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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뮤다그래스 페어웨이에 퍼레니얼라이그래스

오버시딩에 따른 두 초종의 밀도 및 품질 변화와

Trifloxysulfuron-sodium 처리에 의한 전이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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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of Density and Quality of Turfgrasses on

Bermudagrass Fairway with Perennial Ryegrass,

and Adjustment of Transition Period by Treatment

of Trifloxysulfuron-so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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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perennial ryegrass was overseeded in bermudagrass fairway, shoot density of perennial

ryegrass was gradually increased to 88,000/m2 at the end of May, however dramatically decreased to 0 in September

over the rainy season. On the other hand, that of bermudagrass increased from 2,000/m2 in March to 20,000/m2 in

early June, and then decreased to 4,000/m2 at the end of July, after the rainy season, rapidly increased to 50,000/m2 in

early September. Overseeding bermudagrass fairway with perennial ryegrass was maintained a good quality from

mid-April to mid-June and decreased the quality over the rainy season from late June to July, and then turf quality

was decrease to the worst level at the end of July. After the rainy season fairway quality was improved gradually and

was the highest-level during September and early October. Trifloxysulfuron-sodium was treated to minimize the

deterioration in turf quality due to early bermudgrass transition time in spring. Consequently, transition was started

in mid-May and shoot density of bermudagrass treated by trifloxysulfuron-sodium was 70,000/m2 in mid-June. Even

in the rainy season it was sustained as 30,000/m2, approximately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of untreated

overseeding fairway.

Key words: Bermudagrass, Perennial ryegrass, Shoot density, Transition, Trifloxysulfuron-sodium

서 론

국내 골프장의 페어웨이는 대부분 한국잔디가 많이 이용

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 골프장은 대부분 켄터키블루

그래스나 벤트그래스 등의 한지형 잔디로 조성되어있다. 이

는 영업적인 측면에서 제주지역의 기온이 동계기간동안

온난하여 한지형 잔디로 조성할 경우 연중 녹색을 유지할

수 있어 겨울철 영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잔디로 조성할 경우 잦은 강우, 안개 등

으로 라지패취의 발생율이 높아 한국잔디에 비하여 관리

가 용이한 한지형잔디로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골프장의 경영환경 변화, 기후환경 변

화 등으로 인하여 한지형 잔디의 경우 한국잔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기후의 아열대화 현상

으로 하절기 관리가 더욱 어려워져 관리가 용이하고, 비

용을 줄일 수 있는 초종으로의 교체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일부 골프장의 경우 한국잔디, 버뮤다그래스, 시쇼

파스팔륨으로 교체가 되었으며, 한국잔디와 버뮤다그래스

에 퍼레니얼라이그래스를 혼파하여 동계기간에는 퍼레니

얼라이그래스를 우점시켜 녹색을 유지시키고, 하절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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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에서 잘 자라는 버뮤다그래스를 우점시켜 사용하는

전이방법(transition)이 시도되고 있다(전, 2002).

1980년대 말에 건설된 중문골프장은 켄터키블루그래스

와 퍼레니얼라이그래스를 혼합한 한지형 잔디로 조성하였

으나 한지형 잔디의 생육에 부적합한 토양조건 및 기상조

건으로 인해 여름철 하고현상, 병해발생 등의 문제가 발

생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전, 1999).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문골프장은 국내 최초로 한지형 잔디

를 버뮤다그래스로 교체하였으며, 버뮤다그래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겨울철에는 퍼레니얼라이그래스를 이용

한 전이방법이 시도되었다. 

버뮤다그래스는 다년생 초종으로 서부 아프리카에서부

터 동부 인도에 이르기까지 인도양 주변의 무덥고 건조한

지역이 원산지이다. 1951년에 아프리카로부터 미국에 도

입되었고, 지금은 세계에 널리 분포되고 있다. 버뮤다그래

스는 여름철에 왕성한 생장을 하며 뿌리도 깊게 내리고

짙은 엽색을 띤다. 또한 답압, 건조, 염분에 대한 저항성

이 매우 강하여 바닷가 골프코스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조성이 빠르고 측지를 생성하고, 잡초와의 경쟁에서 우점

하며, 품종이 다양하고, 종자나 뗏장, 스프리그로 조성이

가능하다(McCarty and Miller, 2002).

그러나 버뮤다그래스는 여러 가지 재배적인 문제점과

병에 의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온도가 10oC이하로 떨

어지면 엽색이 갈변하면서 휴면에 들어가 녹색기간이 짧

은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을철

에 퍼레니얼라이그래스나 크리핑벤트그래스를 오버시딩하

여 휴면기 동안의 녹색을 유지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오버시딩에 관한 파종시기, 파종방법, 파종후

관리방법 등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있다(Beard,

1973; Minner et al., 1983; Turgeon, 2005).

국내에서 버뮤다그래스에 대한 연구는 국내 자생 버뮤

다그래스의 수집과 형태적 특성 및 분자생물학적인 특성

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Bae et al., 2011; Lee et al., 2011),

Lee, et al.(2000)에 의한 신품종 육종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버뮤다그래스의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없으며, 버뮤다그래스에 퍼레니얼라이그래스를 오버시딩하

는 전이방법에 관한 연구보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버뮤다그래스에 퍼레니얼라이그래스를 오버시딩하여 활

용할 경우 페어웨이 품질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항중의 하

나는 버뮤다그래스와 퍼레니얼라이그래스의 밀도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혼파 된

두 초종간의 전이를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

리하느냐이다. 이러한 전이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

초종이 혼재할 때 우리나라 제주도의 기후조건에서 밀도

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중 버뮤다그래스와 퍼레니얼라이그

래스의 밀도변화를 조사하여 전이시점이 언제인가를 밝히

고, 밀도변화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두 초종의 밀도를 어

떻게 유지할 때 가장 좋은 페어웨이 품질을 유지할 수 있

는 지를 규명하고, 버뮤다그래스의 장마기 품질저하를 최

소화하기위하여 trifloxysulfuron-sodium처리에 의한 버뮤다

그래스의 전이시기 조정 방법을 규명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시험구 배치 및 파종방법 

본 연구는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중문골

프장 페어웨이에서 실시하였다. 시험구는 완전임의배치법 3

반복으로 배치하였으며 처리구의 면적은 구당 4 m × 4 m(16 m2)

로 하였다. 버뮤다그래스로 조성된 페어웨이에 퍼레니얼라

이그래스를 2010년 10월 21일에 70 g/m2(파라곤GLR)의 양

으로 덧파종을 실시하고 기비로는 용과린(인산20%, 석회

27%, 규산10%, 유황8%)을 파종직전에 55 g/m2 살포하였

으며 별도의 배토는 하지 않았다. 파종 후 깎기는 11월 8

일부터 시행했었다. 

파종후 관리방법

잔디깎기 높이는 버뮤다그래스의 생육을 고려하여 3월

부터 4월까지는 10 mm, 6월은 15 mm, 7월은 18 mm, 8월

은 15 mm, 9월은 10 mm, 10월은 18 mm로 유지하였다. 시

비관리는 퍼레니얼라이그래스의 초기생육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10년 12월 1일에 잔디복합비료(11-5-7)를 35 g/

m2를 시용하였으며 버뮤다그라스의 생육을 촉진시키기 위

하여 2011년 4월 15일에 잔디복합비료(11-5-7)를 30 g/m2

의 양으로 시용하였으며, 2011년 7월 20일에 장마 직후

잔디복합비료(11-5-7)를 35 g/m2의 양으로 시용하였다. 그

외 관리방법은 일반적인 코스관리 관행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밀도 및 품질 조사 방법

잔디의 밀도조사는 퍼레니얼라이그래스를 덧파종하지 않

은 무처리구의 버뮤다그래스 밀도와 퍼레니얼라이그래스

를 덧파종한 처리구의 버뮤다그래스의 밀도, 퍼레니얼라

이그래스의 밀도를 각각 조사하였다. 밀도 조사방법은 직

경 108 mm 코아샘플러를 이용하여 시험구당 3반복으로

채취하여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버뮤다그래스와 퍼레니얼

라이그래스의 신초를 각각 조사하였다. 조사된 신초의 개

체수는 당 개체수로 환산하였다. 페어웨이의 품질은 National

Turfgrass Evaluation Program(www.ntep.org)의 품질평가 방

법에 준하여 등급을 1에서 9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조사

는 15일 간격으로 달관적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잔디의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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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기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상청(www.

kma.go.kr)의 2011년도 제주 중문지역 온도와 일조량 자료

를 활용하였다. 

Trifloxysulfuron-sodium의 처리 

퍼레니얼라이그라스와 버뮤다그라스의 제초제에 대한 감

수성의 차이를 이용, 퍼레니얼라이그래스의 밀도를 낮추

어 버뮤다그래스의 상대적인 경합우점을 높임으로써 전이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초제 trifloxysulfuron-

sodium(75%, 입상수화제)를 사용하였다. trifloxysulfuron-

sodium은 품목등록된 추천양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두 초

종 모두에 심각한 약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예비시험

을 거쳐 1/20량인 0.00023 g/m2으로 처리하였다. 2011년 4

월말과 5월말에 처리하고 15일 간격으로 버뮤다그래스와

퍼레니얼라이그래스의 밀도변화를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버뮤다그래스 및 퍼레니얼라이그래스 밀도 변화

버뮤다그래스에 퍼레니얼라이그래스를 오버시딩 했을 때

두 초종의 밀도변화를 3월 24일부터 1주일 간격으로 10

월말까지 조사하였다. 오버시딩 시 퍼레니얼라이그래스의

밀도는 3월 24일에 68,000주/m2 였으며 점차 밀도가 증가

하여 5월 23일에는 88,000주/m2를 유지하였으며 6월 이후

급속히 떨어져 7월 장마기를 거치면서 6,000주 정도까지

줄어들었다. 장마 후 온도의 상승에 따라 밀도가 급격히

떨어져 9월 5일에는 0주/m2 상태가 되었다. 반면에 버뮤

다그래스의 밀도는 3월 24일에 2,000주/m2 정도에서 시작

하여 5월 15일에 10,000주/m2로 증가하였으며 6월 7일에

는 20,000주/m2 이상으로 증가하여, 6월말 장마가 시작되

면서 일조량 부족으로 버뮤다그래스의 밀도가 급격히 떨

어져 7월 15일에는 4,000주/m2로 떨어졌다. 장마가 그친

7월말부터는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9월 5일에는 50,000

주/m2 이상 형성하였다(Fig. 1). 

이상과 같이 퍼레니얼라이그래스의 밀도와 버뮤다그래

스의 밀도는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변화하였다. 퍼레

니얼라이그래스의 밀도가 높은 봄에는 온도상승에도 불구

하고 버뮤다그래스의 밀도변화가 매우 더디게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두초종간의 경합에서 퍼레니얼라이그래

스가 우점함으로서 버뮤다그래스의 밀도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Beard, 1973). 그러나 6월중하순 이후

고온, 다습한 조건이 지속되면서 퍼레니얼라이그래스는 밀

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어 상대적으로 버뮤다그래스의

밀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마기 동안에는 일조

량 부족으로 인하여 버뮤다그래스의 밀도도 떨어지게 되

어 이시기에 두 초종 모두 밀도가 낮게 유지되어 페어웨

이의 품질이 가장 나쁜 시기가 된다. 

버뮤다그래스 단일 처리구의 경우는 봄철에 퍼레니얼라

이그래스와 경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퍼레니얼라이그래스

오버시딩시험구에 비하여 버뮤다그래스의 밀도상승이 매

우 빠르며 장마기 일조 부족 시기에도 봄철에 버뮤다그래

스의 밀도가 많이 확보되어 있어 오버시딩시험구에 비하

여 밀도가 높게 유지되었다. 

퍼레니얼라이그래스 오버시딩 페어웨이의 품질 변화 

퍼레니얼라이그래스로 오버시딩한 페어웨이의 품질변화

와 두 초종의 밀도변화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페어웨이의 품질을 조사하였다. 품질은 1월부터 점차 향

상되기 시작하여 4월 중순 경 가장 좋았으며 6월 중순까

지 우수한 품질이 유지되다가 장마기에 접어들면서 급격

히 떨어졌으며 장마가 끝난 7월말부터 점차 향상되기 시

작하여 9월 초순부터 10월 초순까지 좋은 품질을 나타내

었다. 한국잔디, 버뮤다그래스 등 난지형 잔디는 일반적으

로 봄, 가을철에 생육이 나빠 품질이 떨어지며 6월부터 9

월 중순까지는 생육최성기로 품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Beard, 1973).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버뮤다

그래스의 내음성과 제주지역, 특히 중문지역의 장마기 강

우일수의 증가와 잦은 안개로 인한 일조 부족에 의하여 6

월말부터 7월말까지 1개월간이 페어웨이 품질이 가장 나

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Fig. 1의 잔디밀도 변

화 결과와도 일치한다. 

Fig. 1의 초종 밀도변화와 Fig. 2의 품질변화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장마직후에 두 초종 모두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페어웨이의 품질이 가장 나빠지는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마기 밀도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

Fig. 1. Change of density of two turfgrasses by overseeding
perennial ryegrass on bermudagrass fairway. PR:perennial
ryegrass in mixed turfgrass plot, BM: bermudagrass in mixed

turfgrass plot, BM only: bermudagras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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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첫째, 봄철에 버뮤다그래스로의 전이를 촉진시키

기 위하여 퍼레니얼라이그래스의 밀도를 인위적으로 억제

시키거나 둘째로는 퍼레니얼라이그래스의 밀도를 장마기

까지 적절하게 잘 유지시켜 버뮤다그래스의 일조량 부족

에 의한 밀도저하를 보완하는 초종 전이 방법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 중문지역의 월평균기온 및 일조량과 버뮤다그래스의

밀도 

Fig. 4와 같이 제주 중문지역의 월평균기온과 버뮤다그

래스의 밀도변화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 월평균기온

이 10oC이하인 1월~3월의 경우 버뮤다그래스의 밀도가

10,000개/m2 이하로 낮았으나 4월 이후 월평균기온이 15oC

이상 상승함에 따라 밀도가 점차 증가하여 4월에 40,000

개/m2, 5월에 50,000개/m2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6월~7월

의 온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버뮤다그래스의 밀도는 현저

Fig. 2. Seasonal quality of golf course fairway which overseeded
by perennial ryegrass on bermudagrass in Jung Golf Club in Jeju
island. Index of viual quality was examined in accordance with
the evaluation methods of National Turfgrass Evaluation
Program.

Fig. 3. Photography of seasonal quality of golf course fairway which overseeded by perennial ryegrass on bermudagrass in
Jungmun Colf Club in Jeju island. Quality of fairway improved gradually from March to the end of July and declined markedly
from mid to end of July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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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감소하여 30,000개/m2까지 떨어졌다. 8월 이후 밀도가

점차 회복하기 시작하여 9월, 10월에 60,000개/m2 이상의

최고 밀도를 형성하였다. 

 버뮤다그래스는 토양온도가 10oC이하로 떨어지면 휴면

에 들어가며, 지상온도가 25oC~35oC일 때 최적의 생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Beard, 1973). 그러나 6월 이

후 월평균기온이 20oC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떨어

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온도의 영향과는 무관하게

Fig. 5와 같이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의 일조량 부족에

의하여 버뮤다그래스의 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버뮤다그래스는 내음성이 약

한 초종이다. 버뮤다그래스 퍼팅그린의 경우 최소 6시간

에서 최대 8시간의 일조량을 요구한다(McCarty and Miller,

2002). 그러나 제주 중문골프장의 경우 6월중의 일조량은

1.6시간에 불과해 버뮤다그래스의 밀도형성에 많은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Trifloxysulfuron-sodium 처리에 의한 버뮤다그래스의 전

이시기 조정

봄철에 퍼레니얼라이그래스의 우점율이 높으면 상대적

으로 버뮤다그래스의 밀도가 떨어짐을 확인하였다(Fig. 1).

따라서 선택적으로 퍼레니얼라이그래스의 밀도를 봄철에

적절히 줄일 수 있다면 버뮤다그래스를 우점시켜 장마기

에 좋은 품질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Trifloxysulfuron-sodium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는 퍼레

니얼라이그래스와 버뮤다그래스의 전이시기가 6월 말경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trifloxysulfuron-sodium 처리 시에는

5월중순경부터 버뮤다그래스로 전이가 이루어져 6월 중순

경에는 70,000주/m2 정도의 밀도를 보였으며 장마기에도

약 30,000주/m2를 유지하여 무처리구 9,000주/m2에 비하여

약 3배 이상의 높은 밀도를 유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봄

철에 퍼레니얼라이그래스의 밀도를 적절히 줄여 상대적으

로 버뮤다그래스의 밀도를 증가시켜 전이를 조기에 시킴

으로써 장마기의 품질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좋은 관

리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버뮤다그래스에 퍼레니얼라이그래스를 오버시딩 했을 때

퍼레니얼라이그래스의 밀도는 3월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

여 5월 말에는 88,000주/m2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장마기

를 거치면서 급격히 줄어들어 9월 초순경에는 0주/m2가

되었다. 반면에 버뮤다그래스의 밀도는 3월경에 2,000주/

m2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5월 중순경

에 10,000주/m2, 6월 초순경에는 20,000주/m2로 증가하였

으며, 장마기를 거치면서 일조량 부족으로 7월 중순경에

는 4,000주/m2로 떨어졌다. 장마 후에는 밀도가 급격히 증

가하여 9월 초순경에는 50,000주/m2 정도를 유지하였다.

퍼레니얼라이그래스로 오버시딩한 버뮤래스 페어웨이의

품질은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좋은 품질이 유지되다

가 장마기이후 7월말에 가장 나빴으나 이후 점차 향상되어

9월 초순부터 10월 초순까지 좋은 품질을 나타내었다. 봄

철 버뮤다그래스의 전이시기를 앞당겨 장마기의 품질저하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trifloxysulfuron-sodium을 처리한 결

과, 5월중순경부터 버뮤다그래스로 전이가 이루어져 6월

중순경에는 70,000주/m2 정도의 밀도를 보였으며 장마기

에도 약 30,000주/m2를 유지하여 무처리구에 비하여 약 3

배 이상의 높은 밀도를 유지하였다. 

주요어: 버뮤다그라스, 퍼레니얼라이그라스, 잔디밀도,

전이, Trifloxysulfuron-sodium 

Fig. 4. The relationship of monthly average temperature and
density of bermudagrass in Jungmun Golf Club in Jeju island,
2011.

Fig. 5. The relationship of monthly average daylight time and
density of bermudagrass in Jungmun Golf Club in Jeju islan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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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잔디류의 연구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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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Research Trend on Zoysiagrass (Zoysia spp.)

Yun Hea Hyun1, Byeong-Jin Choi1, Yoon Joong Kim2, and Young Kyoo Joo2*
1Dept. of Horticulture, Graduate School of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nd

2Div. of Biological Sci. and Tech., Yonsei University, Korea

ABSTRACT. Korean lawn grass, which belongs to Zoysia genus in Gramineae family, is one of the major

turfgrass which is widely adapted to its native niches in the temperate region of the north east Asia through tropical

regions including Philippine, Thailand and Australia. The Turfgrass Information Center’ database provides 5,340

descriptive records including 638 referred papers and 1,370 technical reports concerning ‘Zoysia’. The database

focused on researches on golf courses and lawn care industries. The researches provide informations on seed

technology and use of plant protectant for pest management in turf management indus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lassify the research contents of zoysiagrasses which have been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The

total number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were 274 including 102, 38, and 134 in the ‘Botanical’,

‘Environmental’ and ‘Cultural’ researches, respectively. Publication in foreign journals by Korean investigators

were not counted in this research. Research fields concerning golf course maintenance and plant protectant are

believed to be necessary when compared to international trends. Moreover, advanced research efforts for the

development of new cultivars with various environmental and disease resistance should be accomplished. 

Key words: Botanical, Cultural, Environmental, Korean lawn grass, Turfgrass research

서 론

화본과(Gramineae family)의 Zoysia 속(Zoysia genus)에

속하는 한국잔디류는 동북아시아와 필리핀, 태국을 비롯

한 동남아시아의 열대지역부터 온대지역에 걸쳐 비교적

폭넓게 분포하는 대표적인 잔디종의 하나이다(Engelke et

al., 1983). Zoysia 속 중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것

중 잔디로 이용되는 것은 들잔디(Z. japonica)와 들잔디의

변종인 엽폭이 좁고 섬세한 중지, 금잔디(고려잔디 : Z.

matrella), 비로드잔디(Z. tenuifolia)로 3종이 있으며, 그 외

에 잔디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해안지대에서 생육하

며 내건성과 내염성이 우수한 갯잔디(Z. sinica)와 왕잔디

(Z. macrostachya)가 있다(Yeam et al., 1986).

