서는 유기질개량재 SOA에 칼슘 3%를 첨가

후 WSP 중합체를 3% 간격으로 0~15% 사이로 혼합하였

다. 처리구13~처리구18에서는 유기질개량재 SOA에 펄라

이트 3%를 첨가 후 WSP 중합체를 3% 간격으로 0~15%

사이로 혼합하였다. 처리구19~처리구24에서는 유기질개량

재 SOA에 키토산 3%를 첨가 후 WSP 중합체를 3% 간

격으로 0~15% 사이로 혼합하였다.

잔디생육조사

SOA 유기질개량재에 WSP 중합체, 칼슘, 펄라이트 및

키토산을 첨가한 혼합구에서 자란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의

생생장차이는 잔디 생존력, 피복율, 잔디밀도 및 지상부

엽생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잔디 생존력은 발아실험을

통해서 평가하였다. 즉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초종을 100

립씩 직사각형 포트(15.5 cm×10.5 cm)에 난괴법 3반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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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해서 치상 후 발아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처리구

간 잔디 생존력을 비교하였다. 발아율 조사간격은 치상 후

1일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발아기간은 잔디 발아시험 기

준에서 검정기간이 가장 긴 4주 기준(The Lawn Institute,

1991)보다 더 긴 9주간 수행하였다. 조사 시 발아 기준은

지상부 엽 조직이 10 mm 정도 자랐을 때를 기준으로 하

였으며, 최종 발아율은 치상 후 9주째 조사한 누적 발아

율을 이용하였다.

피복율, 잔디밀도 및 지상부 엽생장은 발아실험과 별도

로 직사각형 포트(15.5 cm×10.5 cm)를 준비해서 난괴법 3

반복으로 배치해서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종자를 36 g/m2

기준으로 파종 후 조사하였다. 잔디 피복율은 파종 9주 후

실험 종료 시점에 전체 파종면적 대비 퍼레니얼 라이그래

스의 점유율을 조사하였다. 지상부 생장은 엽조직 생장정

도를 나타내는 초장으로 평가하였으며, 이 때 초장은 파

종 후 초기, 중기 및 후기 3회에 걸쳐 처리구당 임의로 5

개(subsamples)씩 선택해서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잔디밀도는 파종 후 1주 간격으로 잔디실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각적 평가방법(visual rating system)

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Skogley and Sawyer, 1992). 이때

시각적 평가방법은 밀도가 가장 나쁜 상태를 0점, 가장 좋

은 상태를 9점으로 하여 0~9점 사이에서 잔디밀도(visual

turfgrass density, 0~9; 0=poorest, 9=best)를 평가하였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SAS Institute, 2001),

처리구 평균간 유의성 검정은 DMRT(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기타관리사항

본 실험은 온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실험기간 중 온실 내

평균 온도는 15~40oC 사이로 나타났다. 관수는 기상환경

및 온도에 따라 조절하였다. 파종 후 초기 1주일 동안은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처리구 전체를 비닐로 멀칭을

Table 1. Treatment combinations of water-swelling polymer
(WSP), calcium, perlite, and kitosan in soil organic amendment
in the study.

Treatment

No.

Components of treatment mixtures (%, v/v)

WSPz Cay Perlitex Kitosanw

1 0 - - -

2 3 - - -

3 6 - - -

4 9 - - -

5 12 - - -

6 15 - - -

7 0 3 - -

8 3 3 - -

9 6 3 - -

10 9 3 - -

11 12 3 - -

12 15 3 - -

13 0 - 3 -

14 3 - 3 -

15 6 - 3 -

16 9 - 3 -

17 12 - 3 -

18 15 - 3 -

19 0 - - 3

20 3 - - 3

21 6 - - 3

22 9 - - 3

23 12 - - 3

24 15 - - 3

zWSP: water-swelling polymer of K-SAM consisting of acrylic acid-
sodium acrylate copolymer:water = 94:6 (Kolon Chemical Co., Ltd.,
Gwacheon, Kyounggi, Korea).

yCa: fertilizer materials of dolomitic lime with CaCO3.
xPerlite: materials of Paraso (KD Ceratech, Seoul, Korea).
wKitosan: 30% dilution of liquid Chitosan 100% (Keumhochem,

Seoul, Korea).

