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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se studies were carried out to ascertain the effects of paraffin oil on prolongation of the green

leaf color period in Zoysiagrass. Fifty-fold diluted 98% paraffin oil treatment obtained the lowest reduction rate of

green color. In early October we sprayed 50-fold, 100-fold and 200-fold diluted 98% paraffin oil in a Zoysia

japonica field in Hapcheon of Gyeongnam and Sangju of Gyeongbuk and in a Z. matrella field in Gumjung of

Busan and Anseong of Gyeonggii. Leaf color maintained for 60 days after treatment in Zoysia japonica. Leaf color

remained for 60 days after treatment in Anseong, Hapcheon and Sangju when treated in the mid-October.

Chlorophyll content was higher in paraffin oil treatment areas than in control areas in early October. Weight

reduction rate was lower in the paraffin oil treated than in untreated leaves of Zoysiagrass when sprayed in Gumjung

and Anseong in early October and mid-October, respectively. The chlorophyll content in leaves of Z. japonica was

increased by increasing the spray volume of paraffin oil in the same dose treated in Lexington, Kentucky, USA.

Paraffin oil can be used to prolongate of Zoysiagrass leaf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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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잔디(Zoysia sp.)류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잔

디로서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높아 토양피복용으로 보편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쾌적한 생

활공간의 조성에 대한 욕구 증가와 축구장이나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스포츠, 레져 공간의 증가 등에 따라 잔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Yeam et al., 1985; Chang and Kim,

1986; Kim, 1990). 이로 인하여 잔디 생산과 시공, 관리,

운영 등을 포함하는 잔디관련 산업의 규모도 급성장하여

2001년 기준 7,577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Lee et al.,

2001) 잔디재배 면적도 2006년 기준 2,947 ha에 이르고 있

다(Choi and Yang, 2006). 

한국잔디는 한지형 잔디들에 비하여 회복력이 느리며

녹색기간이 짧은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름철 장마기의

고온, 다습 조건에 강하고,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대부분의 잔디운동장에 식재되어 이용되고 있으며(Kim et

al., 1999; Lee et al., 2001, 2004) 골프장의 경우도 페어웨

이와 러프의 대부분이 한국잔디류로 조성되어 있고, 도로

사면이나 묘지의 경우도 한국잔디로 조성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농가에서도 한국잔디 재배면적이 95.7%에 이르고

있다(Choi and Yang, 2006). 한국잔디류가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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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이나 이용처에 있어 주종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5월에서 9월 또는 10월까지의 짧은 녹색기간은 한

국잔디류의 이용에 가장 큰 제한점이 되고 있다(Yeam et

al., 1985; Chang and Kim, 1986; Lee et al., 2004). 즉 한

국잔디류는 고온 장일조건에서 생육이 왕성한 잔디로 평

균기온이 10oC이하로 내려가면 휴면에 들어가 황화된다

(Youngner, 1961). 이러한 짧은 녹색기간은 주변 조경과의

불일치로 경관조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Shim and Seo,

1995) 황화 된 잔디는 경기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경기

장의 사용기간에 영향을 미치고(Lee et al., 2004), 레져활

동이 왕성한 시기와 불일치하여 질 높은 야외활동에 제약

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난지형 잔디류의 녹색기간연장에 대한 연구들은 주요 관

심사의 하나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가을철 한국잔디의 녹색기간 연장을 위하여 질소비료의

시용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

질소 시비량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Yeam et al., 1985;

Chang and Kim, 1986; Kim, 1990). 그러나 이러한 생육

후기에 질소시비는 내한성의 감소나 다음 해 병 발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Lee et al., 2004). 또한 내한성의 정

도가 다른 잔디를 혼식 할 경우에도 잔디의 녹색기간을

2-3주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Kim et al., 1999; Lee

et al., 1999) 혼식효과의 감소나 답압 후 회복율, 대취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Lee et al., 1999). 한

편 Lee et al. (2004)은 비닐피복이나 차광망 피복이 한국

잔디의 녹색기간 연장에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나 대면적의

골프장의 경우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파라핀은 파라핀계 탄화수소가 많이 들어있는 기름으로