일본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20여 가지의 종으로 나누

기도 하나 최근에 발표된 일본잔디학회 자료에 따르면 주

요 3종 이외에 Z. sinica, Z. macrostachya, Z. macrantha, Z.

minima의 자생지역 분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北村文雄. 1959, Japanese Soc. of Turfgrass Sci., 2012). 구

주 동해대학의 Fukuoka는 중국, 네팔, 뉴질랜드, 오스트레

일리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800여 계통의 한국잔디류를

수집 평가하여 ‘Miyako’, ‘Himeno’ 등 3품종을 신품종으

로 등록시켰다. 그 외에 유전자변환 식물체 및 내병성, 내

제초제 유전자의 도입연구 등 육종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Fukuoka, 1990, 1992; Joo et al., 1997). 

미국의 한국잔디류에 대한 연구는 1890년대 아시아로부

터 소개된 후, USDA-ARS(미국 농무성 Beltsville연구소)

와 USGA Green Section(미골프협회 잔디연구소)이 1940

년대부터 한국잔디 육종을 시작하였고 1951년에는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영양체품종인 ‘Meyer’를 선발 보급하

였다. 1982년에는 미국 농무성의 Murray, Engelke와 Poltz

가 한국, 일본,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1,668개의 계통의

유전자원(germplasm)을 수집하고 그중 421개를 선발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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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Beltsville 연구소를 중심으로 육종사업을 계속해오고 있

다. 이후 많은 영양번식품종과 종자번식 품종(‘Zen’계통,

‘SR9000’계통, ‘W-3’, ‘Zenith’ 등)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Engelke and Murray, 1989). 미농무성의 NTEP(National

Turfgrass Evaluation Program)에서는 미국 전역 20개소에

서 1991년에서부터 96년까지 1차 품종연구가 수행되었는

데 총 24개 품종 중 종자번식에 의한 4개 품종이 평가되

었다. 1996~2000년에 실시된 2차 5개년 시험에는 19개의

품종이 공시되고 있으며, 그중 8개 품종이 종자 번식용으

로 시험되어 미국의 육종 방향이 종자번식 품종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부터 진행되는 연구에는 종

자 품종 1개와 영양번식 품종 10개가 엽색, 질감 등 약

10여개 항목에서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NTEP, 1994, 2012).

국내에서는 류와 염(Yu et al., 1974)이 주축이 된 육종

사업을 시도하였고 홍 (Hong and Yeam, 1985) 등에 의해

종간교배 육종이 시도되었다. 현재는 잔디육종 전문가와

전문 잔디연구기관에서 신품종 육종을 하고 있으며 이미

몇몇 품종을 육성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잔디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세계적인 잔

디학 분야의 일부로서 정리하고 그간 우리나라의 연구 추

세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잔디류에 대한 연구 내

용을 식물학적 연구, 환경학적 연구, 재배학적 연구로 구

분하여 각 분야별 논문발표 경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와 관련된 주요학술지에 발표된 학술논문들은 Beard(1973)

와 Christians(2007)의 잔디학 항목 분류 방식에 따라 주요

학회지에 발표된 한국잔디에 관한 연구논문과 중요한 학

술대회발표 요지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통계 분석·정리

하였다. 분류는 식물학적 연구, 환경학적 연구, 재배학적

연구·분야로 대분류하고, 각 대분류를 다시 16개로 세분

류하였으므로 그간 연구된 내용을 시기적으로 분석 정리

하여 총설 형태로 발표한다(2012년 7월 31일 기준). 

연구 방법

국제적인 잔디 정보 검색

미국의 미시간주립대학교는 잔디분야의 수집가능한 모

든 정보(논문, 보고서, 학술정보 등)를 총괄하여 database

화함으로서 잔디학 분야와 잔디관련 산업계 분야에 획기

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국제적인 잔디 정보 검색 체계인

이 사이트(http://www.tic.msu.edu/database.html, 2012)에서

주제어와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검색어 ‘Zoysia’를 검색하

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류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제외

하고 골프코스, 농약 등의 plant protectant, 종자, lawn care,

유전·육종, sod, sports turf(non-golf), parks and grounds, 조

경 등과 연관된 정보를 각각 검색하였는데 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따로 검색하여 통계를 분석하였다(Table 1). 

이와 함께 현재 미국에서의 잔디품종의 품질, 각종 환

경내성, 내병성 등의 품종 평가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미

농무성 National Turfgrass Evaluation Program(NTEP)에서

zoysiagrass 평가시험에 공시된 품종과 자료 수집 항목을

분석하였다(NTEP, 1994, 2012). 

우리나라 주요학술지의 한국 잔디류의 논문 검색

한국잔디에 관한 연구는 1965년에 한국원예학회지에 처

음 발표된 후, 1987년도에 창간된 한국잔디학회지에 주로

게재되었고, 한국조경학회지, 유전학회지, 조직배양학회지,

식물병리학회지,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에도 약 260

여편의 연구논문이 게재되었다. 이를 세계적으로 가장 널

리 쓰이는 Beard(1973)의 전문서인 ‘Turfgrass Science and

Culture’의 3개 분류 항목인 잔디의 식물학적 분야(the turfgrass

Table 1. Statistics of database by the detailed research fields of zoysiagrass at Michigan State University Libraries’ Turfgrass

Information Center.

Topic Refereed paper (%) Reports, thesis (%) Technical paper (%) Sum (%)

Golf courses 66(10.3) 196(15.0) 1,389(40.9) 1,651(30.9)

Sports turf (non-golf) 19(3.0) 25(1.9) 122(3.6) 166(3.1)

Plant protectant 88(13.8) 203(15.5) 298(8.8) 589(11.0)

Lawn care 53(8.3) 48(3.7) 653(19.2) 754(14.1)

Breeding and genetics 53(8.3) 101(7.7) 136(4.0) 290(5.4)

Sod 35(5.5) 46(3.5) 300(8.8) 381(7.1)

Seed 48(7.5) 160(12.2) 296(8.7) 504(9.4)

Parks and grounds 3(0.5) 6(0.5) 43(1.3) 52(1.0)

Landscape 2(0.3) 4(0.3) 51(1.5) 57(1.1)

Not classified 271(42.3) 518(39.6) 107(3.2) 896(16.8)

Total (%) 638(100) 1,307(100) 3,395(100) 5,3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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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anical), 환경학적 분야(the turfgrass environment)와 재배학

적 분야(the turfgrass cultural practices)로 대별하고, Christians

(2007)의 ‘Fundamentals of Turgrass Management’의 분류

방식에 따라 3개 대분류를 총 16개의 세분류로 구분하였

다(Table 2). 먼저 ‘식물학적 연구’분야를 ‘식물학적 접근’,

‘생리·생태’ 및 ‘유전·육종학적 접근’에 대한 연구 분야

로 세분류하고, ‘환경학적 연구’는 ‘기후’ 등의 환경요소와

‘토양’ 분야로 세분류하였다. 역시 대분류인 ‘재배학적 연

구’ 분야는 ‘조성’, ‘경종적 재배’, ‘시비’ 및 ‘생장조절제’,

‘병·충·잡초방제’에 관한 세분류와 골프코스 등의 ‘전

문관리 분야’와 ‘잔디산업분야’ 및 ‘환경영향’등으로 10개

로 세분류하여 학술논문 편수를 조사하였다. 이를 다시 한

국잔디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196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70, 80, 90년대 및 200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국내주요학

술지에 발표한 논문편수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대분류,

세분류별 전체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통계를 작성하였다

(Table 2, 2012년 7월 31일 기준). 

결과 및 고찰

외국에서 한국 잔디류의 연구 경향

한국잔디류가 1890년에 아시아로부터 미국에 소개된 후

USDA-ARS(미농무성 Agriculture Research Service 센터)

와 USGA Green Section(미골프협회 잔디연구소)이 협력

하여 1940년대 zoysiagrass에 대한 연구와 육종이 시작되

었다. 캘리포니아대학의 Youngner는 1961년에 한국잔디류

의 생육과 개화에 미치는 온도, 일장, 광도에 관한 연구논

문을 미국작물학회지 에 발표하였다(Youngner, 1961). 1982

년 미농무성의 Jack Murray, Southern Illinois 주립대의

Portz, Texas A&M의 Engelke가 우리나라 전역과 일본, 타

이완, 필리핀 등 극동아시아 나라들에서 1,668개의 표본자

원을 수집하여 421개 영양체을 가지고 본격적인 한국잔디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Engelke et al., 1983; Engelke

and Murray, 1989; Yeam et al., 1986). 그 결과로 영양번

식 품종 뿐 아니라 ‘Zenith’ 등의 종자번식 품종들도 보급

하게 된다(Emmons, 1995; Taliaferro and McMaugh, 1993).

현재 미국에서는 잔디품종의 품질, 각종 환경내성, 내병

성 등의 품종 평가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National Turfgrass

Evaluation Program(NTEP)을 운영하고 있는데, 1991년부

터 1995년까지의 zoysiagrass 평가시험에는 24개 품종이

공시되었다. 1991~1995년에는 24개 zoysiagrass 품종 중 4

개만이 종자번식이었으나 1996~2000년 NTEP에는 19개

품종 중 8개가 종자번식 품종으로 미국의 육종방향이 종

자번식 품종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진행되는

연구에는 종자 품종 1개와 영양번식 품종 10개에 대한 평

가가 수행되고 있는데, 그중 종자번식 품중은 ‘Zenith’이

Table 2. Periodical statistics of referred papers by the fields of research on zoysiagrass in Korean major journals(by July 31, 2012).

Classification Year published
Sum (%)

Research field Sorting 1960’s 1970’s 1980’s 1990’s after 2000

Botanical

Botanical - 1 2 7 2 12 (4.7)

Physiological 9 6 11 8 6 40 (15.5)

Ecological - - - 16 - 16 (6.2)

Genetic·breeding - - 3 11 20 34 (13.2)

Environmental 
Factors - 2 2 9 9 22 (8.5)

Soil - - - 7 9 16 (6.2)

Cultural

Establishment - 1 - 2 4 7 (2.7)

Cultural - - 4 1 6 11 (4.3)

Fertilization 1 - 6 16 4 27 (9.7)

Disease - - - 10 20 30 (10.5)

Insect - - 1 5 8 14 (5.4)

Weed - - 3 6 6 15 (5.8)

Growth regulator - - 1 3 4 8 (3.1)

Professional management - - - 3 5 8 (3.1)

Sod industry - - - 2 8 10 (3.9)

Weather influence - - - 1 3 4 (1.6)

Total 10 10 33 107 114 2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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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영양체 번식 품종으로는 ‘Meyer’, ‘Zorro’, ‘DALZ’ 계

통과 ‘29-2’를 비롯한 몇 가지 시험 계통이 포함되어 있

다. 이들 품종에 대한 엽색, 질감, 밀도, 봄철 green-up, 지

피성, 내건·내한·내병성 등 약 10여개 항목에서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NTEP, 1994, 2012).

세계적으로 잔디분야의 가장 방대한 자료는 미국의 미

시간주립대학교의 ‘The Turfgrass Information Center’인데

잔디분야의 수집가능한 모든 정보를 총괄한 이 사이트

(http://www.tic.msu.edu/database.html, 2012)는 미국골프협회

와 연계된 국제적인 잔디 정보 검색 및 자료 체계이다. 이

database에 zoysia와 연관된 정보(keyword, title 포함)를 분

석한 결과 현재(2012년 7월 31일 기준) 전문학술지 논문

638편과 학위논문 및 전문보고서 1,307편을 포함하여 총

5,340건으로 조사 되었다(Table 1). 그중 골프장 분야가

1,651건(30.9%)으로 가장 많은 자료가 수집되어 있으며,

lawn care 754건(14.1%), 농약 등 plant protectant 589건

(11.0%)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lawn care와 골프장 자료

는 주로 산업에 관한 정보가 약 87%, 84%을 각각 차지

하고 있었고 전문학술지 논문 및 학술자료의 비율은 각

13% 및 16%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유전·육종

(breeding and genetics), 농약 등 plant protectant, 종자(seed)

에 관한 자료는 각 53, 49, 41%의 높은 전문학술 database(학

술지 논문, 학위 및 전문보고서) 비율을 보였다. 경기장 잔디

(sports turf), 공원 및 운동장(parks and grounds)나 조경

(landscape)에서의 zoysiagrass에 관한 전문연구나 자료가 적

은 편이었다. 그리고 분류가 확실하지 않은 전문학술지 논

문과 학위논문 및 전문보고서도 각기 분야의 약 42%와 40%

에 해당하였고 전체 자료의 약 17%에 달하였다(Table 1). 

따라서 세계적으로 zoysiagrass에 관한 연구는 골프코스

와 lawn care 관련산업에서의 이용과 그에 따르는 잡초,

병충해 등 방제에 따르는 농약에 관한 연구와 종자에 관

한 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중 농약 등의 plant protectant,

골프코스, lawn care, 유전·육종(breeding and genetics), 종

자, 뗏장생산 분야에 전체 50% 이상의 전문학술지 논문

자료가 집중되어 있다. 

일본의 zoysiagrass 연구는 1959년 北村文雄(1959)이 ‘한

국잔디의 분류학적 연구’를 조원잡지에 게재하였고, 千葉

大學의 Honda(1971)가 ‘한국잔디류 3종의 비교·형태학적

연구보고서’를 작성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식물체

의 뿌리, 줄기, 잎, 화아, 종자들의 형태적 구조와 한국잔

디류 3종(Z. japonica, Z. matrella, Z. tenuifolia)의 엽신(잎

몸), 엽초(잎집), 직립경, 포복경, 화서와 개화 및 종자의

형태학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九州 東海大學의 Fukuoka는

20년 동안 일본 열도에서 수집한 600계통과 네팔, 뉴질랜

드, 오스트리아, 동남아시아 등에서 수집한 200계통을 포

함한 총 800계통의 유전자원을 수집 평가한 결과 녹색기

간이 긴 계통, 품질이 좋은 계통, 종자다수확 계통 등을

선발하였으며 그 중 몇 종을 신품종으로 등록하고 있다.

또한 수집한 우수 계통간의 교배를 통한 활발한 육종을

수행하고 있으며 태국에서 수집한 계통(염색체 20개)과 Z.

japonica(염색체 40개)를 교잡하여 염색체가 30개인 식물체

를 육성하기도 하였다(Fukuoka, 1990, 1992). 특히 Fukuoka

는 1997년에 한국에서 개최된 잔디육종연구회(Korea

zoysiagrass breeding group)가 주관한 International symposium

of zoysiagreass breeding에서 일본의 zoysiagrass의 육종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때 그는 가 zoysiagrass를 아시

아와 호주 등지에서 수집하여 13종으로 분류를 시도한 결

과를 발표하였다(Fukuoka, 1997). 

千葉大學校의 Asanos는 형질전환을 통한 형질전환 식물

체를 만들었고 내병성, 내제초제성 유전자 도입을 시도했

다. 日本大學校의 Fujisaki는 겨울 저온에서 녹색을 유지하

는 Z. matrella로 운동장용 잔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千葉縣 농업시험장은 내병성 육종을 통한 무농약 관리시

스템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Japan Turfgrass Inc. 는 유전

자원 수집 및 평가, 교배 및 분리육종, 분자생물학적 육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품종 ‘Miyako’를 등록하였고 2002

년도에는 ‘Himeno’를 NTEP에 등록하기도 하였다(Joo et

al., 1997; NTEP, 2012). 우리나라의 조는 2002년에 일본

잔디학회에 초청되어 ‘한국에서의 잔디관련사업의 현황과

장래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2012년에 일본잔디학회(Japanese

Soc. of Turfgrass Sci., 2012)에서는 zoysiagrass를 주요 3종(Z.

japonica, Z. matrella, Z. tenuifolia) 외에 Z. sinica, Z.

macrostachya, Z. macrantha, Z. minima로 분류하고 분포하

는 자생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Fig. 1).

우리나라의 연도별, 분야별 한국 잔디 연구의 경향분석 및 추세

한국잔디의 식물학적 분야, 환경학적 분야와 재배학적

분야로 대별하고, 3개 대분류를 총 16개의 세분류로 구분

한 후 학술논문 편수를 조사하였는데, 이를 다시 한국잔

디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196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구

분하여 대분류, 세분류별 전체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통

계를 작성하였다(Table 2). 

한국잔디에 관한 연구의 시작은 미국의 Cornell 대학 연

구기간 중(1956년) 한국잔디의 우수성과 연구의 중요성을

인지한 류에 의해 시작되었다(Seoul Nat’l Univ. 1998). 한

은 류의 지도하에 석사논문(1965년)인 ‘광선, 화학약품, 저

온 및 종자 연령이 Zoysia japonica Steud의 종자발아에 미

치는 영향 ’이란 제목으로 한국잔디에 관한 첫 연구논문을

‘서울농대 개교 60주년 논문집’에 발표하였다(Yu and Han,

1965). 한국잔디류 연구의 초창기인 1965년부터 197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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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한국잔디의 형태학적 연구와 국내외에서 수집된 계

통 중 우수 계통을 선발하였던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주로

류, 염 등에 의해 연구가 주도되었다(Yu et al., 1974). 이

후 60~80년대는 주로 발아생리와 관련된 한국잔디의 식물

학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연구논문 발표가 1980년대

는 33편이었다. 그 후 1982년 USDA의 유전자원(germplasm)

수집활동에 참여하여 Zoysia macrostachya 등을 서해안에서

수집하고 생육이 빠르고 내염성 세엽형태인 Zoysia koreana

를 보고하였다(Yeam et al. 1986). 또한 Hong et al. (1985)

이 우리나라에서 이 때 수집된 계통들을 이용 93개 조합

의 종간 교배를 하여 41개 교배잡종을 선발하였다. 이후

1995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보유하던 zoysiagrass를 각 대

학과 연구기관에서 분양하는데,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자

체에서 수집된 변종들과 함께 교배종의 특성 및 육종연구

를 수행하여 신품종을 발표하였다(Lee et al., 1997; Choi

and Yang, 2004). 

1980년 후반기에는 환경학적 연구와 재배학적인 연구

분야로 확대되는데 이때 기초분야인 경종적 재배와 시비

에 관한 연구도 시작된 시기였다(Yu and Youm, 1986a, b,

c). 90년대는 장 등이 중심이 된 생태학적인 분야에 총 15

편을 발표하였고, 학문적 추세로 유전·육종학적인 연구

가 많아졌다(Chang, 1993;. Chang and Hong, 1993; Chang

et al., 1995; Chang et al., 1996). 이때 잔디와 연관된 기

후요소나 토양학적인 환경 분야에서도 연구가 활발하여졌

으며, 재배학적인 분야에서는 시비와 병·충·잡초에 관

한 연구와 잔디 전문관리 등 잔디 연관 산업에 관한 연구

가 시작되어 발표논문이 107편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는 신품종개량과 육종에 관한 유전·육종

학적 연구와 병해방제에 관한 재배학적인 관점에서의 연

구가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었다. 한국잔디의 분류

와 선발 및 품종동정을 위해 RAPD 등 DNA marker를 이

용하고 있고 형질전환에 의한 유전자 도입체계를 확립하

여 내병성, 내제초제성 들의 유전자 도입을 시도하고 있

으며, 한편 감마선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도 시도되었고

glyphosate 제초제 저항성 한국들잔디 돌연변이체의 선발

과 저항성 계통의 생리적 특성을 연구하였다(Lee et al.,

2008, 2010). 그러나, 1990년대에 비해 다소 한국잔디에 대

한 연구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1990년대부

터는 재배학적인 연구가 현저히 증가하여 전체 논문 수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2000년대 이후에는 현재는 녹색기간이 긴 내답압성 sports

형, 내병성과 관리 요구도가 낮은 내척박성, 초기 피복률

이 높은 사면 녹화용, 종자 다수확, 내염성 및 내건성, large

patch 저항성 계통, 품질 우수 계통, 우수 품종 개발을 위

한 연구와 과학적인 잔디관리를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성

화 되어 있다. 2009년에는 잔디산업의 활성에 대한 정책

연구를 위하여 산림청은 ‘잔디의 활용 및 산업화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를 한국잔디협회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국

내 잔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Korea

Foreset Service, 2009). 