Table 2. Chemical properities of soil organic amendment
(SOA) and water-swelling polymer (WSP) used for treatment
mixtures in the study.

SOAz

Chemical propertiesy

pH
EC 

(dS/m)
CEC

(cmol+/kg)
OM

(g/kg)

Supersoil 6.41 4.59 8.19 778.4

WSPx

Chemical properties

Purity pH
Density

(g/cc)
Moisture

content(%)

K-SAM
acrylic acid-sodium 

acrylate copolymer > 94%
7.35 0.72 1.66

zSOA: soil-organic amendment of Supersoil (Jookjoo Fertilizer, Iljuk,
Kyounggi, Korea).

yEC: electro-conductivity, CEC: cation exchange capacity, OM:
organic matter.

xWSP: water-swelling polymer of K-SAM (Kolon Chemical Co., Ltd.,
Gwacheon, Kyoungg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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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실험에서 처리구간 객관적인 잔디생장을 비교

하기 위해서 실험 수행 기간 중 잔디는 무예초(unmowed

conditions) 상태로 유지하였다.

결과 및 고찰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의 잔디생존력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초기 생존능력을 나타내는 파종 9

주 후 발아율은 WSP 중합체, 칼슘, 펄라이트 및 키토산

성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퍼레니

얼 라이그래스의 최종 발아율은 혼합 처리구에 따라 최저

12.00(처리구24)~최대 84.97%(처리구1) 사이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처리구별 차이가 72.97%였다. 또한 1일 간격

으로 조사한 발아패턴 그래프에서는 파종 후 처리구별 경

시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Figs. 1, 2).

SOA 유기질개량재에 WSP 중합체를 3% 간격으로 0~15%

혼합한 처리구1~처리구6에서 발아율은 최저 32.67%에서

최고 84.97% 사이로 나타났다. 이중 9주 후 최종 발아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난 처리구는 WSP 중합체가 0% 및 3%

혼합된 처리구1과 처리구2로 발아율이 각각 84.97% 및

83.03%로 높았다. 그리고 WSP 중합체 혼합율이 6%인 처

리구3의 발아율은 69.33%로 세 번째로 높았다. 최종 발아

율이 가장 낮은 처리구는 WSP 중합체가 15% 혼합된 처

리구6으로 발아율이 32.67%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처리구

4와 처리구5의 발아율은 각각 중간정도인 53.00%와 51.67%

로 비슷하였다.

SOA 유기질개량재에 칼슘을 첨가한 혼합구에 WSP 중

합체를 3% 간격으로 0~15% 혼합한 처리구7~처리구12에

서 발아율은 17.67~65.00% 사이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최

종 발아율이 가장 높은 처리구는 WSP 중합체를 0% 및

3% 혼합한 처리구7과 처리구8로 발아율이 각각 65.00%

및 62.33%로 나타났다. 최종 발아율이 가장 낮은 처리구

는 WSP 중합체가 15% 혼합된 처리구12로 발아율이 17.67%

이었다. WSP 중합체가 6~12% 사이 혼합된 나머지 처리

구9~처리구11의 발아율은 29.67~42.00% 사이로 나타났다.

SOA 유기질개량재에 펄라이트를 첨가한 혼합구에 WSP

중합체를 3% 간격으로 0~15% 혼합한 처리구13~처리구18

에서 발아율은 최저 18.33%에서 최고 48.00% 사이로 나

타났다. 이중 9주 후 최종 발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처

리구는 WSP 중합체가 0% 혼합된 처리구13으로 발아율

이 48.00% 이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칼슘 성분을

첨가한 처리구7에 비해서 발아율이 17.00% 적게 나타났

다. 최종 발아율이 가장 낮은 처리구는 WSP 중합체가

15% 혼합된 처리구18로 발아율이 18.33%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처리구14~처리구17의 발아율은 30.33~45.00% 사

이로 나타났다.

