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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피해의 이해와 겨울철 골프장 관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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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nterkill can be defined as any injury including freeze stress kill, winter desiccation, and low

temperature disease to turfgrass plants that occurs during the winter period. The major damages from winterkill were

low temperature kill, crown hydration, and winter desiccation. Low temperature kill is caused by air and soil

temperature. Soil temperature affect more severe to turfgrass than air temperature because low soil temperature

cause fetal damage to turfgrass crown. Crown hydration is a form of winter injury in which intercellular water within

the plant freezes and causes physical injury to the cell membrane and wall. This is eventually resulted in dehydration

of cell. Winter desiccation is the death of leaves or whole plants due to drought during the winter period. To reduce

winterkill damage, cultivar selection is very important. If changing cultivar is not allowed, cold temperature

hardiness needs to be increased by providing nutrients especially phosphorus and potassium in the late fall. Turf

cover is effective way to reduce winterkill damage. Remaining snow is positive process to reduce winterkill damage

by insulating soil temperature. The previous researches reported many materials as turf cover such as straw,

polypropylene, polyester, and wood mat. Aeration and topdressing is one of the process against winterkill. Both

methods are mainly conducted to reduce thickness of thatch layer. In recent, relatively new materials called black or

winter topdressing sand are used to protect soil temperature from low air temperature and thaw ice crystal that may

remain in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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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연속에서 성장하는 식물은 주변환경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하며 그 환경조건에 의해서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를 생성하기도 하고 반대로 주변환경의 요인이 성장의 저

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중에는 사람에 의한 인의적

인것 이외에도 온도, 수분, 광조건 등 식물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수많은 요인에 의해서 그 성장에 영향을 받는다. 이

러한 환경요인중 온도는 잔디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의 하나이다. 한지형잔디의 경우 지상부 생육을 위

해서 18-24oC가 적절한 온도의 범위이며 10-18oC가 지하부

의 생육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온도의 범위가 된다. 난지

형잔디의 경우 지상부 생육을 위해서 27-35oC가 적절한 온

도의 범위이며 24-29oC가 지하부의 생육을 위해서 가장 적

절한 온도의 범위가 된다(Beard, 1973). 잔디가 생육을 위한

적정범위의 온도를 벗어나게 되면 이상증상이 나타나게 되

며 특히 온도가 저온으로 내려가는 경우 광합성 량의 저하,

단백질 형성의 감소, 탄수화물 이동의 저해등 여러가지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에도 운영되는

골프장이 많아 골프코스에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다.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 잔디에서 발생하는 피해 즉, 저

온피해, 저온건조, 저온발생 질병등의 모든 피해증상을 일

컬어 동절기 피해(winterkill) 라고 한다(Beard, 2005). 본 글

에서는 동절기 피해의 원인과 우리나라의 코스관리를 위한

동절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루어 본다.

동절기 피해의 유형

저온피해(Low temperature Kill)

겨울철에 발생하는 저온피해는 영하의 온도에서 형성되

는 얼음결정(Ice crystal)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이 저

온피해는 난지형잔디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되며 한지형

잔디 중에서도 anuual blegrass (Poa annua L.)와 peren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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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egrass (Lolium perenne L.)은 이 종류의 피해에 아주 취

약한것으로 알려져 있다(Fry and Huang, 2004). 얼음결정

의 형성은 크게 두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번째

는 온도가 급속히 내려갔을때 생기는 얼음결정으로 세포

내결정(intercellular freezing) 이라고 한다. 이것은 식물체

내에 생긴 얼음결정체가 세포막을 파괴하여 식물체를 고

사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두번째는 온도가 비

교적 긴 시간에 걸쳐 영하로 내려 갔을때 생기는 얼음결정

으로 세포외결정(extracellular freezing) 이라고 한다. 이 경

우는 잔디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오랜시간

저온에 노출이 되면 잔디가 성장을 위한 신진대사가 저해

되어 고사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것은 세포내에 있는

수분이 세포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인데 주로 저온

건조한 기간에 그 피해가 더 크다 발생한다. 골프코스에

서는 모래로 지반이 되어 있고 예초높이가 낮은 퍼팅그린

에서 그 피해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시기적으로는 잔디

가 휴면기에서 회복하는 늦겨울이나 초봄에 가장 많이 발

생한다. 저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눈

이 쌓여 있을때 눈을 치우지 않는 것이다. 어느정도 쌓인

눈은 공기중의 온도가 영하이라도 토양온도를 영상으로

유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물리적인 피복재의 역할을 해

주며 지속적인 수분 공급원이 되기도 한다(Happ, 2004).