현재까지 발표된 총 논문편수 중 외국에 발표된 논문을

제외하고 2012년 7월말까지 우리나라 주요 학술지에 발표

된 한국잔디관련 연구논문은 274편이었다. 그중 식물학적

접근이 102편이며, 그중 생리학적 연구가 40편으로 약 15%

이며 유전·육종학적 접근과 병해방제에 관한 연구가 각

각 34편과 30편으로 전체의 10%를 각기 상회한다. 90년

대 이후 환경학적 연구는 38편을, 역시 90년대 이후 증가

된 재배학적 연구는 134편이었다(Table 2). 우리나라의 학

술지 전문 database인 DBpia(www.dbpia.co.kr)에 따르면 한

국잔디에 관한 학술논문은 1987년 설립된 한국잔디학회지

(www.turfgrass.kr)에 전체 학술논문의 약 45%인 125편이,

한국원예학회지(www.horticulture.or.kr)에는 약 36%인 100

편이 게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되지 못한 국내 발

표 논문과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외국 전문지에 게재된 연

구논문을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정부지원 및 연구의 부족으로 1990년대에 비해 다소

한국잔디에 대한 연구 증가 속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특히 외국에 비해 golf courses 잔디 관리분야와

plant protectant, 신품종육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 앞

으로는 한국잔디의 원산지답게 환경 및 병 저항성 같은

품질 우수 계통에 대한 육종연구의 선도적 역할이 수행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Regional distribution of Zoysia spp.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Japanese Society of Turfgrass Science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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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본과(Gramineae family)의 Zoysia속(Zoysia genus)에 속

하는 한국잔디류는 동북아시아와 필리핀,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열대지역부터 온대지역에 걸쳐 비교적 폭넓

게 분포하는 대표적인 잔디종의 하나이다. 세계적으로 방

대한 잔디분야의 ‘The Turfgrass Information Center’의

database에 zoysia와 연관된 정보는 전문학술지 논문 638

편과 학위논문 및 전문보고서 1,307편을 포함하여 총 5,340

건으로 조사 되었다. Zoysiagrass에 관한 연구는 골프코스

와 lawn care 관련산업에서의 이용과 그에 따르는 잡초,

병충해 등 방제에 따르는 농약에 관한 연구와 종자에 관

한 database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잔디류에

대한 세계적 연구 추세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한국잔디에 관한 연구내용을 정리·분석 하였다. 통계적

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한국잔디에 관한

논문은 274편이었는데, 식물학적 연구가 102편이며 환경

학적 연구와 재배학적 연구가 각 38편과 134편이었다. 그

러나 우리나라 연구자의 외국 전문지 게재논문을 합하면

이보다 많으리라 사료된다. 외국에 비해 골프코스 잔디 관

리분야와 plant protectant, 신품종 육종에 관한 연구가 활

성화 되고, 환경 및 병 저항성 등 육종연구의 선도적 역

할도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경종적, 식물학적, 잔디연구, 재배학적, 환경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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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llar spot caused by Sclerotinia homoeocarpa F.T. Benn. is a common and economically

important turfgrass disease in South Korea. Fungicides were evaluated for control of dollar spot in creeping

bentgrass golf course putting green. Commercial formulations of propiconazole, thiophanate-methyl, chlorothalonil,

trifloxystrobin and boscalid were applied to plots of creeping bentgrass, each of the latter four fungicides was tank

mixed with propiconazole at the same rates, and applied as treatments. The dollar spot severity in the nontreated

plots of field A and B progressed toward peak diseases of 18.3 and 66.7% from 10 or 15 days after inoculation,

respective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detected among control values of the fungicides. Dollar spot control

provided by boscalid was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e other fungicides which showed low control values in a higher

disease condition. No synergistic interactions, except propiconazole + thiophanate-methyl treated plot, were detected

under a lower disease pressure. However, under a higher disease pressure, synergism was observed at all fungicide

combinations, except a propiconazole and boscalid tank mixture. These data suggest turfgrass managers in golf

course can take advantage of fungicide synergism to control dollar spot using the products and rates in this study. 

Key words:Disease pressure, Dollar spot, Fungicide, Sclerotinia homoeocarpa, Synergism, Tank mixture

서 론

Sclerotinia homoeocarpa F.T. Bennett에 의한 동전마름병

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온대성 기후대의 한지형 잔디가

식재되고 있는 골프장에서 가장 일반적이며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병 중 하나이다(Chang et al., 2011; Shim et

al., 2000; Smith et al., 1989). 병원균인 S. homoeocarpa는

잔디 초종 사이에 가장 넓은 기주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크리핑벤트그래스(Agrostis stolonifera L.)가 식재되어

있는 퍼팅 그린에서 문제되고 있다(Smith et al., 1989). 동

전마름병은 골프장에서 넓은 면적에 걸쳐 식물체에 대형

패치를 형성시켜 고사시키지는 않지만 퍼팅의 질을 저하

시키거나 미관을 떨어뜨려 관리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

다(Couch, 1995). 

병 발생은 늦은 봄부터 시작하여 병 발생 조건이 양호

할 경우 늦은 가을까지 지속된다. 발병에 좋은 환경 조건

은 습하고 온난한 기후로 18~30oC, 85% 이상의 습도에서

병 진전이 확산되며 자주 병반이 합쳐지기도 한다. 잔디

에서 동전마름병 증상은 엽신에 작은 반점으로 병반이 나

타나며 병이 진전되는 부분에서 갈색 또는 적갈색의 경계

부위를 보인다. 보통 병원균은 감염 잎으로부터 주변부와

닿아 있는 잎으로 균사접촉을 통해 전염하여 독특한 연갈

색으로 1달러 크기의 표백 패치크기로 진전된다. 이때 낮

은 예고의 잔디는 3~5 cm, 높은 예고의 잔디에서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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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m의 패치로 나타난다(Smith et al., 1989). 

동전마름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길항 미생물의 이용,

질소질 비료 등 시비량의 조절이나 관수 시기나 방법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살균제 살

포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다(Chang et al., 2009; Couch,

2002; Latin, 2006). 하지만 지속적인 살포는 일부 살균제

에 대해 병원균의 선발압을 높이기 때문에 약제 저항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Jo et al., 2008). 살균제에 대한 S.

homoeocarpa의 포장에서의 약제 저항성은 1960년대 후반

에 발견된 이후 다양한 농약에서 문제되어 왔다(Cole et al.,

1968; Detweiler et al., 1983; Smith et al., 1989). 특히, 우리

나라에서 동전마름병 방제약제로 등록된 살균제의 대부분

이 트리아졸계이기 때문에 동일 계통 농약에 대한 교차저

항성도 문제되고 있어, 유효성분이 다른 약제의 추가 등

록 등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Putman et al., 2010;

Shim et al., 2001). 

국내에서도 약제저항성 동전마름병균이 1990년대 발견

된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Shim et al., 2001).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동전마름병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유효성분을 가진 살균제를

추가로 등록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골

프장 현장에서 동전마름병 발생 정도에 따라 약제의 단용

처리와 비교하여 혼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방제가능성을 평

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약제는 Table 1과 같다. 2012년 7월

말 현재 propiconazole과 boscalid는 잔디 동전마름병에 등록

되어 있으며, thiophanate-methyl, chlorothalonil, trifloxystrobin

등 3 종의 약제는 잔디에서 다른 병 방제를 위하여 등록되

어 사용 중에 있다. 시험 장소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골프

장으로 크리핑벤트그래스(품종명: Penncross)로 조성된 두

곳의 그린에서 실시하였다. 두 곳의 그린은 표고 차이가 크

게 나고 약 500 m의 간격을 두고 위치해 있다. 각 살균제는

5월 중순부터 10일 간격으로 3회 처리하였으며, Table 2에

표기된 바와 같이 각 처리구(난괴법 3반복, 반복별 1 × 1 m)

에 처리하였다. 

포장에서 병 발생은 인공접종을 통해 유도하였다. 접종

원은 본 연구팀이 강원도 평창 소재 골프장에서 분리한

YW-11F-1 균주와 전라북도 무주군 소재 골프장에서 분리

한 MU-6T-4 균주를 이용하였다(Table 2). 접종용 균주는

약제 평가 시 약제 저항성에 의한 약효 오류를 줄이기 위

하여 Koch 등의 방법(2009)에 따라 주요 약제에 대한 배

지 내 약제 저항성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저항성이 없거

나 낮은 병원균을 선발하여 사용하였다. 간단히 기술하면,

Table 1. Fungicides and their tank mixture treatments tested in this study.

Fungicide or treatment Chemical class Active ingredient (%) Application amount (10a-1)

Propiconazole Triazole 25 100.5 ml

Thiophanate-methyl Benzimidazole 70 195 g

Chlorothalonil Nitrile 75 495 g

Trifloxystrobin Strobilurin 22 150 ml

Boscalid Carboximide 47 150 g

Propiconazole + thiophanate-methyl - - 100.5 ml+195 g

Propiconazole + chlorothalonil - - 100.5 ml+495 g

Propiconazole + trifloxystrobin - - 100.5 ml+150 ml

Propiconazole + boscalid - - 100.5 ml+150 g

Nontreated control - - -

Table 2. Sensitivity of isolates of Sclerotinia homoeocarpa to propiconazole and thiophanate-methyl before field experiment.

Isolate Location collected
Mycelial growth (mm) on PDA mediumz with

No fungicide Propiconazole Thiophanate-methyl

MU-6T-4 Muzu, Jeonbuk 63.7 26.3 No growth

BYW-11F-1 Pyeongchang, Gangwon 61.3 30.0 No growth

zS. homoeocarpa isolates were set on PDA (potato dextrose agar) medium amended with propiconazole at 0.1 µg a.i. ml-1 or thiophanate- methyl
at 1,000 µg a.i. ml-1 and evaluated for growth after 48 h of incubation at 25oC with five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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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oC 항온 조건에서 트리아졸계 농약인 propiconazole (0.1 µg

a.i. ml-1)과 카바메이트계 농약인 thiophanate-methyl (1,000 µg

a.i. ml-1)이 각각 포함된 PDA (Potato Dextrose Agar Medium,

감자한천배지, Difco, Laboratories, Detroit, MI)배지 위에서

48시간동안 자란 균사 생장을 측정하여 살균제에 대한 저

항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접종원 제조 및 포장 접종은 Burpee and Latin (2008)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접종용 균주를 PDA 배

지에서 배양한 다음 살균한 캔터키블루그래스(Poa pratensis

L.) (품종명: midnight) 종자에 접종한 후 1개월간 25oC에

서 배양하였고, 충분히 말린 다음 m2당 200 g씩 접종하였

다(A 포장: YW-11F-1, B포장: MU-6T-4). 접종은 1차 약

제 처리와 동일한 날에 식물체 내 약제 침투를 고려하고

접종균주에 대한 치료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약제살포 7시

간 후 실시하였다. 접종 후 원활한 병 발생을 위해 다음

날부터 약제 살포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6시, 시험 포

장에 약 5분간 관수를 실시하였다. 기타 관수, 예초 등 주

요 관리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약제

살포나 병 평가와 동일한 날짜를 피하여 실시하였다. 병

평가는 병반면적률로 접종 후 5일 후부터 5일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최종 병반면적률은 모든 약제를 10일 간격으

로 3회 처리 후 10일 차에 조사하였다. 처리 농약의 약효

(control value)는 다음과 같이 각각 처리구의 병반면적률

은 방제가로 환산하였다. 

방제가(%) = [(농약 무처리구 병반면적률 - 농약 처리구

병반면적률) /농약처리구 병반면적률] × 100

농약의 기대 상승효과(expected synergism)는 Growing

(1960)의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농약 A와 B의 상승효과(%) =농약 A 방제가 + [농약 B

방제가 × (100 -농약 A 방제가)] /100 

최종 약효 조사 후 처리구에 나타난 병징으로부터 병반

을 채집(반복별 5개 병반)하여 위에 기술한 방법과 동일

하게 propiconazole과 thiophanate-methyl을 대상으로 PDA

배지 약제저항성 평가(Koch et al., 2009)를 통해 접종원

약제 저항성 습득 여부를 조사하였다. 지금까지 기술한 모

든 데이터는 SAS 프로그램(SAS7.1, SAS Institute Inc.,

1999)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골프장에서 동전마름병을 방제하기 위한 살균제의 잦은

살포는 몇 가지 계통의 농약에서 병원균의 약제 저항성을

야기한다고 보고되어 왔다(Burpee and Latin, 2008; Koch

et al., 2009.). 예를 들면, 벤지미다졸(benzimidazole)계 농

약은 1970년대 시장에 출하되자마자 저항성이 보고되었으

며, 디카르복시마이드(dicarboximide)계, 트리아졸(triazole)

계 농약 등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세계적으로 문제되

고 있다(Shim et al., 2001; Smith et al., 1989; Warren et

al., 1977). 약제저항성 균의 출현에 따른 약효의 저하는

Table 3. Efficacy of propiconazole, thiophanate-methyl, chlorothalonil, trifloxystrobin and boscalid, and their tank mixed

treatments on dollar spot disease at field A in 2012.

Fungicide or treatment
Active 

ingredient (%)
Disease 

severity (%)z
Control value (%)y

Act.x Exp.w 

Propiconazole 25 0.0c 100a -

Thiophanate-methyl 70 6.7b 63.6b -

Chlorothalonil 75 2.0c 89.1a -

Trifloxystrobin 22 2.0c 89.1a -

Boscalid 47 0.0c 100a -

Propiconazole + thiophanate-methyl - 1.0c 94.5a 100

Propiconazole + chlorothalonil - 0.0c 100a 100

Propiconazole + trifloxystrobin - 0.0c 100a 100

Propiconazole + boscalid - 0.0c 100a 100

Nontreated control - 18.3a - -

z Disease severity was based on percent area diseased.
y Application date: 14 May, 24 May, and 4 June 2012. 
x Act. = actual and Exp. = expected. Within a column, 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according to the

Fisher's protected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test. 
w Determined from the formula E = X + [Y(100 -X)]/100, where X = the percent control in plots treated with one component of a tank mixture and

Y = the percent control in plots treated with a second component of the same tank-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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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관리 비용의 증가, 생태계 교란, 대체농약 개발 비

용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Smith et

al., 1989).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전마름병을 포함한 다양한 병을

대상으로 유효성분이 다른 농약의 혼용살포는 약량의 감

소, 복수의 병 방제나 약효 제고를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

다(Couch and Smith, 1991; Gisi, 1996). 이때 보통 2종의

약제가 혼용되며 약효의 상승효과는 자주 발견된다(Burpee

and Latin, 2008; Gisi, 1996). 농약의 상승효과(pesticide

synergism)는 혼용된 농약에 대한 생물의 반응에서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혼합물의 동시반응이 각각의 혼합물의

합보다 큰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Nash, 1981). 약제의 혼

용을 통한 상승효과는 주로 작용기작(mode of action)이

다른 농약 사이에서 이루어져 왔다(Burpee and Latin, 2008;

De Ward, 1996; Kosman and Cohen, 1996).

본 연구에서 동전마름병 방제를 위한 새로운 농약 선발

시험은 Table 3, 4와 같다. 두 곳의 포장 모두 대조구에서

평균 18.3%, 66.7%의 발병도를 보여 각각 살균제의 약효

를 평가하기에 충분한 발생을 보였다. 두 포장에서 병 발

생이 달랐던 것은 병원균의 병원성 정도, 포장에서의 환

경조건 등의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두 포

장 모두 접종 후 10~15일 경부터 병 발생이 빠르게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1). 포장 A에서는 평균 63.6%의

방제가를 보인 thiophanate-methyl을 제외한 모든 약제가

평균 89% 이상의 높은 약효를 나타냈다(Table 3). 약제 혼

용에 따른 상승효과는 일부 살균제 조합(propiconazole +

thiophanate-methyl)에서 관찰되었으며, 다른 조합에서도 방

제가의 상승효과 기대값과 실제 값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

났지만, 단독 처리구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포장 B에서는 단독처리구에서 100%의 방제가를 보인

boscalid을 제외한 모든 약제가 82.5% 이하로 낮게 나타났

다(Table 4). 단독처리구의 약효는 boscalid, propiconazole,

thiophanate-methyl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trifloxystrobin

은 50%의 낮은 방제가를 보였다. 이렇게 단독처리구에서

낮은 방제가를 보였던 것은 무처리구 발병도가 평균 66.7%

Table 4. Efficacy of propiconazole, thiophanate-methyl, chlorothalonil, trifloxystrobin and boscalid, and tank mixed treatments on

dollar spot disease at field B in 2012.

Fungicide or treatment
Active 

ingredient (%)
Disease 

severity (%)z
Control value (%)y

Act.x Exp.w 

Propiconazole 25 11.7d 82.5b -

Thiophanate-methyl 70 16.7cd 75.0bc -

Chlorothalonil 75 18.3c 72.5c -

Trifloxystrobin 22 33.3b 50.0d -

Boscalid 47 0.0e 100a -

Propiconazole + thiophanate-methyl - 3.0e 95.5a 95.6

Propiconazole + chlorothalonil - 0.0e 100a 95.2

Propiconazole + trifloxystrobin - 4.7e 93.0a 91.3

Propiconazole + boscalid - 0.0e 100a 100

Nontreated control - 66.7a - -

z Disease severity was based on percent area diseased.
y Application date: 14 May, 24 May, and 4 June 2012. 
x Act. = actual and Exp. = expected. Within a column, 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according to the

Fisher's protected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test.
w Determined from the formula E = X + [Y(100 -X)]/100, where X = the percent control in plots treated with one component of a tank mixture

and Y = the percent control in plots treated with a second component of the same tank-mixture. 

Fig. 1. Progression of dollar spot severity in nontreated plots of
creeping bentgrass (cultivar: Penncross) putting green at
Wonju, Gangwon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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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를 만큼 높은 병 발생 때문으로 판단된다. 

약제 혼용에 따른 상승효과는 일부 살균제 조합

(propiconazole + boscalid)을 제외하고 모든 처리구에서 관

찰되었다. 방제가의 상승효과 기대값과 실제 값이 거의 유

사하게 나타났으며, 단독 처리구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혼용처리구에서 높은 방제가를

보여 처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두 포장

모두 단독과 혼용 약제 처리구에서 약해는 나타나지 않았

다(데이터 미제시).

이와 같이 병 발생 양상이 다른 2개 포장 조건에서 단

독처리구의 약효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은 현장에서 병 발

생에 따라 방제 전략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살균제 단독처리 시 약효는 병 발생이 낮은 포

장에서보다 높은 포장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병

발생이 높은 조건에서는 살균제의 혼용처리를 통한 방제가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살균제 혼용에 따른 상승효과는 병

발생이 높은 곳보다 낮은 곳에서 적은 경향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Gisi (1996)가 보고한 상승작용은 항상 단제의 방제

가가 증가하면서 빠르게 감소한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최종약제처리 후 propiconazole + thiophanate-methyl 단

독 처리구에 대한 실내 약제저항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5). 포장 A의 propiconazole 처리구에서는 병반이

발생하지 않아(방제가 100%) 시료 채집이 불가능하였다.

포장 B의 병반에서 분리한 대부분의 균주는 propiconazole

에 대해 저항성이 증가한 양상을 보였으나, thiophanate-

methyl에 대한 반응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Table 2에

서처럼 두 균주 모두 thiophanate-methyl에 대해 고도의 감

수성이었으나, 포장 평가 후(Table 5) 각각 평균 37.2, 92.5%

의 저항성을 획득하였다. 2011년 가을, 동일한 약제의 포

장 평가 결과, thiophanate-methyl는 유일하게 70% 이하의

낮은 방제가를 보였던 것(데이터 미제시)도 위에서처럼 포

장의 병원균이 약제 저항성을 획득한 것이 원인으로 생각

된다. 하지만 thiophanate-methyl에 대한 실내 실험에서 병

선발압이 약했던 포장 A의 분리균주(92.5%)가 선발압이

높았던 포장 B의 분리균주(37.2%)보다 저항성 비율이 낮

은 원인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가능한 이유를 추정

하자면, 포장 B에서 병 발생이 심했으므로 합쳐진 감수성

병반이나 방제되지 않은 병반을 대상으로 한 시료 채집의

오류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약제 평가 후 propiconazole 및 thiophanate-methyl

의 저항성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현장에서 병 발생이 높

아 병원균 밀도가 증가하여 살균제에 대한 선발압이 심해

진다면 방제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약제 처리

횟수에 따라 일부 농약(thiophanate-methyl)의 경우 약제 저

항성 양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그러한 살균제를 이용

하여 방제 시 약제 저항성 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Jo et al., 2008). 예를 들면, 계통이 다른 농약의

혼용 시 병원균 집단의 약제저항성 유발이 지연될 수 있

다는 점에서(Gisi, 1996) 병 발생이 심하지 않은 골프장에

서는 단독처리, 선발압이 높은 곳에서는 혼용처리에 의한

대응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내에서 동전마름병에 대해 등록되지 않은

thiophanate-methyl의 경우 외국에서의 저항성 격발 사례

(Koch et al., 2009)와 이번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

단독처리제로서 동전마름병 방제약제로의 등록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특히, thiophanate-methyl은 잔디 갈색잎마름

병에도 등록되어 많은 골프장에서 이미 사용 중에 있어,

실제 현장에 존재하는 다수의 동전마름병균이 thiophanate-

methyl에 대해 약제 저항성을 획득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Burpee and Latin (2008)에 따르면 동전마름병에 대

한 살균제의 상승효과는 약제의 살포횟수와 살포기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

에 따른 포장 평가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 약

Sclerotinia homoeocarpa F.T. Bennett에 의한 동전마름병

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잔

Table 5. Sensitivityz of isolates sampled of Sclerotinia homoeocarpa to propiconazole and thiophanate-methyl.