SOA 유기질개량재에 키토산을 첨가한 혼합구에 WSP

중합체를 3% 간격으로 0~15% 혼합한 처리구19~처리구24

에서 발아율은 12.00~66.33% 사이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처리구20은 파종 18일 만에 발아율 50%에 도달하였

다. 이것은 동일한 조건에서 칼슘을 첨가한 처리구7의 발

아율 50% 도달기간 25일에 비해 1주 정도 더 빠른 것이

었다(Fig. 2). 즉 키토산 성분은 초기 발아촉진 효과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반응은 키토산 물질이 체

내에서 탄수화물 및 단백질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칼슘

및 펄라이트에 비해 발아과정 및 대사작용에 쉽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되었다(Kim et al., 2003).

최종 발아율이 가장 높은 처리구는 WSP 중합체 3% 혼합

된 처리구20으로 발아율이 66.33%이었다. 그리고 WSP 중

합체가 15% 혼합된 처리구24는 최종 발아율이 12.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나머지 처리구19, 처리구21~처리구

23의 발아율은 17.00~50.00% 사이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에서 WSP 중합체, 칼

슘, 펄라이트 및 키토산 성분에 따른 발아율 차이가 다양

하게 나타났다. 또한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파종 후 1일 간

격으로 분석한 처리구별 발아패턴은 WSP 중합체, 칼슘,

펄라이트 및 키토산 성분에 따라서 경시적으로 상당히 다

르게 나타났다. SOA 유기물개량재에서 잔디 생존력에 대

한 WSP 중합체 효과는 일반적으로 혼합비율이 0~3% 사이

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칼슘, 펄

라이트 및 키토산 성분 중 칼슘 및 키토산 성분이 퍼레니

얼 라이그래스의 생존에 더 효과적이었다(Fig. 2). 특히 키

토산 성분은 칼슘 및 펄라이트 성분에 비해 초기 발아를

Fig. 1. Germination rate of 24 treatment combinations
comprising of water-swelling polymer (WSP), Ca, perlite, and
kitosan in soil organic amendment, in which perennial ryegrass
(PR) was grown under greenhouse conditions. Treatment
combinations were described in Table 1.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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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펄라

이트 성분은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초기발아 및 생존력에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복율 및 잔디밀도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의 피복율 및 잔디밀도도 WSP 중

합체, 칼슘, 펄라이트 및 키토산 성분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본 실험 종료 시 전체 파종 면적에 대한 잔

디 피복율은 다양하게 나타나서 파종 9주 후 피복율은 최

저 6.70%(처리구6)에서 최고 73.30%(처리구2)까지 처리구

별 차이가 66.60%나 크게 나타났다. 또한 파종 후 1주 간

격으로 조사한 잔디밀도도 WSP 중합체, 칼슘, 펄라이트

및 키토산 성분 처리구에 따라 경시적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Figs. 3, 4).

Fig. 2. Cumulative seed germinating pattern of 24 treatment combinations comprising of water-swelling polymer (WSP), Ca,
perlite, and kitosan in soil organic amendment (SOA), in which perennial ryegrass was grown under greenhouse conditions.
Treatment combinations were described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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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 유기질개량재에 WSP 중합체를 3% 간격으로 0~15%

혼합한 처리구1~처리구6에서 잔디 피복율은 최저 6.70%

에서 최고 73.30% 사이로 나타났다. 이중 9주 후 잔디 피

복율이 가장 높은 처리구는 WSP 중합체가 3% 혼합된 처

리구2로 73.30%이었다. 반대로 가장 낮은 처리구는 WSP

중합체가 15% 혼합된 처리구6으로 파종 9주 후 피복율은

6.70% 이었다. 그리고 WSP 중합체가 6~12% 사이 혼합된

나머지 처리구3~처리구5의 피복율은 중간정도인 36.07~55.00%

사이로 나타났다.

SOA 유기질개량재에 칼슘을 첨가한 혼합구에 WSP 중

합체를 3% 간격으로 0~15% 혼합한 처리구7~처리구12에

서 잔디 피복율은 16.70~62.00% 사이로 다양하게 나타났

다. 잔디 피복율이 가장 높은 처리구는 WSP 중합체가 3%

및 6% 혼합된 처리구8과 처리구9로 피복율이 각각 61.30%

및 62.00%로 나타났다. 반대로 WSP 중합체가 15% 혼합

된 처리구12의 피복율은 16.70%로 가장 낮았다. 나머지

처리구7, 처리구10 및 처리구11의 피복율은 중간정도인

26.00~42.00% 사이로 나타났다.