그러나 눈과는 달리 배수가 불량한 곳의 물고임현상으로

생기는 빙판은 관부에 얼음결정이 형성되어 잔디를 고사

시키게 되므로 잔디위에 형성된 빙판의 얼음은 제거 되는

것이 좋다(Frank, 2009). Zontek (2010) 은 잔디위에 형성

된 빙판이 30일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존재한다면 피

해를 예방하기 위해 얼음제거 작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

고 하였다. 잔디위를 덮고 있는 빙판의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통기기계가 사용될 수 있는데 물리적인 손상을 피

하기 위해 1.3 cm 지름 보다 적은것을 사용해야 한다(Vavrek,

1994). 얼음을 제거하는 시기는 낮보다는 상대적으로 온도

가 낮은 이른아침이 권장되는데 그 이유는 얼음을 제거하

기 위해서 통기기계를 사용하기에 낮에는 비교적 얼음의

상태가 이른 아침보다 충분히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Beard (1998)은 물고임으로 인해 생긴 빙판에 덮인 잔디의

종류에 따른 피해의 정도를 실험했다. 이 실험에서 Kentucky

bluegrass (Poa pratensis L.)와 creeping bentgrass (Agrostis

stolonifera L.)의 경우 빙판에 의해 덮인 기간이 150일이 경

과해도 그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annual blugrass

의 경우 75일에서 90일이 경과 했을때 고사에 이른다고 그

는 보고했다.

저온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또하나의 원인은 큰 온도차

이로 인해 결빙과 해빙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Anderson et

al. (2003)은 bermudagrass (Cynodon dactylon L.)의 경우 노

출된 최저온도보다 저온에 노출된 기간이 저온피해를 일

으키는 더 큰 요인이라고 결론 지은바 있다. 이것은 저온

피해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최저온도보다 저온에

노출되는 기간과 온도의 변화에 노출되는 시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이다. 최근 5년사이 기상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겨울철이라도 온도의 변화가 커지고 있다. 그러

나 선행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저온피해를 예방하기 위하

여 기상데이터를 분석 할 때 최저온도 보다는 온도의 변

화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관부수화(Crown hydration)

늦겨울이나 초봄에 잦은 온도변화로 인해 결빙과 해빙

이 반복되는 현상은 저온 피해 뿐 아니라 관부에 생기는

얼음결정에 의해 식물체의 세포를 파괴해 고사에 이르는

관부수화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미국골프협회(United

States Golf Association: USGA)에서는 관부수화를 식물체

의 세포내 수분이 결빙되어 형성된 결정체에 의해 세포막

을 파괴하고 탈수의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 이것은 관부속의 수분이 급격한 온도 저하로 얼

음결정을 형성 할때 그 부피가 약 109%까지 증가하기 때

문인데 늘어난 부피의 결정들이 세포막을 파괴하고 결과

적으로 세포내 수분의 손실되기 때문이다(Roberts, 1993).

Roberts (1993)은 annual bluegrass와 creeping bentgrass로

조성된 퍼팅그린에서 관부수화에 대한 피해정도를 실험했

다. 이 실험에서 겨울철 저온기간에 annual bluegrass가 약

50%의 피해를 입었을때 creeping bentgrass는 피해 없이

휴면기에 들어갔으며, 눈이 녹는 늦겨울에 온도가 24시간

이내에 -7oC까지 내려갈 경우 creeping bentgrass가 약 5-

30%의 피해를 입었고 annual bluegrass의 경우 완전히 고

사되었다. 관부수화에 의해 피해를 입는 과정은 결빙과 해

빙의 과정이 몇변 이루어 졌는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위

실험의 경우 3번의 반복과정에 annual bluegrass는 고사에

이르렀다. 