Field Isolate tested
Relative mycelial growth (%) on PDA 
medium with propiconazole (mean)y

Resistant isolate to thiophanate- methyl on 
PDA medium (ratio of resistant isolate, %)x

A 27 0 ~ 83.3 (41.5) 25 (92.5)

B 43 - 16 (37.2)

z S. homoeocarpa was set on PDA (potato dextrose agar) medium amended with propiconazole at 0.1 µg a.i. ml-1 or thiophanate- methyl at
1,000 µg a.i. ml-1 and evaluated for growth after 48 h of incubation at 25oC with five replicates. 

y Relative mycelial growth was calculated after 48 h by dividing the mean colony diameter of S. homoeocarpa isolates on PDA amended with
propiconazole by the mean diameter of isolates grown on non-amended PDA. Datum in parentheses means mean relative growth of 27 isolates
tested.

x Thiophanate- methyl was scored for the presence or absence of growth after 48 h of incubation. Data in parentheses mean ratio of resistant ones
out of tested iso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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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병이다. 크리핑벤트그래스로 조성된 골프장 그린에서

propiconazole, thiophanate-methyl, chlorothalonil, trifloxystrobin,

boscalid를 이용하여 방제효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propiconazole

과 다른 4개의 약제를 각각 혼용하여 단용처리구 대비 상

승효과를 조사하였다. 동전마름병은 2개 포장의 무처리구

에서 각각 평균 18.3, 66.7%의 발생을 보였다. 약제의 약

효는 병 발생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살균제를 단

독으로 처리하였을 때 방제 효과는 발병도가 높았을 때보

다 낮았을 때 우수하였다. 처리된 살균제 중 boscalid의 효

과가 가장 높았다. 살균제 혼용처리구에서는 propiconazole

+ thiophanate-methyl 처리구를 제외하고 단독처리구 대비

상승효과가 발견되었으나, 2개 포장 모두 혼용처리구 사

이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장에

서 동전마름병 방제 시 병 발생 조건에 따라 방제전략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어: 동전마름병, Sclerotinia homoeocarpa, 선발압, 살

균제, 방제, 혼용, 상승효과

Acknowledge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

2010-0025559). We deeply appreciate to dept.' members of

golf course management in Park Vally Golf Club. 

References

Burpee, L. and R. Latin. 2008. Reassessment of fungicide

synergism for control of dollar spot. Plant Dis. 92:601-606.

Chang, S.W., T.H. Chang, B.J. Choi, J.H. Song, K.S. Park, and

Y.T. Rho. 2009. Antagonistic effects of Pseudomonas spp.

against turfgrass pathogenic soil fungi. Kor. Turfgrass Sci.

23:(2):209-218.

Chang, S.W., T.H. Chang, J.K. Hong, J.H. Park, and S.W Jung.

2011. Vegetative compatibility grouping of Sclerotinia

homoeocarpa isolates infecting turfgrass in South Korea. Asian

J. Turfgrass Sci. 25(2):171-176.

Cole, H.B., B. Taylor, and J. Duich. 1968. Evidence of differing

tolerances to fungicides among isolates of Sclerotinia

homoeocarpa. Phytopathology 58:683-686.

Couch, H.B. 1995. Diseases of turfgrasses, 3rd ed. Krieger

Publishing Co., Malabar, FL.

Couch, H.B. 2002. Better dollar spot control with less fungicide.

Golf Course Manage. 70:89-93.

Couch, H. B. and B.D. Smith. 1991. Synergistic and antagonistic

interactions of fungicides against Pythium aphanidermatum on

perennial ryegrass. Crop Prot. 10:386-390.

Detweiler, A.R., J.M. Vargas and T.K. Danneberger. 1983.

Resistance of Sclerotinia homoeocarpa to iprodione and

benomyl. Plant Dis. 67:627-630.

DeWaard, M.A. 1996. Synergism and antagonism in fungicide

mixtures containing sterol demethylation inhibitors.

Phytopathology 86:1280-1283.

Gisi, U. 1996. Synergistic interaction of fungicides in mixtures.

Phytopathology 86:1273-1279.

Gowing, D. P. 1960. Comments on tests of herbicide mixtures.

Weeds 8:379-391.

Jo, Y.K., S.W Chang, M. Boehm, and G. Jung. 2008. Rapid

development of fungicide resistance by Sclerotinia

homoeocarpa on turfgrass. Phytopathology 98:1297-1304.

Koch, P.L., C.R Grau, Y.K. Jo, and G. Jung. 2009. Thiophanate-

methyl and propiconazole sensitivity in Sclerotinia

homoeocarpa populations from golf courses in Wisconsin and

Massachusetts. Plant Dis. 93:100-105.

Kosman, E. and Y. Cohen. 1996. Procedures for calculating and

differentiating synergism and antagonism in action of fungicide

mixtures. Phytopathology 86:1263-1272.

Latin, R. 2006. Residual efficacy of fungicides for control of dollar

spot in creeping bentgrass. Plant Dis. 90:571-575.

 Nash, R.G. 1981. Phytotoxic interaction studies-techniques for

evaluation and presentation of results. Weed Sci. 29:147-155

Putnam, A.I., G. Jung, and J.E. Kaminski. 2010. Geographic

distribution of fungicide- insensitive Sclerotinia homoeocarpa

isolates from golf courses in the northern United States. Plant

Dis. 94:186-195.

SAS Institute Inc. 1999. SAS/STAT User' Guide, Version 7-1. SAS

Institute, Cary, NC.

Shim, G.Y., G.Y. Min, H.D. Shin, and H.J. Lee. 2000. Occurrence

of dollar spot caused by Sclerotinia homoeocarpa in turfgrass

of golf course in Korea. Kor. Turfgrass Sci. 14(1):241-250. (in

Korean)

Shim, G.Y., G.Y. Min, H.D. Shin, and H.J. Lee. 2001. Occurrence

of chemical resistance and control of dollar spot caused by

Sclerotinia homoeocarpa in turfgrass of golf course in Kora.

Kor. Turfgrass Sci. 15(1):1-8. (in Korean) 

Smith, J.D., N. Jackson, A.R. and Woolhouse. 1989. Fungal

diseases of amenity turf grasses. E and F. N. Spon, New York.

Warren, C.G., P.L. Sanders, H. Cole, and J.M. Duich. 1977.

Relative fitness of benzimidazole-tolerant and cadmium-

tolerant populations of Sclerotinia homoeocarpa in absence

and presence of fungicides. Phytopathology 67:704-708.



Asian J. Turfgrass Sci. 26(2):102~109, 2012

Print ISSN 1229-3253

 Research Articles     Open Access

102

The Turfgrass Society of Korea

Asian Journal of Turfgrass Science

한지형 잔디의 설부소립균핵병 방제를 위한 살균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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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Fungicides for Control of Gray Snow Mold

Caused by Typhula incarnata on Cool Season Turfgrass

Taehyun Chang* and Seung Jun Lee

Divison of Ecology & Enviromental System, College of Ecology & Enviromental Scienc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angju-city, Gyeongsang Buk-Do, 742-711, South Korea

ABSTRACT. Commercial formulation of fungicides was studied in the golf course for evaluation against Typhula

incarnata causal agents of gray snow mold. Efficacies of fungicides application, fungicide mixture, fungicides

applied method (irrigation and spray) and fungicides applied time (early fall and late fall) were evaluated for their

influence on the chemical control of gray snow mold of turfgrass during the winter season in Yongpyeong golf

course, Korea. Unsprayed control has significantly more disease severity than three fungicides (azoxystrobin,

propiconazole, and tebuconazole) were applied to field plots. Effect of three fungicides was over 80% with control

value for controlling gray snow mold on Kentucky bluegrass and creeping bentgrass species. Effect of fungicide

mixture with different family groups had an over 93% control value of gray snow mold on Kentucky bluegrass

species. I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in fungicidal effect according to applied method (irrigation and spray)

with azoxystrobin on Kentucky bluegrass and creeping bentrasss species. Effect of fungicides applied time was a

significantly difference on disease control by tebconazole early fall spray. 

Key words: Control value, Fungicide, Gray snow mold

서 론

잔디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식물이지만 계절별로 발생하

는 병에 의해 큰 피해를 받고 있다. 한지형 잔디에 겨울

철에 발병하는 대표적인 병인 Typhula spp.에 의한 병인

Typhula bight는 적설기 동안 적설 아래서 Typhula incarnata

Lasch ex Fr와 Typhula ishikariensis S. Imai에 의해 발생

하여 눈이 녹은 후 피해가 나타난다(Smith and Reiter, 1976;

Simith et al., 1989). 이들 병원균에 의해 발생하는 설부병

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북반구에 위

치한 국가인 미국(Steve, 1999; Stienstra, 1980; Gould et al.,

1977), 캐나다(Dahl, 1934; Hsiang et al., 1999), 유럽(Simith

et al., 1989)등의 골프장에서 매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Smith and Reiter, 1976; Simith et al., 1989).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설부소립균핵병(설부병: gray snow

mold) 은 주로 Typhula incarnata에 의해 발병이 되고 있

으며, Typhula ishikariensis에 의한 주된 발병은 아직 보고

가 되지 않았다(Lee and Kim, 1992). 이 병원균은 저온에

서 잘 자라는 균류로서 적설아래의 낮은 온도에서 균사가

자라서 휴면기인 잔디를 공격한다. 

Typhula spp.에 의한 병은 gray snow mold, snow scald,

speckled snow mold 및 Typhula bight으로 구분하고 있는

데, gray snow mold은 T. incarnata에 의한 병명으로 국내

에서 설부병이며, T. ishikariensis에 의한 병명은 speckled

snow mold 이며, 주로 이들 두 종의 병원균에 의해 발병

하는 병은 Typhula bight로 부르지만, 발병 증상은 구별하

기는 어렵다. T. ishikariensis에 의한 병은 주로 적설기간

이 100일 이상인 조건에서 발생 하고(Dahl, 1934; Hsiang

et al., 1999), T. incarnata에 의한 병은 적설 이 없는 곳

에서도 발병하지만 보통 65일 이상의 적설이 유지되었을

때 많이 발생한다(Smith and Reiter, 1976). 

병원균인 Typhula spp.는 균핵과 균사로서 토양이나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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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뗏취층(thatch)에서 살아남는다(Smith and Reiter, 1976).

균핵은 봄, 여름 및 가을 동안 휴면상태로 있다가 보통 적

설아래서 균핵에서 발아한 균사가 주요 전염원이 된다

(Hsiang et al., 1999). 균사는 잎의 기공이나 상처를 통해

서 침입을 하지만(Burpee and Goultry, 1984), T. incarnata

균사는 뿌리에 감염을 한다(Hsiang et al., 1999). 이병은

눈이 녹는 봄철에 심각하게 발생한다(Smiley, 1983), 그러

나 Typhula blight 피해는 일반적으로 눈이 많고 겨울이 긴

북반구에서는 가을철 동안의 눈의 깊이, 적설기간, 접염원

의 능력 및 우점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Smith and Reiter,

1976), 특별히 Typhula spp.의 우점성은 계절에 따라서 변

한다(Smith et al., 1989). T. incarnata에 의한 발병 증상은

이른 봄에 눈이 녹은 후에 나타나는데, 작은 원형이나 부

정형의 패취가 나타나며, 수침상의 증상과 밀집색깔이나

흰 회색을 나타내고 패치의 크기는 직경 2-10 cm에 이른

다. 패치는 적설아래서 크기가 증가하여 아주 크게 되고,

균사는 흰색이나 흰 회색으로 잔디 잎 표면을 덮고 있다

(Smith and Reiter, 1976).

이병의 방제는 발병을 줄이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경종

적인 방법과 직접 병원균의 밀도를 줄여 발병을 억제하는

화학 농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경종적인 관리방법은

과다한 질소사용을 줄이고, 균형시비를 하며, bentgrass 종

은 질산칼슘이 설부병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Tyson, 1936).

설부병은 겨울철 장해인 건조, 동해, 서리해, 적설기간과

적설량에 따라서 피해율이 좌우된다(Smith and Reiter, 1976).

그러므로 대부분의 설부병이 발생이 심한 유럽이나 미국

의 경우는 살균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발병 피해를 줄이

기 위하여 당해 늦은 가을철에 눈이 오기 전에 살균제를

살포하고 있다(Vargas et al., 1972; Chang et al., 2011).

설부병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균제는 보호살균제

와 침투성 살균제인 quintozene, chlorothalonil, iprodione,

chloroneb, propiconazole, benomyl, triadimefon, vinclozolin,

azoxystrobin, flutolanil, fenarimol, tebuconazole, cyproconazole

및 thiram 등을 사용하고 있다(Burpee, 1994; Smith et al.,

1989; Stienstra, 1980; Chang et al., 2011). 이들 살균제는 미

국이나 캐나다에서 설부병 예방을 위하여 눈 오기 전에 1

회 살포를 하며, 노즐타입이나 살포 약 량에 따른 약효에

대한 보고도 있다(Matsumoto and Sato, 1982); Chang et al.,

2011).

국내도 여름철 잔디병 방제와 설부병 방제를 위한 농약

은 propiconazole, azoxystrobin 및 tebuconazole 등을 비롯

하여 10종의 설부병 방제농약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Propiconazole은 탄저병, 라이족토니아마름병과 동전마름

병을 동시에 방제하는 약제로 등록이 되어 있고, tebuconazole

은 설부병, 녹병, 탄저병, 라이족토니아마름병, 갈색잎마름

병 및 동전마름병에 등록이 되어 있고, azoxystrobin은 설

부병, 갈색잎마름병, 라이족토니아마름병, 피시움마름병,

누른잎마름병, 탄저병에 등록이 되어 있다(http://www.koreacpa.

org). 이들 약제들은 용평 골프장에서 여름철 병 방제를 위하

여 늦은 봄부터 늦여름까지 여러 번 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름철에 빈번히 사용하는 tebuconazole,

propiconazole 및 azoxystrobin에 대한 겨울철 설부병 방제

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살포시기, 살포횟수 및 살포방법

에 따른 설부병의 방제효과를 조사하여 실재 골프장관리

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잔디 및 시험구 배치

본 시험을 위한 장소는 강원도 대관령면에 소재한 20년

된 용평골프장에서 실시하였다. 잔디는 골프장 건설때부

터 전체에 한지형잔디로 식재되어 있었으며, 잔디의 종류

는 페어웨이와 러프는 Kentucky bluegrass으로 식재가 되

어 있다. 잔디의 관리는 관행관리에 의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이 지역은 12월 이전에 눈이 내려 겨울내 녹지 않

아 적설기간이 최소 60일 이상 지속이 되어 매년 설부병

의 피해가 나타나는 골프장이다(Lee and Kim, 1992). 

시험은 Kentucky bluegrass 종이 식재된 페어웨이와 그

린용 잔디로 creeping bentrasss 종을 조성하고 있는 너서

리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시험구의 배치는 매년 설부병이

심하게 발생하는 7번홀 중간부분 페어웨이 인접한 러프에

서지역에 페어웨이와 평행하게 배치하였고, creeping bentrasss

종은 너서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모

든 시험의 시험구의 크기는 2 m×2 m로 임의배치법에 의

한 4반복으로 설계되었다. 

단용 살균제의 효과

하절기 병 방제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에 대

Table 1. List of fungicides used in this study.

Common Name Trade Name and Rates Mode of action Fungicide group (Family)

Propiconazole Banner-25% (1 L/m2-1,000 L/10a) Sterol biosynthesis inhibitor Triazole

Azoxystrobin Heritage - 20% (1 L/m2-1,000 L/10a) Respiration inhibitor Strobilurin

Tebconazole Horicure-25% (1 L/m2-1,000 L/10a) Sterol biosynthesis inhibitor Triaz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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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부병의 방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3종의 공시약

제로 tebuconazole 유제(25%), propiconazole 액상수화제

(20%) 및 azoxystrobin 액상수화제(20%)를 사용하였다. 약

제 대한 정보와 사용량은 Table 1과 같다. 살포농도는

tebuconazole 유제(25%)는 3,000배액(6.7 g/20 L), propiconazole

액상수화제(20%)는 2,000배액(10 g/20 L), azoxystrobin 액상수

화제(20%) 2,000배액(10 g/20 L)으로 살포 약 량은 1 L/m2 이

었다. 약제 살포 시기는 적설직전인 11월 11일과 11월22일

에 농약사용 방법에 준하여 물 조리개를 사용하여 관주처

리 하였다. 발병조사는 2012년 4월6일에 Fig. 1에 증상을

전체면적에 대한 발병 면적의 %로 조사하였다. 

혼용 살균제의 효과

공시약제의 혼용 살포에 의한 설부병에 대한 방제효과

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시약제를 권장 살포 농도보다 2배

묽은 농도로 주성분이 서로 다른 두 약제를 혼용하여 살

포하였다. 처리구는 azoxystrobin 액상수화제(20%) 4,000

배액(5 g/20 L)+tebuconazole 유제(25%) 6,000배액(3.8 g/

20 L), azoxystrobin 액상수화제(20%) 4,000배액(5 g/20 L) +

propiconazole 액상수화제(20%) 4,000배액(5 g/20 L), 및

propiconazole 액상수화제(20%) 4,000배액(5 g/20 L) +

tebuconazole 유제(25%) 6,000배액(3.8 g/20 L)으로 하였다. 약

제 살포 시기는 적설직전인 11월 11일과 11월 22일에 2회

살포하였다. 발병조사는 2012년 4월6일에 조사하였다. 

살포방법에 따른 약제 효과

공시약제 대한 살포방법에 따른 약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주처리와 경엽처리로 구분하여 살포하였다. 관

주처리는 구멍이 적은 물 조리개를 처리하였고, 경엽살포

는 수동식 등짐분무기를 이용하여 살포하였다. 공시약제

는 azoxystrobin 액상수화제(20%) 2,000배액(10 g/20 L)으

로 사용하였다 살포는 2012년 11월 11일과 11월 22일에

살포하였다. 발병조사는 2012년 4월6일에 조사하였다.

살포 시기별 약제 효과

가을철 약제 살포 일자 별 1회 살포로 의한 설부병 방

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른 살포는 적

설전인 2012년 11월 11일에 1회 살포 하였으며, 늦은 살포

는 11월 22일에 1회 살포하였다. 시험 잔디 종류는 Kentucky

bluegrass종에서만 실시하였다. 공시약제는 tebuconazole 유

제(25%)의 와 azoxystrobin 액상수화제(20%)를 사용하였다.

발병조사는 2012년 4월6일에 조사하였다. 

통계 분석

통계분석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JUMP 6.0,

2006)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데이터 전체 분석은 Fit Y

by X 모델에서 평균 값에 대한 Fit 모델 과 평균값에 대

한 ANOVA 분석에 의한 All pairs Student's t의 평균값을

비교분석을 하였다. Fit Y by X와 ANOVA 분석은 ANOVA

의 평균값, ANOVA의 평균변이 분석을 값과 그룹 간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비교간에 원

형태로 나타내었다. Fit 모델과 전체모델은 변이분석과 효

과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단용 살균제의 효과

설부병 방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늦은 봄부터 잔디

병 방제를 위하여 골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3종의 농약

에 대한 설부병 방제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과 같

다. 3종의 공시 약제는 Kentucky bluegrass 종과 creeping

bentgrass에서 적설 전 2회 살포 후 설부병 방제효과를 조

사한 결과, Kentucky bluegrass 종에서는 80% 이상의 방

제효과를 보였고, creeping bentgrass종에서는 95%이상의

방제효과를 보였다. 약제간에는 두 종류의 잔디에서 유의

성의 차이는 없었다. 시험에 미치는 요인을 분산분석의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무처리와 약제처리간에는 유의성이

있었으나. 잔디의 종류 간에는 유의성이 없어 잔디 종류

Fig. 1. Field trails (A) and symptom of gray snow mold (B) on April in gol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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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약제 효과에 미치는 요인은 없었고, 잔디와 약

제간 상호작용에도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약제효과에

는 어떤 요인도 작용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설부병 방제를 위해 사용한 3종의 공시약제의 작용 기작

은 지상부 침투성 살균제이다. propiconazole과 tebuconazole

은 triazole계 살균제로 sterol 생합성 저해제이고, azoxystrobin

은 strobilurin계로 호흡저해제이다(Table 1). 이들 살균제는

장기간 사용하면 대상 병원균에 따라 약제에 대한 저항성

을 유발하게 됨으로 방제효과가 낮아지는 약제들이다(Burpee,

1994; Smith et al., 1989). 이중 tebuconazole은 미국에서

는 설부병에 등록이 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미등록

약제이다. 이 3종의 약제는 용평 골프장에서 여름철 병 방

제를 위하여 년 4회 이상 사용하는 약제로 겨울철 설부병

방제에도 효과가 있는지 검정하고자 수행하게 되었다. 설

부병 방제용 공시 약제들은 미국에서도 오랜 전부터 등록

이 되어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제이지만(Chang et al.,

2011), 사용상에서 한국과는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

설부병이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적설기간이 길고 병원

균의 밀도가 높아 매년 큰 피해를 보임으로서 설부병을

방제용으로 사용할 경우 여름철보다 5배 높은 농도로 사

용을 권장하고, 적설 전 1회 살포를 권장하지만, 우리나라

는 여름철 병 방제농도와 동일한 약제농도로 사용하되 적

Table 2. Efficacies of chemical control of gray snow mold on three species at golf courses. 

