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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urban green space is disappearing due to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cluding the disruption of the ecology in urban areas. To solve such problems 

and increase urban green area, roof greening has been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hrough observing 

the responses of three plant species (Mukdenia rossii, Dianthus chinensis, and Pachysandra terminalis) 

plantrd on the soil mixed with Geohumu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Gehumus on soil water 

content and plant survival. Soil water content of the rooftop soils has been increased when mixed with 

Geohumus. The responses were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Geohumus in the mixture. Geohumus 

exerted a stronger influence on raising soil moisture content for soil A which had lower water-holding 

capacity. The stress responses of the plants varied in relation to the amount of Geohumus and soil 

moisture content. The stress response was lowest for Dianthus chinensis and increased in the order 

of Mukdenia rossii and Pachysandra terminalis. With the highest plant stress, Pachysandra termin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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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the lowest survival rate among the three species. Without irrigation, the plants survived only 

for six weeks on green roofs. The survival rate differed depending on the amount of Geohumus mixed.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showed, with some exceptions, that Geohumus helped to improve soil 

water content, reduce plant stress, and extend plant survival period.

Key Words：Plant growth media, Geohumus, Soil Water Retention, Drought stress, Survival Rate.

I.서  론

 사회에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도시 

내의 녹지 공간 감소,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나

타나고 있다. 도시 녹지 면 을 증가시키기 

한 방편으로 인공 지반의 녹화가 시도되고 있

다. 옥상환경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토양의 

수분조건이다. 건조한 옥상환경에는 수분 스트

스에 강한 리형 식물이 식재되어야 한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08; Ju et al., 2012). 

특히 리형 옥상녹화지에서는 생육 가능한 

식물의 선정과 함께 토양수분 조건의 개선이 필

수 이다(Lee et al., 2007). 식물은 토양수분 함

량이 낮아지면 수분 스트 스의 증가로 합성

량이 감소한다(Kil, 1999). 토양수분은 무 수 

조건에서 토양 종류에 따라 수분 감소 패턴에 

큰 차이가 있으며, 토양수분 감소에 따른 식물

의 수분 스트 스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Ahn et al., 2013). 토양의 수분특성을 개선

하기 하여 토양개량제가 사용된다. 유기질 토

양개량재는 토양의 수분함량을 증가시키고 식

물의 생존과 생장에 정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Ju et al., 2013). 토양개량재는 건조 지

역에서 토양수분 함량을 약 10% 높여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Kyung et al., 2004). 옥수수 분을 

주성분으로 한 토양보습재가 건조기에 모래 배

양토의 수분조건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이 확인되었다(Choi et al., 2008). 옥상조건에 사

용되는 인공배합토양은 자연토양에 비하여 용

도가 1/3 이상 낮으며 공극량이 많아 수분

함유눙력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토양개량재를 

이용하여 인공토양의 수분조건이 향상된다면 

옥상녹화지의 식물 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다. 본 연구는 옥상녹화지에서 토양개량재인 지

오휴머스가 토양수분 조건에 미치는 향을 규

명하고, 토양수분 조건 차이에 따른 식물의 건

조 스트 스 반응을 알아보기 한 목 으로 진

행되었다. 

II.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지오휴머스가 혼합된 토양에서 

수분조건이 히 개선되고 식물의 생존률 향

상에 향을 미치는가 살펴보기 하여 지오휴

머스의 효과가 없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

정하기 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은 경기

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성균 학교 자연과학

캠퍼스 생명공학 학 건물 옥상에서 2014년 5월

부터 2014년 7월까지 진행하 다. 실험에 사용

한 식물은 옥상녹화에 이용 가능한 3가지 식물

을 선정하 다. 돌단풍(Mukdenia rossii)은 옥상

녹화에 많이 이용되며 비교  건조 환경에 잘 

응한다. 패랭이(Dianthus chinensis)도 건조한 환

경에 응력이 좋으며 옥상녹화에 사용된다. 수

호 (Pachysandra terminalis)는 앞의 두 식물 보

다는 건조한 환경에 약한 특성을 가지며 실험 조

건에 따른 반응을 살펴보기 하여 사용되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토양은 인공혼합토(펄라이트, 

피트모스, 코코피트, 부숙커피박, 질석)와 에코

소일((주)에코엔바이오)이었다(Table 1). 두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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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성이 비슷하지만 A 토양은 퇴비 신 부숙

커피박을 유기물로 사용하 다. 토양종류별 물

리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토양 pH(H2O 5：

1), 토양용 도, 토양공극량, 토양유기물 함량

(Walkley- Black법)을 측정하 다. 한 토양의 

양분특성은 총질소, 유효인산, 나트륨, 마그네

슘, 칼륨, 칼슘의 함량을 측정하 다.