중유를 증유하여 만드는데 윤활유로 이용되며 양초나 왁

스, 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1994년 미국석

유협회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는 파라핀 오일

인 윤활기유제품을 다섯 가지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파라핀 오일의 농업적 이용은 기계유 유제로서 월동기

의 응애나 깍지벌레 방제용으로 활용되고 있다(Han et al.,

1977; Kim and Lee, 1978). 또한 감귤에서 구리제와 혼용

하여 사용할 경우 구리에 의한 감귤의 약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yun et al., 2005). 그러나 이러한 파

라핀 오일의 잔디에 대한 적용 연구는 한국잔디에서 라지

패취병 방제나 잔디혹응애 방제 등의 제한적 연구가 수행

되었다(Lee, unpublished data). 한편 Han et al. (1977)은 기

계유유제의 처리가 감귤의 엽 내 수분 감소 방지 효과가

있고, 아울러 엽 내 탄수화물함량의 감소를 가져와 한풍

해의 방지나 동해의 증가 우려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그

리고 관찰적 결과로 절화류에 파라핀오일을 처리 할 경우

시들음이 억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라핀오일

처리가 가을철 들잔디의 엽색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여 엽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실용적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파라핀 오일

실험에 이용한 파라핀 오일은 (주)지코스에서 생산, 시판

하고 있는 제품으로 미국 FDA 승인을 득한 친환경 원료인

고 정제 Base Oil (Distillate, Hydrotreated Light Paraffines)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도의 수첨 분해 윤활기유를 이용하

였다. 고도의 수첨 분해 윤활기유는 제조공법상 일반기유

(Conventional Base Oil)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수소 개질

공법(Hydrocracking Process)으로 생산되는 새로운 개념의

기유(Unconventional Base Oil)이다. 고도의 수첨 분해 윤

활기유는 점도 지수(Viscosity Index)가 130 이상으로 일반

기유(점도 지수 100이하)보다 점도의 온도변화 특성이 우

수하다. 아로마틱, 황성분은 윤활유를 산화시키는 주성분

으로 윤활유가 산화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려면

이러한 성분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고도 수첨

분해 윤활기유는 아로마틱 성분 1.0%이하, 황성분이 3 ppm

이하로 첨가되어 우수한 산화안정성을 보장하는 파라핀

오일이다.

파라핀 오일 농도별 효과

파라핀 오일의 처리 농도가 잔디의 녹색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은 남부와 중부지역으로 구분

하여 네 곳에서 수행하였다. 남부지역은 부산광역시 금정

구에 위치한 동래베네스트골프장과 경남 합천군에 위치한

아델스코트골프장에서 수행하였으며 중부지역은 경북대학

교 상주캠퍼스 내 잔디밭과 경기도 안성의 안성베네스트

골프장에서 수행하였다.

동래베네스트골프장에서는 중엽형 한국잔디(Zoysia

matrella)에서 수행하였는데 10월 9일 처리 한 다음, 17일

후(10월 26일)와 35일(11월 13일), 61일(12월 9일) 후에 잔

디의 엽색도와 엽록소 함량을 조사하였다. 2차 실험은 10

월 26일 파라핀 오일을 처리한 후 44일 후인 12월 9일 엽

색도를 측정하였다. 아델스코트골프장에서는 코스 내 광

엽형 한국잔디(Zoysia japonica)에서 수행하였는데 1차 실

험은 10월 9일 처리 한 후, 10일(10월 19일)과 59일(12월

7일) 후에 엽색도를 조사하였고, 엽록소 함량은 10일 후에

만 조사하였다. 2차 실험은 10월 19일 파라핀 오일을 처

리한 후 48일 후인 12월 7일 엽색도를 측정하였다. 경북대

학교 상주캠퍼스 내에서는 조경용으로 식재 해 놓은 광엽

형 한국잔디에서 두 시기에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1차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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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일 처리 한 후, 10일(10월 18일)과 63일(12월 10일) 후