Disease damage (%)x

Species Treatment Rate Rep.1 Rep.2 Rep.3 Mean±SDz Control value (%)

Kentucky bluegrass

Azoxystrobin 0.1 g a.i. /m2 9 7 5.5 7.17±5.14b 88.1±5.21a

Tebuconazole 0.08 g a.i. /m2 3 17.5 15.5 12.00±7.32b 80.0±6.14a

Propiconazole 0.1 g a.i. /m2 10 15.5 7.5 11.0±8.16b 81.7±4.38a

Nontreatedy 45 65 70 60.0±12.21a -

Creeping bentgrass

Azoxystrobin 0.1 g a.i. /m2 2.7 1.7 1.5 1.97±0.42b 96.5±0.44a

Tebuconazole 0.08 g a.i. /m2 2.0 2.5 0.7 1.73±0.28b 96.9±0.31a

Propiconazole 0.1 g a.i. /m2 0.7 1.5 2.6 1.60±0.34b 97.2±0.17a

Nontreatedy 65 55 50 56.67±6.67a

x Disease damage (%) was least square means of diseased area in microplots and rated on April 06,2012.
y Nothing was applied on the turfgrass for the nontreated (water was applied). 
z Within columns, 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according to comparisons all pairs using ANOVA (P = 0.05). 
Fungicides application was made on two times (Nov. 11, 2011 and Nov. 22, 2012).
Disease rate was made on April 06, 2012.
Spray volume was applied with l/m2.

Table 3. Analysis of variance of chemical control effect and application method at golf course in field trail. 

Source Df x Sum of Squares F value P value

Chemical control effect

Treatment (fungicide) y 2 13660.38 33.34 <0.0001

Turfgrass speciesc 1 156.06 1.14 0.3032

Fungicide × Turfgrass species 4 673.18 1.64 0.2246

Error 23

Chemical application method

Application methodz 1 21978.25 776.16 <0.0001

Turfgrass speciesc 1 102.13 1.88 0.0917

Application methodz × Turfgrass speciesc 2 62.58 2.80 0.0717

Error 10

x Degree of freedom. P = 0.05: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y Fungicide : Azoxystrobin, Tebuconazole, Propiconazole. 
z Application method: Irrigation, s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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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 3회 관주처리를 권장하고 있다(http://www.koreacpa.org).

그러나 본 시험에서는 적설 전 3회 살포가 현실적으로 적

용하기 너무 많은 횟수임으로 11월에 2회 살포를 하였지

만, creeping bentgrass 종에서는 95% 이상 설부병을 방제

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Kentucky bluegrass 종에서는

방제효과가 80%로 낮게 나타난 것은 시험구가 잔디를 깎

는 예고 높이가 높아 병원균이 발병을 일으키기 쉬운 습

도유지와 병원균의 밀도와 깊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Chang et al., 2011). 미국중서부의 위스콘신과 미

네소타 주는 추위와 많은 적설로 인하여 여러 병원균에

의한 설부병이 나타남으로 약제의 사용 효과가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남으로 약제의 가격이 낮은 PCNB 같은 농

약을 주로 많이 사용 한다(Chang et al., 2011). 

Chang et al. (2011)은 azoxystrobin을 가을철에 1회 살포

로 90%이상 방제 효과를 보였으나, 설부병을 방제하는 효

과는 propiconazole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미국 뉴욕에서

bluegrass 종에서 T. incarnate 방제에서 chlorothalonil,

iprodione and triadimefon 이 가장효과적으로 방제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Mueller et al., 2002), New Hampshire 지역

에서도 iprodione과 triadimefon (Nutter et al., 1979),

chlorothalonil, iprodione 및 triadimefon (Smiley and Craven,

1980) 가 gray snow mold (Typhula spp.) 방제에 우수한 효

과를 보였다. 또한 설부병 방제에서는 우점종 병원균에 따

라 방제효과에 차이를 보였다. T. Ishikariensis 가 우점종이

되어 발병을 일으킬 경우 T. incarnata에서 보다 병 방제 효

과가 낮았다고 한다(Steve, 1999). 

혼용 살균제의 효과

설부병을 방제하기 위하여 3종의 공시 약제를 혼용하여

살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약제혼용은 단용 살포 농도의 반 량을 넣어서 2종씩 혼

용하여 Kentucky bluegrass 종에 11월 11일과 22일에 두

번 살포한 결과, 설부병 방제효과가 93% 이상이었다. 혼

용 약제간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약제 혼용시험은 두 약제간의 상승 효과를 검정하기 위

해서 실시한 결과, 각각의 약제의 량을 반으로 줄여 사용

하여도 azoxystrobin + propiconazole, azoxystrobin +

tebuconazole 및 propiconazole + tebuconazole 혼용살포가 설

부병 방제효과에서 각각 농약을 단용으로 살포하는 것보

다 높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3종의 농약에 대하여 혼용하여 약효를 검정한 보고서는

없다. 각각 약제를 기준 사용하는 량보다 적은 량을 사용

하여 높은 방제효과를 거들 수 있다면 빈번한 약제사용에

대한 저항성의 발현문제를 줄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환

경적인 측면에서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Gould et al. (1977)는 Typhula blight 방제를 위해서 농

약의 살포는 이른 가을철, 늦가을 및 봄철 살포로도 병을

방제 할 수 있으며, benomyl + chlorothalonil의 혼합제,

benomyl + chlorothalonil + mancozeb의 혼합제 및 thiophanate

methyl+chloroneb 혼합제가 효과 가 있다고 하였다. 

살포 방법에 따른 효과

공시약제의 약제의 살포방법에 대한 약효의 차이를 조

사한 결과 Table 5와 같다. Azoxystrobin을 경엽에 분무살

포와 물 조리개를 이용한 관주살포를 2회 실시하였으나

약제 효과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의 차이가 없었다. 

본 시험에서 두 종류의 잔디를 사용하여 시험한 결과에

대한 분산 분석을 한 결과(Table 3), 공시약제에 대한 약

효는 처리와 무처리간에 유의성이 나타났고, 잔디의 종류

에는 유의성이 없어 잔디의 종류가 약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살포방법과 잔디의 종류와의 상호관계에서 유

의성이 없어 약제효과가 잔디종류에 따라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제에 대한 약효는 병원균

의 종류와 밀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

Table 4. Efficacies of chemical mixture for control of gray snow mold on Kentucky bluegrass species at golf course.

Species Treatment Rate
Disease damage (%)x

Rep.1 Rep.2 Rep.3 Mean±SDz Control value (%)

Azoxystrobin + Propiconazole 0.05+0.05 g a.i. /m2 8.5 3 1.5 04.33±3.56b 93.8±7.5a

Azoxystrobin + Tebuconazole 0.05+0.04 g a.i. /m2 3 6.5 1.7 03.73±3.06b 94.6±3.5a

Propiconazole + Tebuconazole 0.05+0.04 g a.i. /m2 1 5.5 1.5 02.67±2.89b 96.2±3.9a

Nontreatedy 65 75 60 69.67±5.67a -

x Disease damage (%) was least square means of diseased area in microplots and rated on April 06,2012. 
y Nothing was applied on the turfgrass for the nontreated (water was applied). 
z Within columns, 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according to comparisons all pairs using ANOVA (P =

0.05). 
Fungicides application was made on two times (Nov. 11, 2011 and Nov. 22, 2012).
Disease rate was made on April 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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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Chang et al., 2011). 

미국에서 겨울철 병 방제를 위해 약제를 살포하는 방법

에서 관주 살포 방식은 없다. 살포기계에 의한 경엽살포

로 살포를 함으로 본 시험에서와 같이 관주처리와 경엽처

리에 대한 시험이 수행되지 않고 노즐타입에 의한 약제효

과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Chang et al., (2011). 그

러나 본 시험은 국내 겨울 병 방제를 위한 약제 살포방법

은 관주처리를 하도록 농약사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관

주처리와 경엽살포에 대한 효과를 검정한 결과 효과에 차

이가 없음으로 경엽살포를 제안하고자 한다. Chang et al.,

(2011)은 노즐 타입이 서로 다른 6종의 노즐을 사용하여

잔디 경엽에 분무살포를 하였으나 Typhula blight 방제에

서 효과에 차이가 볼 수 없었지만, Teejet (flat fan) 노즐

이나 Raindrop (whirl chamber) 노즐을 사용한 처리구에서

방제효과가 높은 경향을 보고했다. 이에 앞서 여름철 병

방제를 위한 노즐 시험에서 Couch (1985)은, 동전마름병

방제를 위한 노즐종류에 대한 효과를 시험한 결과, Teejet

(flat fan) 이나 Raindrop (whirl chamber) 노즐이 다른 노

즐보다는 통계적으로 우수한 방제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살포시기 별 효과

공시약제인 azoxystrobin과 tebuconazole을 적설전인 11

월 중순과 하순에 각각 1회 관주처리 하고 약효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약제의 살포시기에 따른 설부병

방제 효과에서 약제간에 차이를 보였지만, 살포시기별로

통계적인 유의성의 차이가 있었다. Tebuconazole은 이른

Table 5. Efficacies of Azoxystrobin chemical application method of gray snow mold on three species at golf course.

Application Method
Disease damage (%)x

Species Treatment Rate Rep.1 Rep.2 Rep.3 Mean±SDz Control value (%)

Kentucky bluegrass

Azoxystrobin
0.1 g a.i. /m2 Irrigation 3 1.5 2.7 01.95±1.15b 97.2±1.4a

0.1 g a.i. /m2 Spray 8.5 1.5 1 03.67±4.52b 94.8±6.3a

Nontreatedy - 65.5 70 75 70.17±2.89a

Creeping bentgrass

Azoxystrobin
0. 1g a.i. /m2 Irrigation 3 5.5 2.7 03.73±1.89a 93.9±2.19a

0.1 g a.i. /m2 Spray 4 3.5 6.5 04.7±1.12a 92.3±1.89a

Nontreatedy - 63 65 55 61.0±7.73a

x Disease damage (%) was least square means of diseased area in microplots. 
y Nothing was applied on the turfgrass for the nontreated (water was applied). 
z Within columns, 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according to comparisons all pairs using ANOVA (P =

0.05). 
Fungicides application was made on two times (Nov. 11, 2011 and Nov. 22, 2012).
Disease rate was made on April 06, 2012.

Table 6. Efficacies of chemical application time for control of gray snow mold on Kentucky bluegrass before snow fall and cover.

Application time
Disease damage (%)x

Species Treatment Rate Rep.1 Rep.2 Rep.3 Mean±SDz Control value (%)

Azoxystrobin 0.1 g a.i. /m2 Early 15 10 7 10.66±4.62b 84.70±7.5b

Tebuconazole 0.08 a.i /m2 Early 2 4.5 3.5 03.00±1.58c 95.70±0.9a

Azoxystrobin 0.1 g a.i. /m2 Late 10 15 15 13.33±2.89bc 80.87±3.8b

Tebuconazole 0.08 a.i /m2 Late 15 20 17 17.33±5.29b 75.13±8.5b

Nontreatedy 67 67 75 69.67±2.67a

x Disease damage (%) was least square means of diseased area in microplots and rated on April 06,2012. 
y Nothing was applied on the turfgrass for the nontreated (water was applied). 
z 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according to comparisons all pairs using ANOVA (P = 0.05). 
Early application was made on Nov. 11, 2011.
Late application was made on Nov. 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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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살포한 처리구가 늦게 살포한 처리구보다 병 방제

효과가 높았다. 하지만 azoxystrobin 처리구에서는 유의성

의 차이가 없었다. 

국내 설부병은 주로 한 종류의 병원균에 의해서 발병을

함으로 약제 방제의 효과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1회 살

포로서도 80%이상 방제효과를 보임으로서 약제 종류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지만, 두 약제 모두 적설직전 살포시

기는 11월 중순 살포가 하순 살포보다 방제 효과가 높은

경향과 유의성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설부병원균이 감염

전 병원균의 밀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료미제출). 

미국은 지역적으로 Typhula blight 병의 발생에 많은 변

수가 작용한다(Smiley, 1983). 적설기간이 길고 적설량이

많으며, 병원균의 종류가 다양하여 살포시기와 적설기간

은 설부병 발달에 중요하다(Smiley, 1983). Chang et al.

(2011) 연구에 의하면 적설 30일전 에 살포와 적설직전인

늦가을에 의한 통계적인 유의성의 차이를 찾지 못하였다

고 한다. 미국 위스콘신 Typhula blight 방제는 어렵다고

한다. 방제 성공은 병원균의 우점종, 전염원의 밀도, 적설

기간 및 잔디의 종류에 달려 있다고 한다(Chang et al.,

2011). 어느 해에는 몇몇 농약들이 효과가 있었으나, 어느

해에는 그 농약들이 효과가 없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왜

냐하면 이들 농약들은 모든 Typhula spp. 을 방제할 수 없

으므로 우점 하는 병원균의 종류에 따라서 약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Chang et al., 2011). 적설 전에 약

제를 살포할 경우 설부 병원균이 잔디로 감염되는 것을

보호해준다고 한다(Smiley, 1983), 하지만 병원균의 밀도

가 높거나 적설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될 경우 병 방제 효

과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본시험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 설부병은 미국의 설부병

방제율 보다 높은 것은 T. incarnata에 의해서 발병하기 때

문이면, T. incarnata는 대부분의 약제에 대하여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을철 적설직전에 농약을 살포할 경우

방제효과가 우수하므로, 농약사용 지침서에 의하여 3회 관

주처리를 하지 않고, 1-2회 경엽처리로서도 설부병 방제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 약

Typhula incarnata에 의한 설부병 방제를 위한 살균제의

효과를 골프코스에서 평가하였다. 살균제의 살포효과, 살

균제의 혼용효과, 살균제의 살포방법에 의한 효과 및 살

포시기에 의한 설부병의 방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용평

골프장에서 평가하였다. 무처리구는 3종의 살균제처리구

보다 병 피해가 더욱 심각하였다. 3종의 살균제(Azoxystrobin,

propiconazole, tebuconazole)는 Kentucky bluegrass 종과

creeping bentrasss 종의 잔디에서 80% 이상의 설부병을 방

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2종 이상의 혼용살포에 의한 설부

병의 방제효과는 Kentucky bluegrass 종에서 93% 이상 방

제효과가 있었다. Azoxystrobin 살균제를 관주와 경엽살포

에 대한 설부병 방제 효과는 2종의 잔디에서 모두 유의성

의 차이가 없었다. 살균제 살포시기에 따른 설부병 방제

효과는 tebuconazole 살포구에서 유의성 있었다. 이른 가

을에 살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주요어: 방제가, 설부병, 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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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토양개량제가 골프장 그린의 크리핑 벤트그래스

생육에 미치는 영향

이재필*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생명산업학과 골프장잔디전공

The Effects of Inorganic Soil Amendment on Growth of

Creeping Bentgrass(Agrostis palustris) in Golf Course

Jae-Pil Lee*

Major in Golf Course and Turfgrass, Graduate School of Agriculture and Animal Science,

Konkuk University, Seoul, Rep. of Korea

ABSTRACT. Soil amendments have been used to improve the physical and chemical condition of turf soil, which

might optimize turfgrass growth in golf courses.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organic soil amendment

(ZC) established in USGA root zone system on growth of creeping bentgrass, cv. 'Penncross' carried out from May

to Dec. in 2005 at the nursery on Sinwon Golf Course. To analyze the effects of inorganic soil amendment on pH,

specific gravity, infiltration rate, water content, soil hardness, root length, tiller density and dry weight were

measured. pH was 6.7-6.8, specific gravity of sand (S) 100% was 1.48 heavier than the other treatments (1.28-1.38).

Infiltration rate with ZC 15% + peat moss (P) 5% + S 80% and ZC 10% + S 90% was faster than S 100%. Soil

hardness of S 100% was the highest. Root length of creeping bentgrass of P 10% + S 90% (8.6-12.0 cm) was the

longest. Tiller density with P 5% + S 95% was more 4-7 ea than other treatments in summer season. In growing

season, however, ZC 10% + P 5% + S 85% was more 2-3 ea than others. Dry weight of creeping bentgrass treated by

ZC 10% + P 5% + S 85% in summer season and P 5% + S 95% in growing season were heavier than other

treatments. It is recommended to combine 5-15% inorganic soil amendment and peat moss 5% with sand in order to

sustain soil balance. 

Key words: Creeping bentgrass, Inorganic soil amendment, Turfgrass growth, Water content

서 론

골프장에 있어서 그린은 그 골프장의 ‘얼굴’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골프코스 구성요소 중 매우 중요한 부분

이다(Lee et al., 2007a). 그린의 면적은 대략 15,000~20,000

로 골프장 전체 잔디식재 면적의 10%에 불과하지만 골퍼

들에게 최고의 퍼팅 퀼리티(putting quality)를 제공하기 위

해 전체관리 예산의 60%이상이 집중 투자되는 곳이다(Yoo

et al., 2009).

이러한 우수한 퍼팅 퀼리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린

의 잔디 품질을 연중 균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만일 그린

잔디가 손상되면 골프경기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골

프장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ee et al.,

2007a).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는 연

중 균일한 잔디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Lee

et al., 2007a; Lim et al., 2009). 이는 골퍼의 통행과 집중

되는 관리 작업으로 인해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린 토양의

부등침하와 고결화로 토양의 물리적 환경이 나빠지기 때

문이다. 연중 크리핑 벤트그래스의 뿌리를 조사한 결과 우

리나라 4계절 중 여름철이 가장 짧았다(Tae et al., 2006).

우리나라 여름철 그린 잔디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

법의 하나로 토양의 물리성 개선을 위해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관리비용 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중 균일한 잔디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생장조절제를

사용(Hong and Tea, 2009)하거나 잔디 생육 부적기에 질

소 비료 사용을 줄이고, 미량요소 위주의 시비프로그램을

*Corresponding author; Tel: +82-2-453-3786

E-mail : jplee1100@hanmail.net

Received : May 02, 2012, Revised : May 14, 2012, Accepted :

May 25, 2012



한지형 잔디의 설부소립균핵병 방제를 위한 살균제 평가 111

운영(Hong et al., 2011)하거나 내서성이 강한 잔디 품종

의 도입, 지반에 쿨링 시스템의 설치(Lee et al., 2007b),

월요 휴장의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그린의 토양 물리성 개선을 위해 장마 전 6월경에 통기작

업, 슬라이싱, 스파이킹, 버티드레인 등의 작업으로 그린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샌드인젝션, 샌드캣

등의 갱신작업을 통해 토양개량제를 인위적으로 삽입하여

그린 토양의 물리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골프장이 늘

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들은 잔디에 물리적인 손

상을 가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손상이 없으면서 그린의 답

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토양개량제는 배토사와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토양의

용적밀도, 공극률, 수리전도도 및 양이온치환용량에 개선

효과가 있고, 잔디의 생육과 품질을 향상시킨다(Chong and

Ok, 2006; Koh et al., 2006; Kim et al.,, 2009; Waltz and

Macarry, 2000). 특히 잔디의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토

양 수분과 공기를 나타내는 공극은 경도, pH 및 양이온치

환용량의 변화와 같은 토양 특성과 잔디의 색상 및 가시

적 품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An et al., 1993; Ok et al.,

2004). 그러나 골프장 그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기 토

양개량제인 피트모스는 초기의 잔디 발아와 생육에는 효

과적이나 3~4년 이상 경과하면 유기물 과잉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골프장 그린의 지반 조성 시 사용되

는 무기 토양개량제가 골프장 그린의 토양 물리성 및 크

리핑 벤트그래스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포장시험 

본 연구는 2005년 5월 25일부터 2005년 12월까지 6개

월 동안 경기도 용인시 소재 신원 골프장(2003년 개장) 양

묘장에서 수행하였고, 공시잔디는 크리핑 벤트그래스 ‘펜

크로스’ 품종이었다. 공시재료인 무기 토양개량제는 (주)

왕표화학에서 제공하였으며 특성은 Table 1과 Table 2와

같다. 본 실험에 사용된 지반구조는 USGA 지반이다.