본 실험에서 토양개량재로 사용된 지오휴머

스는 독일 Geohumus사에서 2005년 개발된 유

기탄소, 질소, 칼슘, 산화마그네슘 등의 양소

가 포함되어 있는 갈색의 작은 입자이다. 토양

에 혼합되어 수분, 양소, 통기성 조건을 향상

시키기 한 소재로 개발되었다. 토양 내에서 

최장 3년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ttp://www.geohumus.co.kr). 유럽, 북미, 

동  북부 아 리카 지역에서 조경, 농업, 원  

등의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지오휴머스를 모듈 당 0g, 60g, 120g 씩 토양

에 혼합하 다(Table 2). 식물 3 종, 토양 2 종류, 

지오휴머스 혼합비율 3 수 , 3 반복으로 모두 

54개의 식재모듈로 실험구를 설치하 다. 실험

구는 50cm × 50cm × 10cm 크기의 식재모듈을 

연결하여 설치하 으며(Figure 1) 한 모듈에 식

물 9 개체씩 식재하 다(Figure 2). 실험 시작  

식재모듈에 일주일간 충분히 수하 으며 이

후 무 수 상태로 유지하 다. 실험구에 강우를 

막기 하여 비가림막을 설치하 다. 실험기간 

동안 토양수분, 식물 스트 스, 생존률을 일주

일 간격으로 측정하 다. 토양수분은 토양수분

측정기(WT-1000N, (주)미래센서)를 사용하여 

측정하 고, 식물 수분스트 스는 엽록소형

측정기(OS-30P, Opti-Sciences)를 사용하여 측정

하 다. 식물의 스트 스 반응은 식물의 엽록소 

형  측정값 Fv/Fm으로 나타난다. Fv/Fm은 표

화된 매개변수로서 식물의 photosystem Ⅱ 반

응 시 최 양자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건강

한 식물의 경우 엽록소 형  측정값(Fv/Fm)이 

0.79∼0.84의 범  내에 나타난다(Maxwell and 

Johnson, 2000). 스트 스를 받은 식물은 이보다 

낮은 값을 보이며 식물의 스트 스 정도를 나타

Table 1. Soils used in this study.

Soil Mixing ratio (%)

A Pearlite(60), Peat moss(10), Vermiculite(10), Cocopeat(10), Composted coffee ground(10)

B Eco-soil((주)에코앤바이오)(Pearlite, Peat moss, Vermiculite, Cocopeat, Compost)

Table 2. Experimental plot design.

Soil Geohumus
Replication 1 Replication 2 Replication 3

MURO DICH PATE MURO DICH PATE MURO DICH PATE

A

0g (1) A1-3 A1-2 A1-1 A1-3 A1-2 A1-1 A1-3 A1-2 A1-1

60g (2) A2-3 A2-2 A2-1 A2-3 A2-2 A2-1 A2-3 A2-2 A2-1

120g (3) A3-3 A3-2 A3-1 A3-3 A3-2 A3-1 A3-3 A3-2 A3-1

B

0g (1) B1-3 B1-2 B1-1 B1-3 B1-2 B1-1 B1-3 B1-2 B1-1

60g (2) B2-3 B2-2 B2-1 B2-3 B2-2 B2-1 B2-3 B2-2 B2-1

120g (3) B3-3 B3-2 B3-1 B3-3 B3-2 B3-1 B3-3 B3-2 B3-1

MURO: Mukdenia rossii, DICH: Dianthus chinensis, PATE: Pachysandra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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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실험결과는 SAS Ver 9.4을 이용하여 

ANOVA 분석과 유의성 검정을 하 다(Stokes 

et al., 2012).