에 엽색도와 엽록소 함량을 측정하였다. 2차 실험은 10월

18일에 파라핀 오일을 처리한 다음 53일 후인 12월 10일

에 엽색도와 엽록소 함량을 측정하였다. 안성베네스트골

프장에서는 코스 내 중엽형 한국잔디에서 10월 9일 처리

한 후, 11일째인 10월 20일과 60일째인 12월 8일에 엽색

도를 측정하였고, 2차 실험은 10월 20일 처리 후 49일째

인 12월 8일에 엽색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은 각 실험장소에서 2 m×2 m 크기의 실험구를 난

괴법 3반복으로 설정한 후, 엽색과 엽록소 함량을 조사하

였다. 엽색의 측정은 Jang et al.(2010)이 사용한 FieldScout

TCM 500 NDVI turf color meter (Spectrum Technology

Inc. IL. USA)를 이용하여 빛이 있는 날 측정하였는데 각

처리구에서 5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엽록소 함

량은 chlorophyll meter (CM-1000, Spectrum Technologies,

Inc. IL. USA)를 이용하여 각 처리구에서 5회 측정하여 평

균값을 구하였다. 파라핀오일은 각각 50배와 100배, 200배

로 물에 희석한 후, 등짐분무기를 이용하여 살포하였다. 조

사시기는 파라핀 오일 살포 후 10일째와 60일째에 조사하

였는데 맑은 날을 선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지역별로

조사일수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실험 기간 중의 기상자료는 각 골프장에서 측정한 자료

나 기상청(www.kma.go.kr)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처리 농도별 들잔디 지상부 건물중 변화 조사

부산과 안성 지역에서 최초 파라핀 오일 처리 당일에

각 실험구에서 잔디에 처리 한 파라핀 오일 살포액이 건

조된 후, 직경 20 cm크기의 hole cutter로 잔디를 떼어낸

뒤, 지퍼펙에 넣어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잔디 땟장에서

1 g 이상의 잔디엽과 줄기를 가위로 잘라 50 ml Falcon

tube에 넣고, 햇빛이 비치는 실험실 내에 뚜껑을 열고 보

관하면서 매일 잎의 무게 감소를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5

일간 측정하였다. 조사는 5반복으로 수행하였다.

파라핀 오일 살포량에 의한 엽록소 함량 및 잔디 지상부

건물중 조사

파라핀오일의 적정 처리 물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100배

액으로 희석한 뒤, 희석액의 살포량별에 따른 녹색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다. 실험은 미국 켄터키주 렉싱턴

에 위치한 University Kentucky의 실험농장(N 38o07'44'', W

84o29'52'')에서 수행하였다. 2011년 10월 25일 광엽형 한

국잔디(Zoysia japonica, 품종: Compadra)가 식재되어 있는

곳에 2 m×2 m의 실험구를 난괴법 4반복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은 파라핀오일 100배액을 47 ml, 93 ml, 186 ml/m2로

구분하여 처리하였고, 대조구로서 무처리구를 설정하였다.

처리 전 chlorophyll 함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처리구별

로 chlorophyll meter (CM-1000, Spectrum Technologies, Inc.

IL. USA)를 이용하여 5군데에서 엽록소 함량을 조사한 후

평균하였다. 전체 실험구의 평균 chlorophyll 함량은

248.9±3.4였다. 실험구 설정 후 바람이 없는 날(11월 1일)

을 택하여 CO2 spray를 이용하여 파라핀오일을 살포하였

다. 93 ml/m2 처리구는 골프장에서 농약 사용 시 잔디에 처

리하는 살포량으로 잔디면에 약제가 2회 살포되며 47 ml/m2

처리량은 관행처리의 반량으로 잔디에 1회만 약제가 살포되

는 양이며 186 ml/m2 처리는 관행처리의 배량으로 잔디면

에 4회의 약제가 살포되는 양이었다. 살포 6일 후와 10일

및 30일 후에 각 처리구에서 엽록소 함량을 사전 조사시

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였는데 정오 전후로 구름이 없

을 때 측정하였다. 실험 기간 중의 기상자료는 UKAg weather

center (http://wwwagwx.ca.uky.edu)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

였다.