SOA 유기질개량재에 펄라이트를 첨가한 혼합구에 WSP

중합체를 3% 간격으로 0~15% 혼합한 처리구13~처리구18

에서 잔디 피복율은 최저 10.00%에서 최고 54.00% 사이

로 나타났다. 이중 잔디 피복율이 높게 나타난 처리구는

WSP 중합체가 0% 및 3% 혼합된 처리구13과 처리구14로

파종 9주 후 피복율이 각각 54.00% 및 52.70% 이었다. 하

지만 동일한 조건의 칼슘 성분을 첨가한 처리구9에 비해

잔디 피복율은 9% 정도 다소 낮은 편이었다. 잔디 피복

율이 가장 낮은 처리구는 WSP 중합체가 15% 혼합된 처

리구18로 9주 후 피복율이 10.00% 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처리구15~처리구17의 잔디 피복율은 24.70~44.30% 사이

로 나타났다.

SOA 유기질개량재에 키토산을 첨가한 혼합구에 WSP

중합체를 3% 간격으로 0~15% 혼합한 처리구19~처리구24

에서 잔디 피복율은 18.30~72.70% 사이로 다양하였다. 잔

디 피복율이 가장 높은 처리구는 WSP 중합체를 혼합하

Fig. 3. Turfgrass coverage of 24 treatment combinations
comprising of water-swelling polymer (WSP), Ca, perlite, and
kitosan in soil organic amendment, in which perennial ryegrass
(PR) was grown under greenhouse conditions. Treatment
combinations were described in Table 1.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Fig. 4. Visual turfgrass density of 24 treatment combinations
comprising of water-swelling polymer (WSP), Ca, perlite, and
kitosan in soil organic amendment (SOA), in which perennial
ryegrass was grown under greenhouse conditions. Treatment
combinations were described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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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처리구19로 72.70% 이었으며, WSP 중합체가 3%

혼합된 처리구20도 피복율이 64.70%로 높은 편이었다. 반

대로 WSP 중합체가 15% 혼합된 처리구24의 피복율은

18.30%로 피복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나머지 처리구

21~처리구23의 피복율은 25.30~37.70% 사이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의 피복율은 WSP 중

합체, 칼슘, 펄라이트 및 키토산 성분에 차이가 나타났다

. 또한 파종 후 1주일 간격으로 평가한 그래프에서 퍼레

니얼 라이그래스의 잔디밀도 패턴은 처리구별 WSP 중합

체, 칼슘, 펄라이트 및 키토산 성분에 따라서 경시적으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Fig. 4). SOA 유기물개량재에서

잔디밀도에 대한 WSP 중합체 효과는 일반적으로 혼합비율

이 0~3% 사이에서 우수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하지만 SOA

유기물개량재에 칼슘을 첨가한 경우 WSP 중합체 비율은

3~6% 사이가 조성 후기로 갈수록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칼슘, 펄라이트 및 키토산 성

분 중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의 잔디밀도에 가장 효과적인

성분은 칼슘이었으며, 펄라이트 성분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키토산 성분은 파종 초기에는 퍼

레니얼 라이그래스 잔디밀도에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

았지만, 파종 5주 후 조성 후기로 갈수록 효과가 크게 나

타났다(Fig. 4).

잔디밀도에 대한 이와 같은 칼슘 효과는 잔디분얼과 관

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무기질 칼슘 영양분으

로 인해 생육형이 주형잔디(bunch-type)인 퍼레니얼 라이

그래스의 줄기분얼(tillering)이 촉진되고, 이러한 현상은 결

국 엽수 출현이 빨라지면서 잔디밀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

이다(Kim, 2012). Kim et al.(2002b)은 크리핑 벤트그래스,

켄터키 블루그래스,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및 톨 훼스큐

(Festuca arudinacea Schreb.)에서 칼슘 공급 시 잔디분얼

이 촉진된다고 보고하였다.