저온건조(Winter desiccation)

저온건조는 겨울철 온도가 낮은 기간동안 휴면기에 들

어간 잔디가 수분이 부족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

한다(Beard, 1973). 저온건조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

기는 저온피해와 관부수화작용이 발생하는 시기와 같이

온도가 가장 낮은때가 아니라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는

늦겨울이나 초봄이 된다. 이것은 잔디가 휴면기에서 깨어

나서 수분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시기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저온건조 피해가 발생

하는 원인은 대기와 토양이 건조한 정도에 따라 그 피해

정도가 나타나게 된다(Beard, 2002). 대기가 건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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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잔디의 잎에 피해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대기건조

가 발생하는 조건은 낮은 상대습도, 강한 바람과 태양광

등이 있다. 이외에 대기온도와 토양온도와의 온도차이가

6.7oC 이상일 경우 대기건조 피해가 시작된다(Beard, 1973).

토양에 충분한 수분이 존재하더라고 저온의 경우 그 수분

이 얼어 있는 경우 토양속 수분량과 상관없이 대기건조

피해는 발생하게 된다. 골프장에서 대기건조에 취약한 지

역으로는 바람에 노출이 잦은 비교적 지반이 높은지역 그

리고 그늘이 없어 태양광에 노출이 되는 지역이다. 토양

건조는 대기건조 보다 잔디의 생육에 더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그 피해가 잎에만 나타나는 대기건

조와 비교하여 토양건조는 뿌리와 관부의 생육에 영향을

주어 고사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토양건조의 원인은 눈

과 비를 포함한 강수량의 부족에 의해서 발생한다. 대기

건조가 장기간 이어진 상태에서 강수량이 부족한 경우 토

양건조의 피해는 극대화 된다. 저온건조 조건에서 뿌리의

생육이 제한되는 annual bluegrass의 경우 토양건조 피해

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Dionne, 2000). 

동절기 피해에 대비하는 겨울철 골프장 관리

저온 내성화(Cold Temperature Hardiness)

동절기 피해를 감소시키려면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

지로 동절기 피해에 강한 초종선택이 요구된다. National

Turfgrass Evaluation Program (NTEP)에서는 실험을 통해

2010년 creeping bentgrass의 초종을 동절기 피해에 강한

순으로(NTEP, 2010) 발표하였다(Table 1). 우리나라에서 퍼

팅그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Penncross, Penn A-1. L-

93 등은 비교적 동절기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사용되고 있는 품종을 교체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저온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잔디가 고사

되거나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때 회복 할 수 있는 최저

의 온도에 순응해 가는 생리학적인 과정을 저온내성화라

고 정의한다(Beard, 2005). 잔디의 종류에 따라 저온내성

화의 능력은 차이가 있다. Beard (1973)은 저온내성화가

강한 순으로 잔디의 종류를 구분하였다(Table 2).

저온내성화의 능력은 늦가을과 초겨울에 관부 조직내에

탄수화물의 생산량이 증가할때 그 능력이 향상된다(Tompkins

et al., 1995). 이 탄수화물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저온내

성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영양분의 공급이 중요한데 특

히 겨울이 되기전에 인산과 칼륨의 비율을 높여 시비하는

것이 저온에 대한 내성화를 촉진시켜 동절기 동안 동절기

피해를 감소시킬수 있는 방법이 된다(Roberts, 1993; Johansson,

1994). 이러한 영양분의 섭취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질소

의 시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탄수화물의 양을

증가 시키기 위해서 늦가을의 질소시비가 칼륨의 섭취량

을 증가 시킨다는 것은 Woods (2004)에 의해서 보고된다

있다. 또한 늦가을에 질소와 칼륨의 비율을 1:2로 시비 했

을때 질소만 시비 했을때 보다 약 30% 적게 동절기 피해

가 발생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 되었다(Roberts, 1993).