파라핀오일 살포량에 대한 들잔디 지상부 건물중 조사

처리 당일 날 각 처리구에서 직경 20 cm크기의 hole cutter

로 잔디를 떼어낸 뒤, 지퍼펙에 넣어 실험실로 운반하였

다. 잔디 땟장에서 1 g 이상의 잔디엽과 줄기를 가위로 잘

라 50 ml Falcon tube에 넣고, 햇빛이 비치는 실험실 내에

뚜껑을 열고 보관하면서 매일 잎의 무게 감소를 전자저울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사는 4반복으로 수행하였다.

통계분석

파라핀오일 농도별 잔디엽색과 chlorophyll 함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처리물량별 chlorophyll 함량 변화에 미치

는 영향은 처리 평균간 차이를 Tukey HDS Test로 분산분

석하였으며 처리물량 별 건조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처리

당일 무게에 대한 일별 감소율을 구하여 평균간 차이를

Tukey HDS Test로 분산분석하였다(Analytical software,

2003).

결과 및 고찰

파라핀 오일 처리 농도에 따른 들잔디의 엽색과 엽록소

함량 변화

파라핀 오일의 처리 농도별 잔디 엽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 2와 같았다. 

10월 초순 처리 시 모든 실험 장소에서 처리 10일 후

조사에서는 파라핀 오일 50배 처리구에서 무처리구에 비

하여 유의하게 엽색도의 감소율이 낮았으며(합천: df = 3,

16, F = 8.41, P < 0.0014, 안성: df = 3, 16, F = 5.48, P<0.0087,

상주: df=3, 16, F = 4.88, P < 0.0135, 부산: df =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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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6.41, P < 0.00147) 부산지역에서는 100배 처리구에서도

무처리구에 비하여 엽색도 감소율이 낮았다(Table 1). 

처리 60일 후에는 합천과 상주지역의 파라핀 오일 50배

액 처리구에서 무처리구에 비하여 엽색의 감소율이 유의

하게 낮았다(Table 1)(df = 3, 16, F = 33.0, P < 0.0000).

10월 중순 파라핀 오일 처리 시에도 모든 지역에서 50

배 처리구의 엽색도 감소율이 무처리에 비하여 낮게 나타

났으며(합천: df = 3, 16, F = 13.4, P < 0.0001, 안성: df = 3, 16,

F = 5.61, P < 0.0080, 상주: df = 3, 16, F = 13.4, P<0.0001, 부

산: df = 3, 16, F = 2.66, P < 0.0836) 합천지역에서는 200배

액 처리시까지 엽색도의 감소율이 낮았다(Table 2).

잔디 엽 내 엽록소 함량의 감소율은 부산과 상주지역에

서는 파라핀 오일 100배액 처리까지 무처리구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상주: df = 3, 16, F = 29.0, P < 0.0000, 부

산: df = 3, 16, F = 11.5, P < 0.0003)(Table 3). 처리 60일 후

에는 부산과 상주지역 모두 무처리구와 차이가 없었으며

부산지역에서는 처리 30일 후에도 50배 처리구의 엽록소

함량 감소율이 무처리구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df = 3,

16, F = 4.10, P < 0.0245). 

상주지역의 10월 중순 실험에서는 처리 50일 후에 파라

핀 오일 50배와 100배 처리구의 엽록소 함량 감소율이 무

처리구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df = 3, 16, F = 13.6,

P < 0.0001)(Fig. 3).

Table 1. Effects of paraffin oil treatments on reduction rate of leaf color in Zoysiagrass in early October.