지상부 엽생장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에서 지상부 엽조직 생장은 WSP

중합체, 칼슘, 펄라이트 및 키토산 성분에 따라 차이가 있

었다(Fig. 5).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의 파종 9주 후 초장은

최저 2.6(처리구18)~최대 15.0 cm(처리구2, 8) 사이로 처리

구별 차이가 최대 12.4 cm로 나타났다. SOA 유기질개량

재에 WSP 중합체를 3% 간격으로 0~15% 혼합한 처리구

1~처리구6에서 지상부 엽생장은 경시적으로 차이가 다양

하게 나타났다. 엽생장이 가장 양호한 처리구는 WSP 중

합체가 0% 및 3% 혼합된 처리구1과 처리구2로 파종 9주

후 초장이 각각 14.5 cm 및 15.0 cm로 나타났다. WSP 중

합체가 6% 혼합된 처리구3은 초장이 10.5 cm로 세 번째

로 길게 나타났다. 반대로 엽생장이 가장 저조한 처리구

는 WSP 중합체가 15% 혼합된 처리구6으로 파종 9주 후

초장이 4.0 cm로 가장 짧았다. 나머지 WSP 중합체가 9~12%

혼합된 나머지 처리구4와 처리구5는 초장이 7.0~8.7 cm 사

이로 엽생장이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Fig. 5. Plant height of 24 treatment combinations comprising of

water-swelling polymer (WSP), Ca, perlite, and kitosan in soil

organic amendment (SOA), in which perennial ryegrass was
grown under greenhouse conditions. Treatment combinations
were described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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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 유기질개량재에 칼슘을 첨가한 혼합구에 WSP 중

합체를 3% 간격으로 0~15% 혼합한 처리구7~처리구12에서

도 지상부 엽생장은 경시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엽생

장이 가장 양호한 처리구는 WSP 중합체가 0% 및 3% 혼

합된 처리구7과 처리구8로 파종 9주 후 초장이 각각 14.5 cm

및 15.0 cm로 나타나 엽생장이 비슷하였다. 다음으로 엽

생장이 양호한 처리구는 WSP 중합체가 6% 혼합된 처리

구9로 초장이 9.5 cm 이었다. 반대로 엽생장이 가장 저조

한 처리구는 WSP 중합체가 15% 혼합된 처리구12으로 파

종 9주 후 초장이 4.5 cm로 가장 짧았다. 그리고 WSP 중

합체가 9% 및 12% 혼합된 처리구10과 처리구11은 초장

이 각각 6.1 cm 및 6.3 cm로 엽생장이 비슷하였다.

SOA 유기질개량재에 펄라이트를 첨가한 혼합구에 WSP

중합체를 3% 간격으로 0~15% 혼합한 처리구13~처리구18

에서 지상부 엽생장은 경시적으로 다양한 차이가 나타났

다. 파종 9주 후 엽생장이 가장 양호한 처리구는 WSP 중

합체가 0% 혼합된 처리구13으로 초장이 14.0 cm 이었다.

다음으로 엽생장이 양호한 처리구는 WSP 중합체가 각각

3% 및 9% 혼합된 처리구14 및 처리구16으로 초장이 각

각 9.0 cm이었다. 반대로 엽생장이 가장 저조한 처리구는

WSP 중합체가 15% 혼합된 처리구18로 초장이 2.6 cm이

었다. 그리고 WSP 중합체가 6% 및 12% 혼합된 나머지

처리구15와 처리구17은 초장이 각각 7.8 cm 및 4.3 cm로

나타났다.