III.결과 및 고찰 

1.토양 특성

토양 pH는 성 범  내에 있었으며 토양 A

보다는 토양 B가 높았다(Figure 3A). B3 처리구

에서 7.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B2, 

B1 처리구 순으로 낮아졌다. 토양 B는 혼합된 

퇴비에 의해 pH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토양

용 도는 토양 B가 토양 A에 비하여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Figure 3B). B1 처리구에서 0.18g/cm3

의 값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B2, B3 

순이었다. 토양공극량은 토양 A가 토양 B에 비

하여 높았다(Figure 3C). A2 처리구의 값이 

91.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B2, A3 처리구

Figure 1. The planting module used for the 

experiment (50cm×50cm×10cm).

Figure 2. Plot installation on the rooftop.

A. Soil pH B. Soil bulk density

C. Soil porosity D. Soil organic matter

Figure 3. Properties of the soil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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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으로 낮아졌다. 토양유기물함량은 토양 B

가 토양 A에 비하여 높았으며, 지오휴머스 혼합

량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Figure 3D). 토양 

pH는 체로 다른 인공토양의 pH 값과 비슷한 

범 의 분포를 보 으나 유기물함량은 다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5).

총질소는 토양 A가 토양 B에 비하여 함량이 

높았다(Table 3). A3 처리구에서 0.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A1, A2 처리구 순으로 낮아졌

다. 유효인산 함량은 토양 B가 토양 A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3 처리구가 72mg/kg로 함량

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B1, B2 처리구의 

순으로 낮아졌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 무기양분은 반 으로 토양 B가 토양 A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수 이후 토양수분 함량의 변화

수 후 토양 B는 토양 A보다 수분 함량이 10% 

이상 높았다(Figure 4). 지오휴머스를 혼합한 경

우 토양별로 수분 함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토양 A는 토양 B에 비하여 수분함량이 

낮았다. 토양 A는 지오휴머스 혼합비에 따라 토

양수분 함량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최  

약 2배까지 증가하 다. 인공토양에 토양개량재

를 혼합한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으며, 토양개량재 배합비가 높을수록 토양

수분 함량이 높았다(Kim, 2015). 이에 비하여 토

양 B는 지오휴머스 양에 따른 토양수분의 증가

량이 토양 A보다는 었다. 토양 B는 수분함량 

편차가 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오휴머스 

60g과 120g의 토양 간 토양수분 함량은 비슷했

다. 토양수분 함량은 토양 A, B 모두 수 이후

부터 차 감소하 는데, 실험 기에 수분 함량

이 격하게 감소되었으며, 이후는 완만하게 감

소하 다. 토양 A는 토양 B보다 수분 함량 감소 

속도가 더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오휴머스 

함량에 따른 토양수분 함량의 차이는 토양 A에

서 실험 종료 시까지 계속 나타났다. 

지오휴머스를 토양에 혼합하여 사용한 결과 

토양수분 함량이 혼합량에 비례하여 증가하

고 토양 내 수분보유 기간도 비례 으로 증가하

다(Figure 4). 지오휴머스는 토양의 보습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단되며 토양수분 조건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형태의 수

분보습제의 에서도 수분보유능력이 자체 

량의 200∼400% 까지 수분을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8). 본 실험에서 지오휴머스

를 사용한 후 토양 종류에 따라 토양수분 함량

의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무 수 옥상 조

건에서 토양 종류에 따라 토양수분의 감소 패턴

Table 3. Soil nutrient contained in the soil.

Type of Soil
T-N

%

T-P

mg/kg

K+

cmol/kg

Ca++

cmol/kg

Mg++

cmol/kg

Na+

cmol/kg

A1 0.55 16 0.37 12.0 5.0 1.09

A2 0.47 16 0.43 10.4 6.3 1.23

A3 0.60 26 0.68 9.7 7.7 1.89

Mean 0.54 19.33 0.49 10.70 6.33 1.40 

B1 0.25 67 5.35 14.0 7.9 3.04

B2 0.16 57 5.44 15.1 9.9 4.75

B3 0.22 72 4.80 15.1 10.3 4.90

Mean 0.21 65.33 5.20 14.73 9.37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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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Ahn 

et al., 2013). 지오휴머스를 일반토양에 사용한 

경우에도 토양수분 함량이 높아진 결과를 얻었

다(Duong, 2012). 본 연구의 결과 인공토양에서 

지오휴머스에 의한 토양수분 증가 효과는 수분

함유 능력이 은 A 토양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건이 다른 토양들에서 어떤 효과

가 있는지 확인하기 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3.식물의 건조 스트 스 반응

수 이후 토양수분의 감소에 따라 식물의 엽

A. Mukdenia rossii plot

B. Dianthus chinensis plot

C. Pachysandra terminalis plot

Figure 4. Changes of soil water retention with different levels of Geohumus after irrigation.