Locality Treatments
Reduction rate of color in leaf (%) at each day after treatment±SE

10 30 60

Anseong, 
Gyeonggii

50 fold 05.96±1.5a - 58.31±0.7a

100 fold 15.05±2.8b - 60.35±1.2a

200 fold 16.43±1.8b - 59.33±1.0a

Control 16.38±2.3b - 59.43±0.9a

Gumjung, Busan

50 fold 08.62±0.52a 10.78±0.98a 32.76±0.74a

100 fold 10.36±1.42a 13.08±2.24a 30.51±1.26a

200 fold 12.55±1.59ab 14.51±1.16a 35.45±2.0a

Control 15.98±1.21b 14.88±1.27a 35.23±1.43a

Hapcheon, 
Gyeongnam

50 fold 00.18±0.97a* - 63.8±80.37a

100 fold 01.42±0.85b - 66.6±20.25b

200 fold 02.72±0.78b - 68.9±0.36c

Control 07.48±1.61b - 67.42±0.58bc

Sangju, 
Gyeongbuk

50 fold 02.57±0.79a - 48.53±1.63a

100 fold 08.84±1.09ab - 61.26±1.04b

200 fold 10.6±1.81b - 60.79±0.69b

Control 11.85±2.74b - 60.79±2.31b

*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column in each sit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ukey HDS Test P<0.05).

Table 2. Effects of paraffin oil treatments on reduction rate of leaf color in Zoysiagrass in mid-October.

Locality
Reduction rate of color in leaf (%)±SE

50 fold 100 fold 200 fold Control

Anseong, Gyeonggii 53.68±0.8a* 53.26±1.3a 55.01±1.0ab 58.88±1.2b

Gumjung, Busan 32.76±0.74a 30.51±1.26a 32.45±2.0a 35.23±1.43a

Hapcheon, Gyeongnam 57.28±0.63a 63.14±0.52b 66.8±0.5b 71.22±0.95c

Sangju, Gyeongbuk 50.02±0.57a 58.73±0.89b 46.34±3.7a 61.95±1.02b

*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between the column in each sit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ukey HDS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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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핀 오일 농도별 잔디 지상부 건물중의 변화

10월 초순 파라핀 오일 처리 후 절취한 잔디 지상부의

건조량의 변화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Table 4). 부산

지역에서는 처리 3일 후까지 엽 무게 감소율이 무처리에

비하여 적었으나 안성지역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0월 중순 안성지역 처리에서는 파라핀오일 50배

액 처리구에서 처리 4일 후까지 무처리에 비하여 유의한

무게 감소율 저하를 보였다(Table 4). 

파라핀오일 살포량에 대한 들잔디 엽록소 함량 및 잔디

지상부 건물중의 변화

골프장이나 공원의 잔디에 녹색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파라핀 오일의 처리 물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한 결과

는 Table 5와 같았다. 엽록소 함량은 CO2 분무기로 잔디면

Table 3. Effects of paraffin oil treatments on reduction rate (%) of chlorophyll in leaves of Zoysiagrass in early October.

Locality Treatments
Reduction of chlorophyll (%)±SE

10 days after treatment 60 days after treatment

Gumjung, Busan

50 fold 30.64 ±1.4a 25.58±2.0a

100 fold 29.35±1.7a 28.19±1.9ab

200 fold 31.56±1.2a 29.01±1.1ab

Control 39.34±0.9b 33.11±0.9b

Hapcheon, Gyeongnam

50 fold 17.88±1.89a* -

100 fold 21.94±2.87a -

200 fold 20.96±0.77a -

Control 22.82±2.35a -

Sangju, Gyeongbuk

50 fold 02.65±1.37a 48.53±1.63a

100 fold 10.82±1.24ab 61.26±1.04b

200 fold 17.59±0.96b 60.79±0.69b

Control 16.05±1.39b 60.79±2.31b

*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column in each sit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ukey HDS Test P < 0.05).

Table 4. Effects of paraffin oil treatments on reduction of leaf weight in Zoysiagrass.