늦가을이나 초겨울의 시비량을 정할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시기의 질소는 영양분의 공급원이 아닌 탄수화물의 생

성량 증가시켜 동절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보조적인 역할

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소량의 질소시비

가 필요한며 질소의 과잉공급은 동절기 피해에 더 취약한

상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snow mold 와 같은 저온질

병 발생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Happ, 2004). 

잔디 피복재(Turf cover)

우리나라는 고유의 골프문화로 인해 겨울에도 운영이

Table 1. 2010 winterkill tolerance ratings of creeping bentgrass
cultivars grown on a green (NTEP, 2000).

Cultivars
Winterkill tolerance ratings

(1-9; 9=No injury)

PST-OJO 
A08-TDN2 
V8 
AUTHORITY 
BARRACUDA (MVS-AP-101) 
SRP-1BLTR3 
AFM 
DECLARATION 
PROCLAMATION (LTP-FEC) 
PENN A-2 
SRP-1GMC 
PENN A-1 
PIN-UP (HTM) 
T-1 
ALPHA 
L-93 
PENNCROSS 
 LSD VALUE 

7.0
6.3
6.3
6.0
6.0
6.0
5.7
5.7
5.7
5.3
5.3
5.0
5.0
5.0
4.3
4.3
3.0
1.0

Table 2. A general ranking of low temperature hardiness for
turfgrass species (Beard, 1973).

Low temperature hardiness Turfgrass species

Excellent
Rough bluegrass

Creeping bentgrass

Good
Kentucky bluegrass

Colonial bluegrass

Medium
Annual bluegrass

Tall fescue

Poor
Red fescue

Perennial ryeg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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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으며 겨울철이 되면 골프코스에 쌓인 눈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코스의 잔디위에 쌓

인 눈의 존재여부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효과의 여부를 떠나 골프장의

운영을 위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접근하자면 겨울철 골프코스 잔디위에 쌓인

눈은 휴면기를 오래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봄철 회

복기에 필요한 수분의 공급원이 된다(Tompkins et al., 2000).

잔디위에 덮인 눈은 저온의 대기온도로부터 토양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절연체 역할을 하게 되며 이 효과는 휴면

기를 연장시켜 궁극적으로 늦겨울에 발생하는 동절기 피

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된다. 기온의 급변화로 인해

쌓인 눈이 빨리 녹더라도 이 절연체 효과는 3-4일 정도

유지되며 주된 동절기 피해를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역할

을 하게된다. 그러나 녹은 눈이 결빙되어 빙판이 형성되

는 경우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킴으로 온도차이를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쌓인 눈의 이러한 절연체 효과가 선

행연구에 의해 보고 되면서 많은 절연체 역할을 하는 물

질들을 이용한 실험들이 이루어 졌다. Roberts (1986)은 겨

울철에 creeping bentgrass에 polyester, polypropylene,

pineneedle 등의 재료로 된 피복재를 사용하여 수분을 확

보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피복재를 사용

하여 수분을 확보하는 것이 봄철 회복시기에 더 좋은 효

과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Tapp et al. (1988)는

bermudagrass 에 피복재로서 밀집, polypropylene, polyester

등을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 저온건조피해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Dionne et al. (1999)은 annual bluegrass로 조

성된 퍼팅그린에서 저온건조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밀짚

과 나무를 피복재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관부의

최저온도를 측정한 결과 피복재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6oC,

나무피복재를 사용했을때 -2oC, 그리고 밀짚을 사용했을때

-1oC로 나타났다. Johnston and Golob (1997)은 creeping

bentgrass 와 annual bluegrass에 피복재와 성장조절제(Plant

growth regulator: PGRs)를 같이 사용했을때 특히 저온건

조 피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골프업계에서 운영을 위해 불가피 하게 제설작업이 수반

되지만 봄철 회복기에 큰 피해를 입고 대부분의 경우 보

식작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운영이 불가

피 하다면 이용이 없는 야간에만 사용 할 수 있는 피복제

를 고려하는 것도 동절기 피해를 감소 시킬수 있는 한가

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하지 않

는 골프장이라도 운영을 일찍 시작하기 위해 이른 봄에

제설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동

절기 피해를 극대확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Tompkins

et al., 2000). 