7인공토양에 혼합된 지오휴머스가 토양수분 증가와 식물의 건조 스트 스에 미치는 향

록소 형  측정값이 차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돌단풍은 토양 A에서 실험 기에 엽록소 

형  측정값이 0.56∼0.62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5주 이후 감소하 다(Figure 5A). 토양 B에

서는 기에 엽록소 측정값이 0.50∼0.58을 기

록한 이후 완만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단풍은 토양 A에서 상 으로 건조 스트

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랭이는 실험 기 토양 A에서 엽록소 형  

측정값 0.62∼0.67를 보 으며, 5주 이후부터 낮

아지기 시작했다(Figure 5B). 6주 이후 0.20∼

0.50로 낮아졌다. 토양 B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

A. Mukdenia rossii

B. Dianthus chinensis

C. Pachysandra terminalis

Figure 5. Changes of plant stress response with different levels of Geohumus after irr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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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 다. 토양 B에서는 엽록소 형  측정값

이 토양 A보다 일주일 먼  감소되기 시작하

으며, 이는 토양 내 수분 감소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패랭이는 다른 두 식물에 비하여 식물 

스트 스를 가장 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호 는 토양 A, B 모두에서 기 엽록소 

형  측정값 0.34∼0.35로 공시식물  가장 낮

았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 감소하 다

(Figure 5C). 수호 는 토양수분의 변화에 따라 

측정값이 감소하 으며, 실험 종료까지 스트

스가 지속되었다. 수호 는 반음지 조건에서 자

라는 습성을 가져 옥상 조건에서는 다른 두 식

물에 비해 응력이 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은 무 수 조건을 확보하기 하여 비

가림막을 설치하 기 때문에 온도가 기온도

보다 다소 높았고 반 으로 식물의 스트 스

를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식물의 건조 스

트 스 반응은 패랭이에서 가장 낮았고, 돌단풍, 

수호  순으로 높아졌다. 특히 수호 는 실험 

기부터 스트 스 정도가 높았고 시간이 흐르

면서 차 스트 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기간 동안 엽록소 형  측정값의 변화는 토

양수분 함량변화와 비슷한 경향을 보 다.

식물의 건조 스트 스 반응은 종에 따라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실험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바 있다(Ahn et al., 

2013). 지오휴머스의 사용으로 토양수분 함량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식물 스트 스 반응도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4.식물의 생존률

토양 내 수분이 감소하면서 식물의 생존률 

한 감소하 다. 한 토양에 혼합된 지오휴머스

의 비율에 따라 생존률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

다. 돌단풍은 지오휴머스를 혼합하지 않은 토양 

A에서 3번째 주부터 고사가 시작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생존률이 감소하 다(Figure 6A). 지

오휴머스 60g 처리구에서는 5번째 주부터 고사

가 시작되었고 120g 처리구에서는 6번째 주부

터 고사가 시작되었다. 토양 A에서 6주 이후 돌

단풍 생존률은 지오휴머스 0g 처리구에서 50%

다. 토양 B에서는 지오휴머스 무처리구에서 4

번째 주부터 고사가 시작되었고, 돌단풍 생존률

은 20%까지 낮아졌다. 60g과 120g 처리구에서

는 6번째 주부터 고사가 시작되었다. 돌단풍의 

고사 상은 토양 A에서 일  시작되었지만 6주 

이후 생존률은 토양 B에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랭이는 토양 A의 경우 지오휴머스 무처리

구에서 3번째 주부터 고사 상이 나타났고, 6주 

이후 생존률이 속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Figure 6B). 지오휴머스 60g과 120g 처리구

에서는 6번째 주부터 고사가 시작되었다. 토양 

A에서 생존률은 50%까지 떨어졌다. 토양 B에

서는 지오휴머스 혼합비와 상 없이 모든 토양

에서 6번째 주부터 고사가 시작되었고 실험 종

료 시 식물 생존률은 지오휴머스 혼합비에 따라 

120g , 60g, 무처리구 순으로 높았으며, 6주 후 

생존률은 40%까지 떨어졌다. 