Locality
(treatment time)

Treatments
Mean reduction rate of leaf weight (%)±SE

1 DAT* 2 DAT 3 DAT 4 DAT

Anseong, Gyeonggii
(Early October)

50 fold 6.84±0.35a** 9.05±0.40a 12.55±0.72a 16.33±0.55a

100 fold 6.01±0.18a 8.45±0.37a 11.67±0.52a 15.65±0.81a

200 fold 6.58±0.28a 8.92±0.41a 12.28±0.52a 15.92±1.17a

Control 6.48±0.24a 8.87±0.32a 11.64±0.51a 14.85±0.64a

Anseong, Gyeonggii
(Mid-October)

50 fold 2.10±0.08a 3.78±0.18a 05.66±0.38a 07.79±0.3a

100 fold 3.37±0.51ab 5.27±0.69ab 08.3±0.86ab 10.55±0.91ab

200 fold 2.69±0.4ab 4.41±0.33ab 08.15±0.53ab 09.9±0.72ab

Control 3.7±0.44b 5.92±0.5b 08.95±0.73b 11.61±0.75b

Gumjung, Busan
(Early October)

50 fold 2.94±0.2a 8.27±0.3ab 11.77±0.8ab 14.0±1.1a

100 fold 3.02±0.3a 7.13±0.4ab 09.98±0.3ab 12.48±0.4a

200 fold 4.01±0.3a 7.04±0.5a 09.71±0.3a 12.49±0.3a

Control 5.43±2.4b 9.57±4.3b 12.87±5.8b 15.63±7.0a

Paraffin oil was applied to field plots and cut leaves. Leaves were kept on 50 ml Falcon tube.
*Days after treatment.
**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column in each sit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ukey HDS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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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4회 처리가 되는 186 ml/m2 처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나 처리 6일째와 10일째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고, 30

일 후에는 차이가 있었다(df = 3, 12, F = 7.49, P = 0.0044).

파라핀 오일 처리 물량별에 따른 잔디 지상부의 건조는

무처리에 비하여 처리한 잔디에서 무게의 감소율이 상대

적으로 적어 건조가 느리게 진행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

은 없었다(Table 6). 

파라핀오일 처리는 한국잔디의 엽색기간 연장 효과가

있었다. 10월 초순에 파라핀 오일 처리 시 네 지역 모두

10일 후의 엽색도가 무처리에 비하여 녹색을 더 유지하였

는데 지역간의 정도 차이는 있었다. 처리 후 10일 동안의

평균기온은 안성지역이 12.9oC내외로 가장 낮았으며 상주

지역은 13oC내외였고, 합천지역은 15oC내외였으며 부산지

역은 20oC내외로 가장 따뜻하였다. 한국잔디의 휴면온도

는 3-4oC내외인데(Lee et al., 2004) 본 연구를 수행한 실

험지역들이 휴면온도 이하로 내려가는 시기는 최저온도를

기준으로 안성지역은 10월 17일이었으며 영하로 내려간

날짜는 11월 14일로 -1.2oC를 기록하였고, 합천지역은 10

월 18일 0oC를 기록하였으며 영하로 내려간 날짜는 10월

26일로 -1.5oC를 기록하였다. 상주지역도 합천지역과 비슷

한 변화를 보여 10월 18일 2.8oC를 기록하였으며 10월 26

일 -1.5oC를 기록하였다. 반면 부산지역은 11월 20일 3.1oC

를 기록하였고, 12월 9일에 -0.4oC의 영하온도를 기록하였

다(Fig. 1). 한편 안성과 부산지역에서는 엽색기간의 연장

효과가 60일 후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합천과 상주지역

에서는 60일째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합천과 상주지역 잔

디의 경우 엽폭이 넓은 광엽형 한국잔디로서 부산과 안성

지역의 엽폭이 좁은 고려지나 중지 계통의 한국잔디와 품

종간 차이로 생각된다. Yeam et al.(1985)은 동일수준의 질

소시비 수준에서 엽폭이 넓은 들잔디에 비하여 엽폭이 좁

은 금잔디(Z. matrella)의 엽록소 함량이 높게 유지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잔디의 종 또는 품종간 차이에 따르는

광합성 생리의 차이에 의해 파라핀 오일의 처리 후 엽색

기간의 차이가 품종간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광

환경의 차이도 잔디의 생육이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Do and Kim, 1992; Huh, 1997) Lee et al.(2004)은 온도와

조도가 한국잔디의 녹색기간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

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를 수행한 장소들 중 합천지역은

산정부의 북사면에 위치하여 일조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상주지역은 일조량이 많은 장소였는데 이러한 입지 환경

의 특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10월 중하순 파라핀 오일 처리 50일 후 잔디엽색의 변

화도 부산지역만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다른 지

역은 무처리에 비하여 엽색기간 연장 효과가 있었다. 파

Table 5. Effects of paraffin oil treatments on value of chlorophyll content in leaf of Zoysiagrass in a University of Kentucky
experimental field.