통기와 배토(Aeration and Topdressing)

3.5 cm 혹은 그 이상의 두꺼운 thatch 층은 잔디가 동절

기 피해에 견디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그 이유는 두꺼운

thatch 층에 의해서 높여진 관부의 위치로 인해 상대적으

로 낮은 대기온도에 관부가 노출이 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저온피해와 저온건조피해 두가지

모두에 취약한 경향을 보이게 된다. 또한 두꺼운 thatch 층

은 많은 수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부수화작용을 일

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겨울철이 되

기전에 동절기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통기작업을 통해

두꺼운 thatch 층을 완화 시켜야 한다. 보통 통기작업과 같

이 병행되는 배토작업은 Thatch 층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Christans, 2011). 겨울철 직전의 0.6 cm 이상의 두꺼

운 배토는 배토층이 피복재 역할을 하게 됨으로 대기저온

으로부터 토양의 온도를 유지하는 효과와 동시에 저온건

조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 때 주의 해야 할 점은 배

토후 정리 과정에서 dragging이나 brushing을 하게 되는데

이시기의 잔디는 물리적인 충격에 약한 시기임으로 작업

의 양을 나누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의 골프

코스 관리에서 동절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초겨울 배토작

업에 사용되는 쓰이는 모래로 winter topdressing sand 혹

은 black topdressing sand라고 불리우는 검은색 모래가 사

용되고 있다. 이 검은색 모래는 배토용 모래로 USGA에

서 추천하는 기준량에 적합하고 검은색의 특성으로 인해

잔존해 있을 수 있는 얼음결정체를 녹이는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토양의 온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Hamilton,

2003). Black topdressing sand 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악화되는 기

상조건에서 동절기 피해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그 사용이

고려된다. 

결 론

최근의 연구동향은 급변하는 기상조건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동절기 피해는 특히

동절기에도 골프장이 운영이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과 악화되는 기상조

건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골프장의 관리는 동절기 피해

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새로운 방법들이 요구된다. 동

절기 피해에 대한 정도는 더 악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

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동절

기 기간동안의 배토작업이나 코스를 덮고 있는 빙판을 제

거하기 위한 통기작업, 동절기에 대한 내성이 강한 초종

선택, 그리고 이동이 강한 피복재 사용등 본 글에서 언급

된 방법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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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요 약

동절기 피해는 겨울철에 나타나는 피해의 형태로 유형

에 따라 저온피해, 건조피해, 관부수화, 그리고 동절기 병

발생등이 있다. 저온피해는 대기온도와 토양온도에 의해

그 피해가 발생하는데 토양온도가 관부의 생육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피해의 정도가 더 심하게 발생

한다. 관부수화는 세포내결빙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로 세

포막을 파괴하며 결과적으로 세포내 조직을 탈수시키게

된다. 저온건조는 동절기 기간동안 식물체의 잎 혹은 식

물전체에 건조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 고사에 이르게 되는

피해를 말한다. 동절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을철 인

산과 칼륨의 시비가 동절기 피해에 대한 내성을 증진시키

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피복재의 사용이 동절기 피해

를 최소화 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

으며 겨울철 잔디위에 쌓인 눈도 대기온도로부터 토양온

도를 유지하는 피복재 역할을 하게 된다. 동절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기와 배토의 방법이 있다.

통기와 배토는 모두 주로 대취층의 두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또한 겨울철 배토를 위해 사용되는

검은색 모래는 토양에 잔존해 있는 얼음을 녹이고 토양온

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피복재와 같이 동절

기 피해를 최소화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어: 관부수화, 동절기 피해, 배토, 저온건조, 저온피

해, 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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