공시재료 및 처리내용

USGA 지반의 혼합층에 사용된 무기 토양개량제(약자

ZC)의 효과 구명을 위한 처리내용은 모래(S) 100%, 피트

모스(P) 5%+S 95%, P 10%+S 90%, ZC 5%+P 10%+S

85%, ZC 10%+S 90%, ZC 10%+P 10%+S 80%, ZC

10%+P 5%+S 85%, ZC 15%+P 5%+ S 80%이었다(Table

2). 처리구별로 혼합층을 조성한 후 크리핑 벤트그래스 잔

디 뗏장을 식재하였다. 실험구의 크기는 1 m × 1 m이었으

며 실험구의 배치는 3반복 완전임의배치법으로 배치하였다.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내용은 토양 pH, 비중, 보수력, 투수계수, 토양경도,

뿌리길이, 잔디 분얼경 밀도, 건물중, 잔디품질, 엽색 등을

조사하였다. 토양 pH, 비중 및 보수력은 지반 조성 7일후

조사하였다. 투수계수는 터프텍에서 제조된 투수계수계

(PN1-S)로 월 1회 측정 하였으며, 토양경도는 터프텍에서

제조한 투수계수계(IN2-W)로 2회 조사하였다. 측정값의

범위는 0~10으로 0이면 토양 자체 저항이 없는 것이고,

10이면 암석정도의 단단함을 나타낸다. 뿌리 길이는 직경

15 mm 토양 샘플러로 잔디를 채취 후 30 cm자를 이용하

여 월 1회 측정하였고, 잔디 분얼경 밀도는 가로, 세로

1 cm 이내의 면적에 있는 분얼경의 수를 월 1회 조사하였

으며, 잔디 건물중은 토양 샘플러(직경 2 cm)로 잔디를 채

취 후 수세하여 80의 드라이 오븐에 24시간 건조시겼으며,

매트층과 대취층에 있는 건조된 토양은 바람을 이용하여

최대한 분리하여 월 1회 조사하였다. 토양경도는 한 실험

구에서 3회 조사하여 평균하였으며 다른 조사항목은 한

Table 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soil used.

Size > 2 mm 2-1 mm 1.0-0.5 mm 0.5-0.25 mm 0.25-0.15 mm 0.15 mm > 

Particle distribution (%) 0 67.0 31.0 1.0 0 0

Table 2.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inorganic soil amendment (ZC).

Physical 
properties

CEC
(me/100 g)

Infiltration rate
(mm/hr)

Water potential
(30 cm depth)

Bulk density
(%)

Porosity
(%)

value 5.0 7200 25.7 0.90 67

Chemical 
properties

EC
(ms/cm)

pH
Al203

(mg/kg)
SiO2

(mg/kg)
P2O5

(mg/kg)
CaO

(mg/kg)
MgO

(mg/kg)
K2O

(mg/kg)
Fe2O3

(mg/kg)

value 0.06 6.3 10 74 0.07 0.68 0.56 2.68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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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구에 1회만 조사하였다. 시험포장은 골프장 그린의 표

준 관리방법에 의해 관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Duncan 다중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pH, 비중 및 보수력

그린 조성 당시 무기 토양개량제 처리구의 토양 pH는

잔디 생육에 적합한 6.7-6.8 내외이었다. 그러나 S 100%

처리구에서는 pH가 8.62로 높았는데 세척한 바다모래를

사용하였기 때문이었다(Table 4). 

토양비중은 S 100%처리구가 1.48로 무기 토양개량제의

혼합량이 증가할수록 비중이 1.38에서 1.28로 작아졌는데

이는 무기 토양개량제가 다공성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압력별 보수력은 일부 처리구만 조사하였는데 1기압에

서 S 100% 처리구가 2.13%으로 낮았다. 그러나 ZC 10%+S

90% 처리구의 보수력은 3.45%로 P 10%+S 90% 처리구

의 보수력 3.25%보다 높았다(Table 5).

투수속도(mm/hr)

투수속도는 실험구 조성 2주후 인 7월 27일부터 조사하

였다. 투수속도는 ZC 15%+P 5%+S 80%와 ZC 10%+S

90% 처리구가 USGA(미국골프협회)에서 권장하는 골프코

스 그린에서의 투수속도는 300~400 mm/hr보다 2~4배 빨

랐다. 이는 무기 토량개량제의 형태가 원형이고, 입자가

균일(0.5-2 mm)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Table 1, Table 6).

반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모래와 피트모스가 혼합된 처

리구에서의 투수속도는 느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표

준 그린 관리 작업인 깎기, 롤링, 잔디 뿌리의 생육 및 고

사 등으로 토양 물리성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으로 판단된

Table 3. Treatments in soil amendment mixtures between inorganic soil amendment (ZC) and peat moss applied in the study.

Abbreviation of treatments 8 mixture compositions ratio of inorganic and organic soil amendments (v/v)Z

S 100% Sand 100%

P 5% + S 95% Peat moss 5% + Sand 95%

P 10% + S 90% Peat moss 10% + Sand 90%

ZC 5% + P 10% + S 85% ZC 5% + Peat moss 10% + Sand 85%

ZC 10% + Sand 90% ZC 10% + Sand 90%

ZC 10% + P 10% + S 80% ZC 10% + Peat moss 10% + Sand 80%

ZC 10% + P 5% + S 85% ZC 10% + Peat moss 5% + Sand 85%

ZC 15% + P 5% + S 80% ZC 15% + Peat moss 5% + Sand 80%

ZTreatments indicated S=Sand, P=Peat mossZC=inorganic soil amendment.

Table 4. Soil pH and specific gravity of 8 soil amendments treated

plots.

TreatmentsZ pH Specific gravity

 S 100% 8.62 1.48

 P 5%+S 95% 6.60 1.38

 P 10%+S 90% 6.50 1.34

 ZC 5%+P 10%+S 85% 6.88 1.30

 ZC 10%+S 90% 6.82 1.35

 ZC 10%+P 5%+S 85% 6.72 1.33

 ZC 10%+P 10%+S 80% 6.84 1.29

 ZC 15%+P 5%+S 80% 6.73 1.28

ZZC: inorganic soil amendment, P : Peat moss, S : Sand.

Table 5. Water content (%) of each atmospheric pressure level.

 (Unit: mass water/mass soil, %)

 Atmosphere (bar)
TreatmentsZ 

0.03 0.04 0.1 0.3 1 5 10 15

 Sand 100%  25.4bY 5.90b 3.48c 2.45c 2.13c 1.96c 1.90c 1.79c

 P 10%+S 90% 26.3a 6.35b 4.99b 3.58b 3.25b 2.98b 2.78b 2.63b

 ZC 10%+S 90% 26.3a  7.21ab 4.89b 3.73b 3.45b 3.20b 3.19b 3.05b

 ZC 20% +S 80% 27.5a 8.67a 6.67b 5.51a 5.21a 4.95a 4.70a 4.58a

ZZC: inorganic soil amendment, P : Peat moss, S : Sand.
Y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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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무기 토양개량제(ZC)이 포함된 처리구의 경우

시일이 경과할수록 골프장 그린의 토양 물리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투수계수는 투

수계수를 조사하는 장비에 따라 투수속도는 상이할 수 있

으므로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면 경도(value, 0~10)

그린 조성 5개월 후의 토양 경도는 S 100% > P 5%+S

95% = P 10%+S 90% > ZC 15%+P 5%+S 80% 순으로 높

았다(Table 7). 이는 무기 토양개량제가 혼합된 처리구의

경우 모래 및 피트모스 처리구에 비하여 혼합토층의 고결

화가 지연되기 때문으로 차후 토양의 통기성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잔디 뿌리길이 조

사를 위한 코어 샘플링 시 무기 토양개량제가 포함된 처

리구의 경우 혼합토가 뭉쳐지지 않고 뿌리로부터 쉽게 분

리되었다. 

또한 골프장 그린의 조성기간이 경과할수록 피트모스는

잔디 뿌리의 잔사체와 함께 그린 토양의 물리성을 나쁘게

하는 원인이므로 무기 토양개량제의 효과가 증가될 것으

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뿌리길이(cm)

크리핑 벤트그래스의 생육 부적기 뿌리길이는 무기 토

양개량제이 혼합된 ZC 10%+S 90% 처리구가 7.6-10.0 cm

로 S 100% 처리구 5.7-9.7cm보다 잔디 뿌리가 길었다. 그

러나 피트모스가 혼합된 P 10%+S 90% 처리구 8.6-12.0 cm

보다 짧았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Table 8). 이는 Table

2과 Table 6와 같이 무기 토양개량제가 혼합된 처리는 무

기 토량개량제의 형태가 원형이고, 입자가 균일하여 투수

Table 6. Infiltration rate (mm/hr) of 8 soil amendments treated plots.

TreatmentsZ
Infiltration rate (mm/hr)

Jul. 15 Aug. 16 Step. 27 Oct. 11 Nov. 21

 S 100%  3673bY 1177c 524f 587c 635b

 P 5%+S 95% 1782f  1241bc 766d 524d 527d

 P 10%+S 90% 2195e 1162c 663e  610bc 580c

 ZC 5%+P 10%+S 85% 2951d 1457b 724d 658b  614bc

 ZC 10%+S 90% 3913a 1125c 891c 931a 883a

 ZC 10%+P 5%+S 85% 3673b 2022a 1136b 543d 534d

 ZC 10%+P 10%+S 80% 3429c 2169a 1129b 631b 628b

 ZC 15%+P 5%+S 80%  3529bc 2182a 1698a 923a 895a

ZZC: inorganic soil amendment, P : Peat moss, S : Sand.
Y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Table 7. Soil hardness (%) of 8 soil amendments treated plots. 

Treatments
Soil hardness (%)X

Oct. 21 Nov. 21

 S 100%  6.5aY 6.8a

 P 5%+S 95% 5.5b  6.0ab

 P 10%+S 90% 5.5b  6.0ab

 ZC 5%+P 10%+S 85% 5.0b 5.8b

 ZC 10%+S 90% 5.0b 5.8b

 ZC 10%+P 5%+S 85% 5.0b  5.7bc

 ZC 10%+P 10%+S 80% 5.0b  5.7bc

 ZC 15%+P 5%+S 80% 5.0b 5.5c

ZZC: inorganic soil amendment, P : Peat moss, S : Sand.
Y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X Soil hardness was evaluated with 0 to 10 rating scale of 0=soft and

10 = very hard.

Table 8. Root length (cm) of creeping bentgrass among 8 soil
amendments treated plots.

TreatmentsZ
Root length (cm)

Jul. 15 Aug. 16 Sep. 27 Oct. 11

 S 100%  5.7eY 8.9b  7.0d  9.7a

 P 5%+S 95%  6.8e 12.1a  8.0c  9.0b

 P 10%+S 90% 12.0a 8.6b 10.5a  10.0a

 ZC 5%+P 10%+S 85% 10.2b  8.0bc  8.0c  9.4ab

 ZC 10%+S 90%  7.6d 8.9b  9.0b  10.0a

 ZC 10%+P 5%+S 85%  8.5c 7.2c  9.0b  9.0b

 ZC 10%+P 10%+S 80%  8.3c 7.4c  8.0c  8.5b

 ZC 15%+P 5%+S 80%  7.1d 5.4d  9.0b  8.6b

ZZC: inorganic soil amendment, P : Peat moss, S : Sand.
Y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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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빨라져 잔디 생육 부적기 뿌리 환경을 개선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생육적기에는 처리구별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이었

다. 그러나 무기 토양개량제의 효과는 여름 생육 부적기

에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그린 조성 시 피트모스 5%와

무기 토양개량제를 10%내외로 혼합하여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잔디 분얼경 밀도(개체 수/cm2)

여름철 생육 부적기의 잔디밀도는 P 5%+S 95% 처리구

가 다른 처리구보다 분얼경수가 4~7개 더 많았으며, 생육

적기에는 ZC 10%+P 5%+S 85% 처리구의 분얼경수가 2-

3개 많았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Table 9). 이는 Table

5와 같이 무기 토양개량제가 혼합된 처리구의 보수력이

우수하여 양분 보유력이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기 토양개량제인 피트모스가 보수력 및 보비력이 우수

하여 잔디 생육에 효과적이라는 보고하였는데(Koh et al.,

2006) 무기 토양개량제와 혼합 사용할 경우 잔디 생육에

미치는 효과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잔디밀도는 크리핑 벤트그래스의 품종에 따

라 다르며, 특히 여름철 생육 부적기에는 감소한다는 보

고와 일치하였다. 여름철 생육기의 당 분얼경 밀도는 L-

93, Crenshaw, Pen A-4의 밀도는 평균 18개 이상이었으나

Pencross는 15.7개로 보고하였다(Tea et al., 2006). 

잔디 건물중(g)

크리핑 벤트그래스의 생육부적기 건물중은 ZC 10%+P

5%+S 85% 처리구가 0.3~0.4 g 정도 더 무거웠으며, 생육

적기의 건물중은 P 5%+S 95% 처리구가 0.2~0.3 g 정도

더 무거웠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있었다. 이는 Table 7과

같이 무기 토양개량제가 혼합된 처리구의 경우 모래 및

피트모스 처리구에 비하여 혼합토층의 고결화가 지연되기

때문으로 토양의 통기성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모든 처리구의 건물중은 잔디 생육적기에서

는 증가하는 경향이었다(Table 10). 

이상의 실험 결과 무기 토양개량제는 잔디 생육기보다

생육 부적기에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Guertal et al. (2008)

은 무기 토양개량제 Profile, Clinolite, Axis 등을 모래에 25%

혼합한 결과 뿌리 생육이 대조구(모래)보다 10 cm 이상 길

었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이는 피트모스의 보수력, 보비

력 능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Table 4; Waltz

and Macarry et al., 2000). 그러나 USGA 그린을 조성 시

혼합층에 무기 토양개량제를 단독(5-15%) 사용 것보다 피

트모스(5%)와 혼합하여 사용한다면 그 효과는 상승할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린 토양의 물리성은 시간이 경과

할수록 배수성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실험에 사

Table 9. Tiller density of creeping bentgrass among 8 soil
amendments treated plots.

TreatmentsZ
Tiller density (ea/cm2)

Jul. 15 Aug. 16 Sep. 27 Oct. 11

 S 100%  15bY 15c 18b  21ab

 P 5%+S 95% 18a 17a  19ab 20b

 P 10%+S 90% 15b 16b 18b 20b

 ZC 5%+P 10%+S 85% 14c 17a 18b 20b

 ZC 10%+S 90% 11d 16b  19ab 20b

 ZC 10%+P 5%+S 85% 15b 14c 20a 22a

 ZC 10%+P 10%+S 80% 12d 16b 20a 19c

 ZC 15%+P 5%+S 80% 15b 18a  19ab 20b

ZZC: inorganic soil amendment, P : Peat moss, S : Sand.
Y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Table 10. Dry weight (g) of creeping bentgrass among 8 soil amendments treated plots.

TreatmentsZ
Dry weight (g)

Jul. 15 Aug. 16 Sep. 27 Oct. 11

 S 100%  0.6cY 0.7c 1.2a  1.1ab

 P 5%+S 95% 0.6c 1.0a 1.3a 1.2a

 P 10%+S 90% 0.9b 0.9b 1.0b 1.0b

 ZC 5%+P 10%+S 85% 0.9b 0.7c 1.2a 1.2a

 ZC 10%+S 90% 0.7c 1.0a 1.2a  1.1ab

 ZC 10%+P 5%+S 85% 1.1a 1.0a 1.2a  1.1ab

 ZC 10%+P 10%+S 80% 0.9b 0.8b 1.0b  1.0ab

 ZC 15%+P 5%+S 80% 1.0a 1.0a  1.1ab 1.2a

ZZC: inorganic soil amendment, P : Peat moss, S : Sand.
Y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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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무기 토양개량제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기존에 조성된 그린에 무기 토

양개량제를 3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투수력, 보비

력, 잔디 품질 등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하였다(Guertal

and Waltz, 2008). 

요 약

본 실험은 무기 토양개량제가 골프장 그린의 지반 조성

용으로 사용 시 크리핑 벤트그래스 ‘펜크로스’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 신

원골프장 너스리에서 수행되었다. 조사내용은 토양 pH, 비

중, 보수력, 투수계수, 경도, 뿌리길이, 잔디 분얼경 밀도,

건물중을 조사하였다. 무기 토양개량제 처리구의 토양 pH

는 잔디 생육에 적합한 6.7~6.8, 토양비중은 S 100%처리

구가 1.48로 다른 처리구 1.28-1.38내외보다 무거웠다. 투

수속도는 ZC 15%+P 5%+S 80%와 ZC 10%+S 90% 처리

구가 USGA 기준보다 2-4배 빨랐다. 토양 경도는 S 100%

에서 가장 높았다. 뿌리길이는 무기 토양개량제가 혼합된

ZC10%+S90% 처리구가 7.6~10.0 cm로 가장 길었다. 여름

철 생육 부적기의 잔디밀도는 P 5%+S 95% 처리구가 다

른 처리구보다 분얼경수가 4-7개 더 많았으며, 생육 적기

에는 ZC 10%+P 5%+S 85% 처리구가 2-3개 많았으며 통

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생육 부적기 건물중은 ZC 10%+P

5%+S 85% 처리구가 가장 무거웠으며, 생육 적기의 건물

중은 P 5%+S 95% 처리구가 가장 무거웠다. 따라서 USGA

그린 조성 시 혼합층에 무기 토양개량제를 단독(5-15%)

사용 것보다 피트모스(5%)와 혼합하여 사용한다면 그 효

과는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무기 토양개량제, 보수력, 잔디 생육, 크리핑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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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was conducted to know whether turfgrass wear tolerance, growth, and quality could be

improved by the application of silicon and potassium. First, turf responses to silicate and potassium were evaluated by

several parameters such as, turf visual quality, root length, shoot density, and dry weight under the field condition.

Second, turf responses to traffic frequencies were examined by turf growth (root) length, shoot density and dry weight)

and soil hardness under the field condition. Finally, under traffic stress condition, the effects of silica and potassium

application on wear tolerance were evaluated through the methods described above. Creeping bentgrass (Agrostis

stolonifera) rooting were significantly improved by silica. The root length was enhanced by an increase in potassium

silicate application. Certain level of light traffic is beneficial while frequent traffic cause serious adverse effect on

visual quality of bentgrass. Under a traffic stress condition with 10 times of footing a day for 30 days, silica and

potassium increased turf visual quality by 6.38% and 10.25% respectively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Silica and

potassium treatment on trafficked plot increased turf visual quality by 11.4% and 10.2% respectively in comparison

with the control with significant reduction of wear injury from the traffic. A co-application of potassium silicate with

potassium sulfate provided the enhanced visual quality of turf as compared to application of silica or potassium

fertilizer, respectively. 

Key words: Creeping bentgrass(Agrostis stolonifera L.), Potassium silicate, Silica, Traffic, Wear tolerance

Introduction

Injury from traffic is one of the predominant abiotic stresses

to affect turfgrass growth and quality on recreational sites.

Wear injury to shoot tissue is manifested by abrasion, tearing,

or stripping of the leaf tissue, resulting in chlorophyll

degradation and subsequent reduction in photosynthesis.

Secondary effects due to this injury can include increased

susceptibility to insect or fungal attack at the sites of injury

or increased weed pressure due to loss of turf density. The

overall effect of the injury is a cessation of turf growth, loss

of density, and premature senescence of shoot or root tissue.

Rates of recovery vary based on inherent growth rate and

degree of injury severity.

Greater shoot density and quantity of verdure tissue may

increase wear tolerance and speed recovery from wear

injury (Trenholm et al., 1999). Shoot tissue quantity may be

due to inherent growth rate, which may vary between or

within species (Beard, 1973) or may result from specific

turfgrass fertility or management practices. Adequate nitrogen

(N) fertilization can increase shoot density and hasten re-

covery from wear, but applications of high rates of N

typically reduce wear tolerance, due to increased tissue

succulence. Potassium fertilization has been shown to in-

crease wear tolerance, primarily due to effects on stomatal

control and leaf turgidity (Carrow, 1995).

As with any plant grown for the use or benefit of people,

understanding the nutritional requirements of turfgrasses is

among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ir successful culture.

Inadequate soil nutrient levels, insufficiently or excessively

applied nutrients, and improperly applied nutrients can each

lead to problems in the general health, vigor, and quality of a

turfgrass stand. As the use or quality expectations of a turfed

area increase, so does the importance of adequate soil fertility

and a proper fertility program. In extreme cases, poor or

improper fertility can lead to the decline and eventual loss of

major portions of a turfgrass stand.

In classical plant nutrition literature, 16 elements are gen-

erally considered essential for plant growth. These include:

C, H, O, N, K, P, Ca, Mg, S, Fe, Mn, Zn, Cu, Mo, B, and Cl.

In reality, however, plant growth requires far more than 16

elements. Of the elements, not included in the 16 but proven

a quantitatively major inorganic constituent of plants, is

silicon (Si). Silicon is the second most abundant elemen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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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rface of the earth and accounts for up to 31% of the

earth's crust by weight, 3 to 17 ppm in soil solution. Si may

be beneficial to some plants in some situations, but have not

been shown at this time to be absolutely essential according

to strict classical definitions. It is most commonly found in

soil solution as a form of silicic acid, H4SiO4, which is

readily absorbed by plants. The form in which Si is taken up

by plants is monosilicic acid, Si(OH)4 (Chen et al., 2000).