Spray volume of paraffin oil/m2
Mean value of chlorophyll contents±SE

6 DAT* 10 DAT 30 DAT

47 ml 173.0±4.2 a 133.3±1.5 a   91.8±1.1 b**

93 ml 179.5±1.8 a 139.0±2.1 a   93.8±0.5 ab

186 ml 185.3±2.2 a 140.8±4.6 a 96.5±0.3 a

Control 171.5±4.3 a 129.0±1.5 a 89.8±1.1 b

Paraffin oil was treated at 100 fold dilution. Chlorophyll contents in leaf were check by CM-1000 chlorophyll meter (Spectrum Technologies, Inc.
IL. USA). *Days after treatment.

**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each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ukey HSD Test, P < 0.05).

Table 6. Effects of paraffin oil treatments on reduction of leaf weight in Zoysiagrass.

Spray volume of paraffin oil /m2
Mean reduction rate of leaves weight (%)±SE

1 DAT* 2 DAT 3 DAT 6 DAT 9 DAT 15 DAT

47 ml 2.36±0.17 3.62±0.24 3.85±0.16 4.23±0.21 5.34±0.46 5.80±0.43

93 ml 2.50±0.11 3.71±0.24 3.95±0.14 4.49±0.21 5.46±0.45 5.94±0.44

186 ml 2.30±0.14 3.82±0.22 4.06±0.22 4.38±0.31 5.43±0.60 5.80±0.66

Control 2.44±0.17 3.85±0.25 4.19±0.16 4.58±0.24 5.83±0.57 6.39±0.55

Paraffin oil was applied to field plots then cut leaves. Leaves were kept on 50 ml Falcon tube.
*Days af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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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핀 오일 처리 후 최저온도는 부산지역이 한 달 후 동안

평균 11.1oC로 합천과 상주의 8.0, 7.3oC에 비하여 높게 유

지되었다. 

엽록소 함량은 조사를 한 세 지역 모두 무처리에 비하

여 감소율이 낮아 파라핀 오일 처리 시 엽록소 함량 감소

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Han et al.(1977)은 감귤

에 동계기간인 12월 30일 기계유유제(파라핀 오일) 처리

시 엽 내 수분 함량 감소 방지 효과가 있으며 아울러 탄

수화물 함량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또한 엽 내 수

분량 감소 억제는 동기의 일시적 한풍해 방지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나 탄수화물 함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동해의

우려가 증가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잔디의 경우 3-4oC

에서는 생육이 정지되고, 0oC이하에서는 잔디에 냉해가 발

생하기 때문에(Lovitt, 1980) 감귤에서처럼 탄수화물의 소

모량 증가에 의한 동해우려(Han et al., 1977)보다는 엽내

의 수분량 감소 억제로 인한 건조 방지효과와 처리 된 파

Fig. 1.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at the experimental areas in Anseong, Gyeonggii, Gumjung in Busan, Hapcheon in
Gyeongnam and Sangju in Gyeongbuk,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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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핀 오일이 엽 표면에 피막을 형성함으로서 호홉을 감소

시켜 엽록소 함량의 감소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2010년도에 본 실험의 조사지인 경남 합천에서 사

전 연구한 결과 가을철의 파라핀오일 처리는 봄철의 녹화

(green up)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을철 녹색기간 연장으

로 인한 차년도 잔디 생장에는 영향이 없었다(Lee, observation

data).

파라핀 오일 처리 후 채취한 잔디 엽의 수분량 손실은

10월 초순의 부산지역 처리와 10월 중순의 안성지역 처리

에서 무처리구에 비하여 건조속도가 느리게 진행되었다.