수호 는 토양 A의 경우 지오휴머스 무처리

구와 60g 처리구에서 5번째 주부터 고사 상이 

나타났다(Figure 6C). 지오휴머스 120g 처리구

에서는 6번째 주부터 고사 상을 보 으며, 이

후 생존률이 속히 떨어졌다. 토양 B에서는 지

오휴머스 무처리구에서 4번째 주부터 고사가 

시작되었고, 6번째 주부터 생존률이 하게 감

소하 다. 지오휴머스 60g과 120g 처리구에서

는 6번째 주부터 고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생존

률이 하게 감소하 다. 수호 의 생존률은 다

른 두 종의 식물보다 낮았으며, 이는 수호 의 

건조 스트 스 반응이 가장 높았던 것과 연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토양에 수를 할 경우에 비하여 무 수

시 생존률이 50% 이하로 감소한 것을 보 다

(Kim, 2015). 본 연구에서는 인공토양에 무 수

시 식물의 생존률이 지오휴머스의 비율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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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토양에 

유기질 토양개량재를 혼합하여 조성된 인공지

반은 들잔디의 생장을 증진시킨 것으로 보고되

었다(Lee and Moon, 1999). 지오휴머스 처리구

의 생존률은 기에는 혼합비에 비례하는 차이

를 보 지만 6주 후 생존률은 모두 하게 떨어

졌다. 일반 으로 토양보습제의 효과는 토양 조

건과 기상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기 식물 생육에 정 인 향을 미친다(Kim, 

2014). 본 연구의 결과 지오휴머스는 토양의 수

분조건을 개선시키며, 돌단풍의 경우 토양 A, B

에서, 패랭이의 경우 토양 A에서 식물의 건조 

A. Mukdenia rossii

B. Dianthus chinensis

C. Pachysandra terminalis

Figure 6. Plant survival rates with different levels of Geohumus after irr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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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시작되는 시 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경우 식재 모듈

당 120g의 지오휴머스 혼합률이 가장 좋은 결과

를 가져왔다.

IV.결  론

인공 경량토양에 토양개량제인 지오휴머스를 

혼합하여 돌단풍, 패랭이, 수호 를 상으로 

무 수 실험을 진행한 결과 지오휴머스를 사용

하면 체 으로 토양수분 함량, 식물의 건조 

스트 스, 식물의 생존률에 정 인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토양 돌단풍, B토

양 패랭이, A토양 수호 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오휴머스에 의한 인공토양

의 기 수분함량 증가 효과는 지오휴머스 혼합

비에 비례하 다. 지오휴머스는 수분함유능력

이 낮은 A토양에서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토양개량재로 사용된 유기물, 

황토, 옥수수 분, 수분보습제 등은 토양의 수

분, 양분 조건의 개선 효과로 인하여 식물의 생

장과 생존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오휴머스도 토양수분 조

건의 향상과 생존률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지오휴머스를 사용한 인공토양에서 식물의 

건조 스트 스 반응은 패랭이가 가장 낮았고, 

다음은 돌단풍, 수호 의 순으로 높아졌다. 본 

실험은 무 수 조건을 확보하기 하여 비가림

막을 설치하 기 때문에 기온이 다소 상승했으

며, 일부 측정값에 향을  것으로 보인다. 무

수 실험에서는 비가림막의 설치 높이와 통풍 

조건이 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식물은 종에 

따라 건조 스트 스 반응에 차이를 보 으며, 

수호 는 건조 스트 스를 가장 많이 받아 생존

률이 다른 두 종의 식물보다 낮았다. 다른 두 종

의 식물은 수호 에 비하여 건조 스트 스가 높

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건조 스트 스 반

응이 나타났다. 

식물의 생존률은 모든 실험구에서 실험 시작 

6주 후부터 하게 감소했다. 수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은 온도 조건과 함께 토양수분의 

감소로 인하여 식물들의 스트 스 반응이 심해

졌다. 무 수 옥상 조건에서 건조에 따른 식물

의 생장한계 은 6주 정도인 것으로 단된다. 

식물의 생존률은 지오휴머스의 비율에 따라 차

이를 보 다. 지오휴머스는 토양수분 조건을 개

선하여 식물의 생존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토양의 건조 상태는 인공토양

의 종류  조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토양조건에서 추가 실험을 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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