Increasingly, chemical companies are promoting silica-

amended products to enhance turfgrass wear tolerance, re-

portedly due to effects of silicification on leaf rigidity. How-

ever, the authors are unaware of any scientific studies related

to the influence of Si on wear tolerance. 

Silicification of tissue may impart additional rigidity to

leaf blades, which could influence wear tolerance. Silica

may be deposited intra- or extracellularly (Sangster, 1970).

Especially, epidermal cells and xylem cell walls are the

places where the silica is highly accumulated (Mengel and

Krikby, 1987). Silica deposition lowers cuticular water loss

(Mengel, 1987) and has also been shown to impede fungal

penetration of the cuticular layer (Miyake and Takahashi,

1983).

Silicon's activity in the soil matrix has been proven to

improve micronutrient uptake (boron, copper, iron, manga-

nese, zinc), and reduce toxic metal uptake (aluminum and

sodium) (Chen and Caldwell, 1998).

Creeping bentgrass (Agrostis stolonifera L.) cv.

‘Penncross’ had increased dry weight in response to Si

application at 50 or 100 mg/ L (Gussack et al., 1998).

Silicon deficiency decreases plant height, tillering, and

production of green and dry matter (Mengel and

Krikby,1987).

In recent several years, It has been noticed that silica is

promoted for use on rice (Kang et al., 1997). Although the

effects of silica on turfgrasses have been studied for some

time, their effects on turfgrass growth have not been well

documented. Knowledge of the roles of silica in

turfgrasses would help identify traits to improve wear

toleranc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determine whether

foliar silica application could improve wear tolerance of

bentgrass and to examine whether silica might be involved in

physiological responses of the turfgrass. This research was

undertaken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silica application on

growth, quality, and wear tolerance in creeping bentgrass.

Materials and Methods

Influece of silica and potassium on the growth &

quality of creeping bentgrass

Field experiment was carried out at the Anyang Benest

Golf Club Research Field located in Gunpo-si, Kyounggido,

Korea.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on 'Dominant'('Prov-

idence' 50% + 'SR1020' 50% blend) creeping bentgrass

(Agrostis stolonifera L.) turf from May through June, 2001.

Fertilizers used in the study were soluble potassium silicate

(Kasil #1, 20.8% SiO2 and 8.3% K2O, PQ Corp., Chester,

PA) and potassium sulfate (50%, K2O., Kyounggi Chemical

Co.)

Silicon was used in the form of the potassium (K) salt. A

total of 8 treatments were comprised of the untreated control

(no fertilizer application), 3 rates of potassium silicate, 3 ml/

m2, 6 ml/m2, 10 ml/m2, three rates of potassium sulfate, 3 g/

m2, 6 g/m2, 10 g/m2, and a mixture of potassium silicate

3 ml/m2 and potassium sulfate 3 g/m2 (Table 1). 

Fertilizers were applied by hand sprayer capable of

accurate and uniform delivery. The sealed mix tank was

vigorously shaken prior to application. The amount of

delivery was based on 1 L/m2 water for all treatments. The

same treatment was replicated three times in a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 A plot size was 1 m × 1 m. Fertilizers

were applied twice a month in the field.

Turf visual quality, root length, shoot density, and dry

weight were investigated under field conditions for 7 treat-

ments (including control) at 25 days after each treatment.

Visual quality assessments were based on color, and uni-

formity, using a scale of 9 to 1(9 = best, 6 = minimum ac-

ceptable, and 1 = poorest quality). 

Growth response of traffic stress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on creeping bentgrass turf.

Traffic treatments were applied for thirty days from May 11

to June 10 in 2001. A plot size was 1 m × 1 m. One person

in a weight of 70 kg made traffic treatments as 0, 2, 7, 15, 25

passes daily. Data were collected at thirty days after treat-

ment was initiated. The parameters measured were the same

as mentioned in the first experiment.

Turf visual quality, root length, shoot density, dry weight,

and soil hardness were investigated under field conditions

for 5 treatments (including control) at 30 days after each

treatment. 

Visual quality assessments were based on color, and

uniformity, using a scale of 9 to 1(9 = best, 6 = acceptable,

and 1 = poorest quality). Soil hardness was measured by soil

Table 1. Listing of treatments applied in experiments. 

Treatments Amount (m2)

Control
Potassium silicate(K2SiO3)
Potassium silicate
Potassium silicate
Potassium silicate + Potassium sulfate
Potassium sulfate(K2SO4)
Potassium sulfate
Potassium sulfate

no applied
3 ml
6 ml
10 ml

3 ml + 3 g
3 g
6 g
1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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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ness tester (SHM-1, TAKEMURA, Japan).

Effects of silica and potassium application under

traffic stress conditions

A field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foliar silica and potassium application could improve

wear tolerance of bentgrass. The experiments were con-

ducted on creeping bentgrass turf from May through June,

2001. A total of 4 treatments were comprised of the untreated

control (no fertilizer application), potassium silicate 3 mL/

m2, potassium sulfate 3 g/m2 and a mixture of potassium

silicate 3 mL/m2 and potassium sulfate 3 g/m2. Fertilizers

were applied by hand sprayer capable of supplying accurate

and uniform delivery. The amount of delivery was based on

1 L/m2 water for all treatments. The sealed mix tank was

vigorously shaken prior to application. The traffic treatments

were replicated three times in a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 A plot size was 1 m × 1 m. One person in a weight

of 70 kg made traffic treatments as 10 passes daily. Data

were collected at thirty days after treatment was initiated.

Data were collected at thirty days after treatment as men-

tioned in the first experiment.

Chemical analysis of soil and leaf tissue

Chemical analyses for soil and leaf tissue were completed

in 10 and 25 days after individual treatment. A total of 3

treatments were comprised of the untreated control (no

fertilizer application), potassium silicate 5 ml/m2, and potas-

sium sulfate 5 g/m2. Soil samples were taken at every 5 cm

depth by 10 and 25 days after treatment was over.

Analysis followed the common chemical methods

(NASTI, 1983). K, Ca, Mg, Fe were extracted with 1M

ammonium acetate solution and determined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 (Spectro Analytical In-

strument, SPECTRO CIROS CCD. Germany). Total nitrogen

was extracted with H2SO4 and determined by the micro

Kjeldahl method. Available phosphorus was determined by

Lancaster method. Available silicon was determined by

Kolthoff and Hesse method. Electical conductivity (EC) and

pH were determined with distilled water filtrate (soil to

water 1:5 W/V). Organic matter was determined by Turin

method. Cation exchange capacity (CEC) was determined

by Polemio and Rhoade (1977). 

Statistical analysis 

Data were analyzed as a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 with analysis of variance, using the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s and the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Cary, NC, USA, 1990).

Results and Discussion

Turf visual quality

Visual quality ratings of creeping bentgrass in response to

fertility treatment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un-

treated control (Table 2). There is no K or Si effect on turf

visual quality.

The result from qualitative responses to Si treatments were

less consistent than responses to K. Enhanced turf quality

scores due to the treatment could be in response to either the

K or Si within the treatment. Information on the role of Si in

turf visual quality is limiting. Si could possibly improve turf

quality through any of the following physiological responses:

1) improved water relations within leaf tissue due to reduced

cuticular water loss, 2) increased photosynthetic capacity due

to increased rigidity and erectness of leaf blades, resulting in

less shading of leaves and enhanced interception of photo-

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PAR), and 3) increased photo-

synthetic capacity due to increased chlorophyll content as

found in strawberry plants(Wang, 1998).

Christians et al. (1979) found that as the K level increased,

Table 2. Visual qualityz of creeping bentgrass in response to potassium silicate and potassium sulfate fertilizers. 

Treatment Rates 10 DATy 25 DAT

Visual quality

Control
Potassium silicate
Potassium silicate
Potassium silicate
Potassium silicate + Potassium sulfate
Potassium sulfate
Potassium sulfate
Potassium sulfate

no applied
3 ml/m2

6 ml/m2

10 ml/m2

3 ml/m2 + 3 g/m2

3 g/m2

6 g/m2

10 g/m2

4.97
4.90
4.97
5.03
4.90
4.97
4.77
5.00

5.67
5.50
5.50
5.33
5.50
5.67
6.00
6.33

LSD (alpha = 0.05) - NS NS

Treatments applied biweekly over three replications in field studies.
zVisual quality : 9 to 1(9 = best quality, 6 = lowest acceptable quality, and 1 = poorest quality).
yDAT : days after treatment.
NS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probabili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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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 N was needed for maximum turfgrass quality. They con-

cluded from their study that K may play a more important

role in maintenance of turf quality, with the N/K balance of

particular importance.

Root length

Root length of creeping bentgrass in response to fertility

treatments was increased in comparison to the untreated

control (Table 3). Root length of creeping bentgrass in re-

sponse to potassium silicate at 25 days after treatment was

enhanced by 4.7% to 9.9% with increasing application rates

from 3 ml/m2 up to 10 ml/m2. Gussack (1998) stated that

creeping bentgrass shows increased growth in response to Si

application.

Juska et al.(1965) reported greater stimulation of root

growth than top growth by K additions. Root length of

creeping bentgrass in response to potassium sulfate at 25 days

after treatment was enhanced 11.4% to 15.7% with increasing

K application rates from 3 g/m2 up to 10 g/m2. 

Shoot density

Shoot density of creeping bentgrass in response to fertility

treatments were not different from the untreated control

(Table 4). However, the best shoot density of creeping bent-

grass in response to potassium sulfate was found at the plot

treated with 10 g/m2 of K application rates at 25 days after

treatment. The treatments applied with potassium sulfate had

higher shoot density than those applied with potassium

silicate. Shoot density of creeping bentgrass in response to

potassium sulfate at 25 days after treatment was enhanced

15.4% to 28.8% with increasing K application rates from

3 g/m2 up to 10 g/m2. 

Dry weight

Dry weight of creeping bentgrass in response to fertility

treatments were not different from that of untreated control

(Table 5). Gussack (1998) reported the dry weight of

creeping bentgrass (Agrostis palustris Huds.) cv. ‘Penncross’

increased in response to Si application at 50 or 100 mg/ L. In

contrast, Si application did not appear to improve the dry

weight in this experiment.

Growth response of traffic stress.

Turf visual quality in response to 2 time-passing traffic a

Table 3. Root length (cm) of creeping bentgrass in response to potassium silicate and potassium sulfate fertilizers. 

Treatment Rates 25 DATz

Control
Potassium silicate
Potassium silicate
Potassium silicate
Potassium silicate + Potassium sulfate
Potassium sulfate
Potassium sulfate
Potassium sulfate

no applied
3 ml/m2

6 ml/m2

10 ml/m2

3 ml/m2 + 3 g/m2

3 g/m2

6 g/m2

10 g/m2

11.67 c
12.22 bc
12.78 ab
12.83 ab 
13.28 a 
13.00 ab 
13.39 a
13.50 ab

LSD (alpha = 0.05) - 0.78**

Treatments were applied biweekly with three replications in field studies.
zDAT : days after treatment.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NS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5% probability level.

Table 4. Shoot density (plant/cm2) of creeping bentgrass in response to potassium silicate and potassium sulfate fertilizers. 

Treatment Rates 25 DATz

Control
Potassium silicate
Potassium silicate
Potassium silicate
Potassium silicate + Potassium sulfate
Potassium sulfate
Potassium sulfate
Potassium sulfate

no applied
3 ml/m2

6 ml/m2

10 ml/m2

3 ml/m2 + 3 g/m2

3 g/m2

6 g/m2

10 g/m2

17.33
18.16 
18.22 
18.67 
19.78 
20.00 
21.56 
22.33 

LSD (alpha = 0.05) - NS

Treatments were applied biweekly with three replications in field studies.
zDAT : days after treatment.
NS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probabili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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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was the highest rather than other trafficking with various

passing frequencies. A two time-passing traffic was the best

condition in order to measure visual quality. Turf visual

quality of 7 time-passing plot was higher than that of non-

traffic plot. But, visual quality of the turf treated with a 15

time-passage plot was considerably deteriorated (Table 6).

Therefore, it was assumed that certain level of light traffic is

beneficial while frequent traffic cause serious adverse effect

on visual quality of turfgrass. There is no traffic effect on

shoot density, root length and dry weight. Soil surface hard-

ness increased over time in the study. Soil surface hardness

increase in this experiment occurred with increasing traffic

frequency up to 25 passes.

Effects of silica and potassium application under

traffic stress conditions

 All of the treatments increased visual quality relative to the

control, with significant reduction of wear injury from the

treatments. This agreed with findings of Beard (1973), who

stated that application of adequate K increased wear tolerance

due to greater leaf turgidity. 

Under the traffic stress conditions, potassium silicate appli-

cation increased turf root length considerably in comparison

to the control. Shearman and Beard (1975) reported bent-

grass wear tolerance improved significantly with annual K

additions in the range of 27 to 36 g/m2.

Shoot density of creeping bentgrass in response to fertility

treatments on traffic-treated plots was not different from the

untreated control (Table 7). Dry weight of creeping bent-

grass by fertility treatments on traffic-treated plots was not

different from the untreated control (Table 7). 

Chemical analysis of treated soil and leaf tissue

Soil chemical characteristics with depth at 5 cm before

fertilization were shown in Table 8. K and available SiO2

content were very low. Nitrogen, potassium, Ca, Mg, Fe,

CEC, and available SiO2 content was reduced at 10days after

potassium silicate (5 ml/m2) fertilization. However, soil pH

and available P content was increased at 10days after

potassium silicate (5 ml/m2) fertilization. EC and organic

matter content were not different at 25 days after fertilization.

Leaf tissue concentrations of K and Si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10 days after treatment, but not different at 25

days after treatment. Potassium leaf tissue concentration was

Table 5. Dry weight (g) of creeping bentgrass in response to potassium silicate and potassium sulfate fertilizers. 

Treatment Rates 25 DATz

Control
Potassium silicate
Potassium silicate
Potassium silicate
Potassium silicate + Potassium sulfate
Potassium sulfate
Potassium sulfate
Potassium sulfate

no applied
3 ml/m2

6 ml/m2

10 ml/m2

3 ml/m2 + 3 g/m2

3 g/m2

6 g/m2

10 g/m2

0.65
0.62
0.61
0.64
0.66
0.58
0.65
0.58

LSD (alpha = 0.05) - NS

Treatments applied biweekly over three replications in field studies.
zDAT : days after treatment.
NS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probability level.

Table 6. Turf visual quality, root length, shoot density, dry weight, and soil hardness at 30 days after wear treatment. 

Treatment Visual qualityz Root length
(cm)

Shoot density
(ea/cm2)

Dry weight
(g)

Soil hardness
(kg/cm2)

Control
2 passes
7 passes
15 passes
25 passes

4.50 by

5.83 a
5.00 b
3.83 c
2.67 d

11.10
10.90
11.07
10.60
10.40

16.7 
17.7 
20.3
16.2 
14.8

0.71 
0.72 
0.76 
0.66 
0.60 

3.0 d
3.6 c
3.8 bc
4.0 b
4.3 a

LSD (alpha = 0.05) 4.37** NS NS NS 3.77**

Wear treatments applied daily over three replications in field studies for May 11 to June 10, 2001.
zVisual quality : 9 to 1( 9 = best quality, 6 = lowest acceptable quality, and 1 = poorest quality).
yMeans within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P = 0.01 probability level.
NS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5% probabili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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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est in the potassium sulfate treated plots at 10 days after

treatment. Silica leaf tissue concentration was greatest in the

potassium silicate treated plots at 10 days after treatment.

Waddington et al. (1978) obtained creeping bentgrass

tissue K levels as low as 0.58% of K, with some chlorosis

occurring, whereas no chlorosis was observed on the date on

plots with 1.04% tissue of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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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산 및 칼리 시비에 따른 벤트그래스 생육 및 내답압성 반응

김용선·김기선

삼성에버랜드(주) 잔디·환경연구소,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요 약: 본 연구는 규산과 칼리 시용이 골프장 그린용 크리핑 벤트그래스 잔디의 생육과 품질 그리고 내답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먼저 규산과 칼리 시용에 따른 잔디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필드조건

에서 잔디품질, 뿌리길이, 잔디밀도와 건물중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답압빈도에 따른 크리핑 벤트그래스의 잔디

생육(뿌리길이, 잔디밀도, 건물중)과 잔디품질 및 토양경도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30일간의 답압처리조건에서

규산과 칼리의 내답압성 시비효과를 평가하였다. 규산 및 칼리 처리에 따른 잔디뿌리생육에 있어서 규산을 증가

함에 따라 뿌리길이가 증가하였다. 크리핑 벤트그래스의 답압빈도에 따른 잔디품질은 1일 2회 처리구가 가장 우

수하였으며, 7회 처리구는 무답압 처리구보다 우수하였다. 그러나 15회 이상 답압 처리구는 잔디품질이 월등히 저

하하였다. 30일간의 답압처리시 규산 및 황산칼리의 시비효과는 잔디품질 향상 및 뿌리생육 증진효과가 있었다.

규산과 칼리를 처리하였을 때 잔디품질이 대조구보다 각각 6.38%, 10.25% 상승하였으며 규산과 칼리를 혼용 살

포하였을 때 가장 잔디품질이 좋았다. 잔디 뿌리길이는 규산을 살포하였을 때 가장 길었으며 대조구보다 11.4%가

길었다. 따라서 답압이 예상되는 골프장 그린용 벤트그래스에서 잔디의 내답압성 증진을 위해서는 규산과 칼리의

시비가 효과적이었다.

주요어: 크리핑 벤트그래스, 규산, 규소, 답압, 내답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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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빈도에 따른 Kentucky Bluegrass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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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igation Frequency for Kentucky Bluegrass

(Poa pratensis) Growth

Sang-Kook Lee

Research Institute for Basic Sciences, Hoseo University, Asan 336-795, Korea

ABSTRACT. Kentucky bluegrass (Poa pratensis) is most widely used in golf courses and athletic fields.

Weakness of Kentucky bluegrass is shallow root zone and has weak tolerance to shade. One of the biggest

disadvantages is high demand of water. Water content is important factor to maintain excellent color and quality of

turfgrass. There are two irrigation methods which are ‘deep and infrequent (DI)’ and ‘Light and frequent (LI)’.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Kentucky bluegrass growth treated by different irrigation frequency. Three

irrigation frequency were made; no irrigation, every other day, and weekly. The same amount of water was used

between every other day and weekly irrigation except no irrigation. No irrigation mean no artificial water supply and

precipitation only. No irrigation treatment produced turfgrass quality lower than acceptable rating of six in July and

August. Under the weather condition of 2011, no irrigation could not maintained acceptable turfgrass quality.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for Kentucky bluegrass quality between DI and LI. 

Key words: Deep and infrequent, Irrigation, Kentucky bluegrass, Light and frequent, Water

서 론

Kentucky bluegrass (Poa pratensis L) 는 빠른 회복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한지형 초종에 비해 비교적

좋은 색감과 품질, 그리고 낮은 온도에 견디는 능력이 뛰

어나다(Beard, 2002). 이러한 특성 때문에 Kentucky bluegrass

는 경기장과 골프장의 Tee 나 Fairway 등에 가장 많이 사

용이 되는 한지형잔디 초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Kentucky

bluegrass 는 뿌리층이 얕고 그늘에 약한 단점들이 있다.

Kentucky bluegrass 의 가장 큰 단점중의 하나는 성장을

위해 수분이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ristians,

2011). 올바른 수분관리는 잔디의 시각적 색감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잔디의 성

장을 위해 수분을 공급하는 관수 방법에는 light and frequent

(LI) 적은양을 빈번하게 관수하는 방법과, deep and infrequent

(DI) 많은양을 필요시에 공급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Fry and Huang, 2004). 일반적으로 잔디의 관리를 위해서

는 건조피해에 견디는 능력을 극대화 하기 위한 뿌리 성

장을 위해 DI 관수방법이 추천이 되고 있지만 골프장의

퍼팅그린과 같이 모래지반으로 조성된 곳에서는 토양과

잔디잎이 젖어 있는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LI 관수방

법이 사용이 되고 있다(Qian and Fry, 1966). Fry and Huang

(2004) 는 관수의 빈도에 따라 DI 와 LI 관수방법을 정의

하였다. 그들은 뿌리층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잔디잎

의 건조로 인해 피해증상이 처음으로 보일때 관수하는 방

법을 DI 관수방법이라고 정의 하였으며 또한 wilt-based

irrigation 이라고 명명하였다. DI 관수방법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13 mm 에서 25 mm 의 양을 관수한다. 

DI 관수방법에 대한 장점은 많은 선행연구에 의해 그

결과가 보고 된바 있다. DI 관수방법은 LI 관수방법 보다

한지형잔디 뿐만 아니라 난지형잔디의 뿌리성장에 더 좋

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Bennett and Doss,

1960; Medison and Hogan, 1962). Fu and Dernodeden(2008)

는 DI 관수방법이 creeping bentgrass (Agrostis stolonif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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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뿌리에서 더 많은 탄수화물을 생산했다고 보고 하였다.