SOA 유기질개량재에 키토산을 첨가한 혼합구에 WSP

중합체를 3% 간격으로 0~15% 혼합한 처리구19~처리구24

에서도 지상부 엽생장은 경시적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특

히 파종 3주 후부터 다양하게 나타났다. 엽생장이 가장 양

호한 처리구는 WSP 중합체가 3% 혼합된 처리구20으로

파종 9주 후 초장이 14.3 cm 이었다. WSP 중합체가 0%

혼합된 처리구19는 파종 후 3주부터 왕성한 생장이 시작

되면서 파종 9주 후 초장이 10.5 cm로 두 번째로 양호하

였다. 반대로 엽생장이 가장 저조한 처리구는 WSP 중합

체가 9% 및 15% 혼합된 처리구22와 처리구24로 초장이

각각 4.0cm 및 3.5 cm로 나타났다. 그리고 WSP 중합체가

6% 혼합된 처리구21과 12% 혼합된 처리구23은 각각 8.0 cm

및 5.5 cm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에서 지상부 엽생장은

WSP 중합체, 칼슘, 펄라이트 및 키토산 성분에 따른 처

리구간 다양한 차이가 나타났다. SOA 유기물개량재에서

지상부 엽생장에 대한 WSP 중합체 효과는 혼합비율이

0~3% 사이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리고 전반적

으로 칼슘, 펄라이트 및 키토산 성분은 모두 퍼레니얼 라

이그래스 엽생장에 효과가 있었다. 특히 펄라이트 및 키

토산 성분에 비해 칼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WSP 중합체를 혼합하지 않은 경우 키토산 성분은 파종

초기부터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의 생존력, 피복율, 잔

디밀도 및 지상부 엽생장은 WSP 중합체, 칼슘, 펄라이트

및 키토산 성분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Table 3). 이

와 같은 경향은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Kim(2009a)은 유기질개량재, 무기질 영양분 및 혼합 중합

체가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의 잔디생장 및 품질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유기질개량재, 무기질 영양분 및

혼합 중합체의 잔디생장에 미치는 효과는 켄터키 블루그

래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Kim, 2009b).

비료의 5대 요소 중 하나인 칼슘은 잔디생존력, 피복율,

잔디밀도 및 엽생장 등 모든 생육특성에서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실험에

서도 확인되고 있다. Kim et al.(2002b)은 한지형 잔디에

서 칼슘의 생육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칼슘 시비는 크리

핑 벤트그래스, 켄터키 블루그래스, 퍼레니얼 라이그래스

및 톨 훼스큐의 줄기생장, 뿌리생장 및 잔디분얼을 촉진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난지형 잔디인 버뮤다그래스

Table 3. Summary of proper mixing rate of water-swelling polymer (WSP) and treatment effects on the growth characteristics of

perennial ryegrass in the study.

Growth characteristics
WSP mixing ratesz

(%, v/v)

Response in treatment mixturesy

Ca Perlite Kitosan

Early survival capability 0 ~ 3 +++ + ++

Turfgrass coverage 0 ~ 3 ++ + +++

Turfgrass density 0 ~ 6 +++ + ++

Leaf growth 0 ~ 3 +++ ++ ++

zWSP: water-swelling polymer of K-SAM consisting of acrylic acid-sodium acrylate copolymer: water = 94:6 (Kolon Chemical Co., Ltd.,
Gwacheon, Kyounggi, Korea).

yResponse in treatment mixtures: +, low / ++, intermediate / +++,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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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nodon dactylon [L.] Pers.)에서도 칼슘 공급 시 잔디 예

지물 증가가 관찰되고 있다(Sartain, 1993). 이러한 결과는

잔디이외 다른 화본과 식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Ko and

Choung(1992)은 석회시용 시 사료용 톨 훼스큐의 건초수

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밖에 Song et al.(1988)은

오챠드그래스(Dactylis glomerata L.)와 스무스 브로메그래

스(Bromus inermis Leyss), 그리고 Fenn et al.(1995)은 밀

(Triticum aestivum L.), 보리(Hordeum vulgare var. hexatichon

Aschers.), 귀리(Avena sativa L.) 등에서 분얼 수 증가를 확

인하였다.

칼슘 및 펄라이트 성분에 비해 키토산 혼합구에서 초기

발아 및 지상부 엽조직 생장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키토산 자체가 체내 대사작용을 촉진시키는 아미

노산계통의 물질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되었다

(Kim et al., 2003). 키토산 처리 시 초장이 증가하는 경향

은 한지형 잔디인 크리핑 벤트그래스(Yoon et al., 2006)

및 켄터키 블루그래스(Yoon and Kim, 2007)에서도 확인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키토산에 의한 엽신 생장 촉진은

시금치(Spinacia oleracea L.)등 다른 작물에서도 보고되고

있다(Sung, 2003).