이 실험은 Han et al. (1977)이 감귤에서 실험한 바와 같

이 파라핀 오일 처리가 잔디의 수분량 유지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하였는데 비록 생

육중인 잔디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지는 못하였지만

부분적으로 파라핀 오일 처리에 의한 잔디 지상부 무게

감소 억제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파라핀 오일 처리

에 의한 잔디 호홉량 변화나 엽 성분 변화와 같은 연구는

추후 엽색기간 연장 원인 규명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일 농도의 파라핀 오일 처리에서는 처리물량이 많을

수록 엽록소 함유량이 높게 유지되어 엽색도 유지에 기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은 골프장의 병해충 방제

시 처리 물량이 많을 경우 시간과 노동력의 투입이 상대

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소량의 고농도 약제 살포 후 자

동관수를 통해 적정 희석배수를 유지하면서 처리시간과

노동력의 절감을 유도하는 일반적인 관리방법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는데 파라핀 오일의 특성상 추가적인 관수보다는

살포 시 잔디 엽면에 파라핀 오일이 고루 부착될 수 있도

록 살포입자를 작게 하여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잔디는 서울지역에서 4월 하순에서 9월 초순까지

100% 녹색기를 유지하다가 9월 30일부터는 급감하여 11

월 초순경에는 거의 녹색을 상실한다고 하였으며 질소 시

비량을 증가시킬 경우 엽록소 함량은 10월 하순까지 무처

리구에 비하여 높게 유지되고, 예고 후 재성장율은 10월

중순까지 나타난다고 하였다(Kim, 1990).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한국잔디의 녹색이 급감하는 10월 초순과 중순에

파라핀 오일을 처리하여 녹색기간 연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의 파라핀 오일 처리는 한국잔

디의 녹색기간을 연장시켰다. 또한 가을철에 파라핀 오일

을 살포한 잔디의 다음 해 그린업(green up)이 무처리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Lee, observation data)을 고려하면

가을철 휴면기 이전의 파라핀 오일 살포는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파라핀 오일처리가 잔디의 엽색

의 증대나 엽록소 함량의 증대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엽색도나 엽록소 함량 감소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목적에 부합하는(골프장이나 경기장, 학

교운동장, 공원 등의 장소나 목적에 따른 상대적 녹색도

요구 정도의 차이) 녹색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어느 시

기부터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반복 살포 시

효과가 연장 또는 증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가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2.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at the experimental area in

Lexington, Kentucky, USA. A: temperature, B: precipitation.

Fig. 3. Effects of paraffin oil treatments on reduction rate (%)
of chlorophyll in leaves of Zoysia japonica in Sangju,
Gyeongbuk in mid-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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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파라핀 오일 처리가 한국잔디의 녹색기간연

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10월 초

순에 파라핀 오일(순도 98%)을 50배와 100배, 200배로 희

석하여 경남 합천과 경북 상주지역의 광엽형 한국잔디

(Zoysia japonica)와 부산 금정 및 경기도 안성의 중엽형

한국잔디(Zoysia matrella)에 처리한 결과 50배액 처리시

엽색 감소 효과가 높았다. 광엽형 한국잔디에서는 처리 후

60일 후에까지 엽색도가 무처리에 비하여 높게 유지되었

다. 파라핀 오일10월 중순 처리 시에도 경기 안성과 경남

합천, 경북 상주 지역의 엽색도가 60일째까지 높게 나타

났다. 파라핀 오일 10월 초순 처리 시 엽록소 함량은 무

처리에 비하여 높았다. 파라핀 오일 처리 후 절단한 잔디

의 지상부 무게 감소율은 10월 초순 부산 금정처리와 10

월 중순 경기 안성지역 파라핀 오일 처리에서 낮았다. 미

국 켄터키주 렉싱턴의 들잔디에서 동일 농도의 파라핀 오

일 처리시, 처리 물량이 많아질수록 엽록소 함량이 높게

유지 되었다. 따라서 파라핀 오일은 가을철 들잔디의 녹

색기간 연장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파라핀 오일, 녹색기간연장, 한국잔디, 엽록소, 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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