유기물개량재에 WSP 중합체를 혼합 시 수분 중합체 비

율이 높을수록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의 발아율, 피복율, 잔

디밀도 및 엽생장에 모두 불리하였다. 이것은 적정량의 수

분 흡수 중합체는 보습력 향상으로 식물 생장에 유용하지

만, 과다할 경우 강력한 고흡수성 특성으로 인해 생육초

기에 필요한 수분을 강하게 흡수 및 저장함으로 인해 오

히려 식물의 수분 이용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Waddangton et al., 1992).

Kim and Park(2011)은 한지형 및 난지형 잔디에서 WSP

중합체가 잔디생장에 미치는 연구에서 초종에 따라 적정

WSP 혼합비율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유전적으로

초종에 따라 수분 이용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No et

al.(1987)은 수분 흡수 중합체를 시용함으로 밭작물의 공

극율, 유효수분 및 수확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

만 작물에 따라서 수분 흡수 중합체의 적정 처리비율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No et al., 1988; Yoo et al., 1990).

본 실험에서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의 생장에 적절한 WSP

중합체의 혼합비율은 3% 이하로 판단되었다. 한지형 켄

터키 블루그래스 및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에서 발아율 및

엽생장 등 잔디생장은 혼합 중합체의 비율이 낮을수록 더

양호하였다(Kim, 2009a, b). 특히 혼합 중합체를 0~15%

사이 처리한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의 생존력 실험에서 WSP

중합체 비율이 3% 이하일 때 가장 양호하였다(Kim, 2009a).

또한 Kim(2011)과 Kim and Park(2011)은 WSP 중합체를

0~20% 사이 처리한 혼합구에서 관찰한 크리핑 벤트그래

스의 유묘 생존율 및 품질은 최소 처리 비율인 WSP 5%

처리구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요 약

본 연구는 유기질 토양개량재(SOA, soil organic amend-

ment)에서 수분 중합체(WSP, water-swelling polymer), 칼

슘, 펄라이트 및 키토산 성분이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 정원, 공원, 잔디구장 및

골프장 조성 시 이들 소재를 이용한 혼합개량재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수행하였다. 전체

24개 처리구는 SOA 유기질개량재에 WSP 중합체, 칼슘,

펄라이트 및 키토산 성분을 이용하여 준비하였다. 온실에

서 자란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에서 WSP 중합체, 칼슘, 펄

라이트 및 키토산 성분에 따른 잔디생존력, 피복율, 잔디

밀도 및 지상부 생장을 조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그리고 파종 후 1주일 간격으로 조사한 잔디밀도 및

초장은 이들 성분에 따라서 경시적인 변화가 크게 나타났

다. SOA 유기물개량재에서 잔디생존력, 피복율 및 지상부

생장에 대한 WSP 중합체 효과는 혼합비율이 0~3% 사이

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잔디밀도의 경우

WSP 중합체 혼합비율은 0~6% 사이가 적절하였다. 칼슘,

펄라이트 및 키토산 성분 중 칼슘 및 키토산 성분이 퍼레

니얼 라이그래스의 생존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펄

라이트 성분은 초기발아 및 생존력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의 피복율에 가

장 효과적인 성분은 키토산이었으며, 반면 잔디밀도는 칼

슘 성분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펄라이트 성분은 피

복율 및 잔디밀도에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의 지상부 엽생장에 칼슘, 펄라이트

및 키토산 성분 모두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중 칼슘 성분

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키토산 성분은 칼슘

및 펄라이트 성분에 비해 초기 발아 및 지상부 엽 조직의

수직생장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잔디분얼 및 수

평생장 촉진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향후 실무에 적용

할 수 있는 토양개량재 혼합구(모래+SOA 혼합구)에서

WSP 중합체, 칼슘, 펄라이트 등 무기 영양분이 잔디생육

에 대한 추가 검정실험을 통해 WSP 중합체 및 무기영양

분을 이용한 토양개량재의 개발 및 실무 응용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어: 누적발아패턴, 초장, 지상부생장, 잔디피복, 잔디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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