Jordan et al.(2003) 은 creeping bentgrass 성장을 위해 관

수빈도를 각각, 1일간격, 2일간격, 4일간격의 3가지의 방

법으로 같은 양의 물을 관수하였다. 그들은 3가지 관수빈

도 중에서 4일의 관수빈도가 잔디의 시각적 품질, 지상부

생육, 뿌리의 길이등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보

고했다. Madison and Hagan(1962) 는 DI 관수방법과 높

은 예초 높이는 뿌리를 깊게 성장시키는데 효과가 나타났

다고 보고했었다. Fu(2003) 는 20, 60, 그리고 100% evapor-

transpiration (ET) rate 기반으로 관수했을때 관수빈도가

tall fescue (Festuca arundenacea) 의 뿌리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의 실험결과에서 20% ET rate 기반

으로 관수 했을때 tall fescue 의 뿌리의 생육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냈다. Richie et al.(2002) 는 일주일에 2회 관

수빈도가 3회, 4회의 관수빈도보다 tall fescue 의 시각적

잔디품질이 더 좋았다고 보고하였다. DI 관수방법의 장점

이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보고가 되었지만 토성(soil texture)

이나 기상조건에 따라 부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Creeping bentgrass 로 조성된 골프장의 퍼팅그린의 경우 고

온스트레스를 받는 여름철의 경우 DI 관수 방법보다 잦은

빈도의 LI 관수방법이 더 필요하게 된다. 

Fry and Huang(2004) 는 포장용수량(field capacity) 의 수

분조건을 유지하면서 잔디의 잎에 건조피해가 나타나기전

에 관수하는 방법을 LI 관수방법이라고 정의하고, field-

capacity irrigation 이라고 명명하였다. LI 관수방법은 일반

적으로 3 mm에서 6 mm의 수분량을 1, 2일에 한번씩 관

수하는 것이다. LI 관수방법에 관한 장점 또한 많은 선행

연구에 의해 보고되었다. Johnson(2003) 은 Kentucky

bluegrass, tall fescue (Festuca arundinacea), prairie june-

grass (Koeleria macrantha), 그리고 buffalograss (Buchloe

dactyloides) 의 관리를 위해 각각 2일, 4일 그리고 6일의

관수빈도를 사용하였다. 그는 실험결과 2일의 관수빈도가

4일과 6일의 관수빈도와 비교하여 더 우수한 잔디의 시각

적 품질을 나타낸것으로 보고하였다. Brian et al.(1981) 은

예초높이, 토양수분, 관수빈도 3가지 요소가 11가지 잔디

초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험에서 관수빈도

를 줄이는 것이 한지형잔디와 난지형잔디의 생육을 위한

수분효율에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Peacock and Dudeck(1984) 는 잦은 관수빈도는 잔디의 시

각적 품질의 저하 없이 evaportranspiration (ET) rate 를 줄

인다고 보고하였다. Melvin and Vargus(1994) 는 매일 0.3 cm

수분량을 관수할때 관수빈도가 길때보다 Necro Ring Spot

의 증상이 감소된다는 실험결과를 보고하였다. Jiang et

al.(1998) 는 매일 관수하는 것이 80% ET rate 를 기반으

로 관수 할때보다 brown patch 발생율을 감소시킨다는 실

험결과를 보고하였다. Karnok and Tucker(1999) 는 creeping

bentgrass 퍼팅그린에서 LI 관수방법을 사용했을때 국부성

건조 증상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잔디의 생육이

나 관수의 효율뿐만아니라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비료나

약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도 LI 관수방법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 Starrett et al.(1996) 는 양토(loamy soil)

에서 관수양에 따라 살충제의 용탈량 차이를 조사하였다.

그들은 25 mm의 관수량일때 토양에 적용된 살충제의 0.2%

에서 7.7%의 양이 용탈되었고, 64 mm의 관수량일때 0에

서 0.4%의 살충제가 용탈 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장마기 집중강우 기간이 지난 이후

에 고온이 지속되기 때문에 잔디의 올바른 생육을 위해

관수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행된 많은 연구에서 DI

관수방법과 LI 관수방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많은 결과

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후특성에 적절한 관

수관리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

는 우리나라 기후조건에서 골프장의 티 나 페어웨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초종인 Kentucky bluegrass 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관수빈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11년 4월 부터 10월까지 충남 병천에 소재

한 버드우드 골프클럽에서 수행이 되었으며 실험을 위해

서 Kentucky bluegrass ‘Midnight’ 가 사용되었다. 각 처리

구를 위한 실험구는 1.5 × 2 (3 m2) 의 크기로 조성이 되었

다. 실험을 위해 무관수, 2일간격, 그리고 7일간격의 3가

Table 1. Treatment list.

No. Irrigation Frequency 
The amount of water (cm)

Mon Tue Wed Thr Fri Sat Sun

1 No irrigationz

2 Every two day (LI y) 0.5 0.5 0.5 0.5

3 Weekly (DI x) 2.0

zNo irrigation treatment with precipitation only.
yLI indicates light and infrequent irrigation.
xDI indicates deep and frequent irr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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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관수방법이 사용되었다(Table 1). 무관수 처리구의 경우

인위적인 관수는 수행되지 않았으며 Kentucky bluegrass 의

생육을 위해 수분공급은 자연강우에 의한 강수량에 의해

서만 이루어졌다. 첫번째 관수에 대한 실험구 처리는 4월

26일에 수행되었다. 무관수를 제외한 2가지 관수방법의 매

주 총 관수량은 20 mm 로 같다. Kentucky bluegrass 의 관

리를 위해 5 mm 예초높이로 매주 예초가 실행 되었으며

예지물은 회수되지 않고 실험포지에 잔존시켰다. 양분 공

급을 위해 모든 총 20 g m−2 의 질소 순성분량을 4회에 걸

쳐 총 5 g m−2 씩 나누어 시비하였다. 사용된 비료는 (주)동

부한농의 동부비료 (10-9-9) 가 사용이 되었다. 인산과 칼

륨은 질소 시비시 분석량에 해당하는 양이 질소와 함께 시

비가 되었다. 관수빈도에 따른 Kentucky bluegrass 생육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National Turfgrass Evaluation

Program (NTEP) 에서 제시한 방법에 준하여 잔디의 색감

과 품질을 측정하였다. 잔디의 색감은 2주마다 1에서 9까

지의 범위로 시각적 평가를 통해 측정되었다(1 = straw brown,

9 = dark green, and 6 = acceptable). 잔디의 품질도 매 2주

마다 1에서 9까지의 범위로 시각적 평가를 통해 측정하였

다(1 = worst, 9 = best, and 6 = acceptable). 토양의 수분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표면으로부터 12 cm 깊이의 수분량을

2주마다 용적수분함량(Volumetric Water Content) 을 측정

하였다. 토양수분량을 측정하기 위해 Spectrum Technologies

사의 Time Domain Reflectometry (TDR, 랴딩 Scout TDR-

300) 이 사용되었다. 

실험구는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 으로 설계

가 되었으며 4반복으로 이루어졌다. 통계처리는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2001)을 이용하여 Fisher’s LSD 분

석을 통해 결과 값을 산출하였다.

결론 및 고찰

본 실험에서는 Kentucky bluegrass 의 색감에 대한 관수

빈도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무관수

처리구에서 5월부터 10월까지의 측정일중 WAT (week after

treatment) 2 와 WAT4의 2일의 측정일을 제외하고 가장 낮

은 색감을 나타냈었다. 이 기간동안에는 강수량이 84.9 mm

로 2011년중 비교적 낮은 강수량을 나타냈다. 이것은 84.9 mm

의 강수량 조건에서 4주간의 기간동안에는 무관수방법을

포함한 관수빈도의 차이는 Kentucky bluegrass 색감에는 영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측정일에 해당하는 5월은

한지형 잔디의 지상부 생육이 가장 높은 기간으로 알려져

있다(Turgeon, 1991). 그러나 4주간 동안에는 관수빈도의

차이 그리고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도 색감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이 가장 많은 8월(WAT14 and WAT

16) 이후에 무관수 처리구에서 가장 낮은 잔디 색감이 나

타났다. 2011년 8월은 강수량이 가장 많았고 최고온도도

가장 높은 기간이었다. Dernoden(2006) 는 온도가 높고 수

분공급이 많을때 특히 야간의 온도가 32.2oC 이상일때 잎

의 기공이 닫히고 뿌리 길이가 짧아져 정상적인 생육이 어

려워져 습윤위조(wet-wilting)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

다. 이 기간에는 무관수 처리구에 많은 강수량으로 인한

충분한 수분공급이 이루어져음에도 Kentucky bluegrass 색

감이 가장 낮게 나타난것은 필요 이상의 수분공급과 높은

야간 온도로 인한 생육 저하 현상이 발생했던 것 때문으

로 판단된다. 무관수 처리구는 총 12회의 측정일중 최소

수용색감인 6을 나타낸 측정일이 6일이었다. 그러나 Kentucky

blugrass 색감에 대한 DI 관수방법 처리구와 LI 관수방법

처리구의 영향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5월에서

10월까지 12회의 측정일중 각각 WAT6 과 WAT18 를 제

Fig. 1. Mean turfgrass color for irrigation frequency main effects (1 = straw brown, 6 = acceptable, and 9 = dark green). Means
with same letter within each WAT (week after treatment) date or denoted N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reatments
according to Fisher’s LSD (P = 0.05). The unit of precipitation is millimeter (mm). The amount of precipitation was measured in
Cheon-an, Korea (weath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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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모든 측정일에서 관수빈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강수량이 적은 WAT2 와 WAT4 이후 뿐만 아니라

강수량이 가장 많은 WAT14 와 WAT18 이후에 그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관수빈도의 차이에 따른 결과는 강수량

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entucky bluegrass 색

감의 차이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WAT4 와 WAT18

에서는 LI 관수방법이 DI 관수방법과 비교하여 더 좋은

Kentucky bluegrass 색감이 나타났다. LI 관수방법과 DI 관

수방법은 모두 실험 기간동안 최소수용색감인 6 이하를

나타내지 않았다. 매주 50 mm 의 관수방법은 관수빈도 차

이와 관계없이 최소수용색감 이상의 색감을 나타냈다. 

Kentucky bluegrass 의 품질에 대한 관수빈도간의 영향

이 나타났다(Fig. 2). 12회의 Kentucky bluegrass 품질 측정

일 중 10회의 측정일에서 관수빈도의 차이가 Kentucky

bluegrass 의 품질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관수

처리구는 실험기간동안 처리구간의 차이가 나타날때 가장

낮은 품질을 나타냈다. 강수량이 많아지는 WAT12 와 WAT16

이후에도 가장 낮은 Kentucky bluegrass 품질을 나타냈다.

특히 강수량이 가장 많은 WAT10 부터 WAT20 까지의 기

간에 무관수 처리구에서는 Kentucky bluegrass 의 품질이

최소수용품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것

은 색감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이 기간동안 필요 이상

의 수분공급과 높은 야간 온도가 원인이 되는 습윤위조 현

상으로 인해 뿌리의 길이가 짧아져 생육 저하 현상이 발

Table 2. Weather data of 2011.

Precipitation (mm) Relative humidity (%) Maximum temperature (oC) Minimum temperature (oC)

Jan.  23.8 z 73.6  2.3  -7.8

Feb  27.0 70.5  4.6  -5.9

Mar  48.4 68.3 10.7  -1.1

Apr  78.7 65.0 18.3  4.7

May  84.9 67.4 23.4 10.6

Jun 143.8 74.5 27.0 16.2

Jul 246.4 80.7 29.6 20.9

Aug 297.5 79.9 30.1 20.8

Sep 137.7 78.0 25.8 14.6

Oct  58.5 74.9 20.0  7.1

Nov  53.0 75.4 12.2  0.8

Dec  29.2 75.4  5.3  -4.9

zWeather data were measured in Cheon-an, Korea.

Fig. 2. Mean turfgrass quality for irrigation frequency main effects (1 = worst, 6 = acceptable, and 9 = best). Means with same
letter within each WAT (week after treatment) date or denoted N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reatments according to
Fisher’s LSD (P = 0.05). The unit of precipitation is millimeter (mm). The amount of precipitation was measured in Cheon-an,
Korea (weath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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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간에 강수량은 일년중 가장

많은 297.5 mm 였으며 최고 온도는 30.1oC 이며 최저온도

는 20.8oC 그리고 상대습도는 79.9% 였다(Table 2). DI 관

수방법과 LI 관수방법 처리구간의 차이는 Kentucky bluegrass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험

기간동안 Kentucky bluegrass 품질에서 DI 관수방법과 LI

관수방법 처리구간의 차이는 WAT6 과 WAAT20 에서만

나타났다. 이 기간에는 LI 관수방법이 DI 관수방법보다 더

좋은 Kentucky bluegrass 품질을 나타냈다. 무관수 처리구

가 최소수용품질 6 이하의 품질을 나타낸 기간에 DI 관수

방법과 LI 관수방법은 Kentucky bluegrass 품질의 감소폭

이 적어 최소수용품질 6 이상의 품질을 나타냈다. 

무관수 처리구는 7, 8월에 최소수용품질 6에 미치지 못

하는 품질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는 강우량이 분포되지

않고 7, 8월에 집중되어 있어 실험 결과와 같이 2011년

기상조건으로 Kentucky bluegrass 는 무관수조건에서 최소

수용품질을 나타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Kentucky bluegrass

생육에 대한 관수빈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나타날때

LI 관수방법이 DI 관수방법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지

만, 본 실험조건에서는 관수빈도에 따른 Kentucky bluegrass

생육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관수빈도에 따른 잔디의

생육은 토성, 초종, 기상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ry and Huang, 2004). 본 실험에서는 한가지

초종에 대한 관수빈도의 영향에 대해서 실험이 수행 되어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한가지 초종이라는 제한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기상조건에서 더 많은 결과를 위해 한가지 초

종이 아닌 다른초종과 토성등 여러조건으로 관수빈도에

관한 추가실험이 요구된다. 

요 약

Kentucky bluegrass 는 경기장과 골프장의 Tee 나 Fairway

등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한지형잔디 초종중의 하나이

다. 그러나 Kentucky bluegrass 는 뿌리층이 얕고 그늘에 약

한 단점들이 있다. Kentucky bluegrass 의 가장 큰 단점중

의 하나는 성장을 위해 수분이 많이 요구되는 초종이다.

올바른 수분관리는 잔디의 시각적 색감과 품질을 유지하

기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잔디의 성장을

위해 수분을 공급하는 관수 방법에는 light and frequent

(LI) 적은양을 빈번하게 관수하는 방법과, deep and infrequent

(DI) 많은양을 필요시에 공급하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다.

본 실험은 Kentucky bluegrass 의 생육을 위한 관수빈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실험을 위해 무관수,

매주 4회, 그리고 매주 1회의 3가지 관수방법이 사용되었

다. 무관수 처리구의 경우 인위적인 관수는 수행되지 않

았으며 Kentucky bluegrass 의 생육을 위해 수분공급은 강

수량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본 실험결과 2011년 기상조

건하에서 강우량에 의존한 무관수는 7,8 월에 최소수용품

질을 나타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관수빈도에 따른 Kentucky

bluegrass 생육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관수빈도, 무관수, Kentucky bluegrass, 한글 수

분, 위조증상기반관수, 포장용수량기반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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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코스 페어웨이 지반 토양의 배수불량 원인과 개선방안

이정호1·정기래2·이종민1·주영규1
*

1연세대학교 대학원 생명과학기술학과 , 2강원랜드리조트

Analysis and Improvement Practise of Drainage Problem

on Soil Profile at the Golf Course Fairway

Jung-Ho Lee1, Gi-Rai Jung2, Jong-Min Lee, and Young Kyoo Joo1*
1Dept. of Biological Sci. and Tech.,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Wonju 220-710, Korea,

2Kangwonland Resort, Jeongseon-gun, Gangwon-do, Korea

ABSTRACT. Research was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poor drainage problems on golf course fairway which

had not been performed soil test or properly amended during the course construction. The analysis of the drainage

problem basically was caused by a deterioration of soil physical properties by the top layer compaction. The soil

hardness reached about 3,000 Kpa around 5~6 cm of soil profile. The slow infiltration speed to subsoil by the

compaction was caused directly a poor drainage capacity. However, the properly amended sand soil showed an

apparent value of 1,500 Kpa through the subsoil. The water content test showed a similar result that higher rate of

20~30% and ideal rate of 8~12% at poor drainage area and successfully amended area, respectively. However, an

imported topsoil media which had higher content of silt and clay from a trans-planted sod had made a heterogeneous

soil profile and that caused a poor drain capacity by a low infiltration rate. Those drainage problems triggered to

buildup a reduced soil layer by poor soil gas exchange. The soil environment of deoxidation enhanced anaerobic

microbial population and induced methane gas build-up to 55 ppm, and that resulted an adverse effect on turf growth

by root growth retardation, consequently. 

Key words: Poor drainage, Sand capping, Soil compaction, Soil improvement, Soil physical property

서 론

골프장의 잔디 상태는 골프장의 입지적 조건과 기후, 그

리고 토양의 이화학적 상태, 관리 방법 등에 의해 결정된

다. 이중 골프장의 입지적 조건과 기후는 골프코스를 조

성하는데 있어서 인위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없는 요소지

만, 토성(soil texture)은 건설당시 토양 개량을 통하여 개

선할 수 있는 가변적 요소이다. 잔디 지반의 경우 일반 경

작지와 달리 한번 조성이 되면 이를 바꾸는 것이 매우 어

렵고 그 비용도 많이 들게 된다. 따라서 코스 조성 전 토

성을 비롯한 토양 물리·화학적 요소를 분석하여, 미국골

프협회(USGA)의 기준에 맞는 토양과 잔디초종에 따른 개

량재의 종류, 적정 혼합 비율 등을 통한 토양개량 기술의

적용은 그린지반 조성에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McCoy,

1998; Deying et al., 2000). 또한 골프장과 같이 잔디로 조

성된 스포츠필드의 경기력은 지반의 형태와 밀접한 관련

이 있고, 토양의 물리·화학적 요소는 잔디의 품질에 직

접적인 영향을 준다(Beard and Sifers, 1990). 그러나 잔디

그라운드가 처음 조성되었을 때 잔디의 품질이 양호하더

라도, 계속되는 경기나, 관리 장비 등에 의한 답압으로 인

해 지반의 경도가 높아지는 고결현상으로 잔디의 품질이

저하 된다(Lee et al., 2007). 답압에 의한 지반의 경도의

상승은 잔디의 종류와 밀도, 토성, 토양 수분 함량, 토양

개량 및 잔디 깎는 높이, 토양에 가해지는 압력의 강도 및

빈도, 기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Dunn et al., 1994;

Pufalla et al., 1999). 이에 따른 골프코스의 과습은 병해

발생과 잡초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고 잔디를 웃자라게 하

거나 장마기에 잔디깎기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으

로 잔디의 품질을 저하시킨다(Carrow, 1980). 

따라서 코스의 전체 레이아웃은 골프경기의 전략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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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성을 살리면서 유역에 따른 적절한 표면배수와 코스

위치에 따른 암거배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 시

근본적으로 토양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양개량

절차 없이 잔디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우기에는 과습과 배

수 불량이 야기되고, 건기에는 한발의 피해를 입는 악순

환을 되풀이 하게 되어 건설 후 잔디의 생육이 불량해진

다. 특히 답압이 집중된 지역은 잔디식재층의 통기와 배

수 불량으로 인해 표면층의 토양이 환원층으로 변하게 되

어 잔디 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잔디 생육과 밀

도는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골프코스 토양의 다짐현상은 답압에 의해 토양

입자가 조밀한 상태로 되는 것으로, 토성에 따라 장기적

이고 간접적인 다짐에 의해 점차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보

통이다(Tae et al, 2000; Gibbs et al., 2000). 여기에 직접

적 다짐현상인 답압이 발생하게 되면 조직의 마모가(tissue

wear) 일어나 잔디의 경엽과 관부에 물리적인 손상을 받

게 되어 잔디의 생육상태는 더욱 불량하게 된다. 사용자

나 관리장비에 의해 답압을 가장 심하게 받는 깊이는 표

토로부터 약 5 cm 깊이의 토양 표면층인데 토양의 물리·

화학적 특성이 악화되어 잔디의 생육이 전반적으로 쇠약

해지고 품질이 나빠지게 된다(Douglas and Crawford, 1998).

토성의 특이성과 답압으로 인해 식재층이 고결화된 잔

디지반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관리상에 있어서 사용되는

에어레이터(aerator)에 의한 통기작업이나, 슬라이싱(slicing),

스파이킹(spiking) 작업 등으로는 부족하다. 문제가 되는

식재층 개량을 위해 잔디를 들어내고 전면적인 토양 개량

을 하기 전 까지는 배수와 통기불량, 토양 내 환원층의 형

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잔디 생육이 제한되어 골프장의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 뿐만 아

니라 차후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양 개량 비용 및

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되며, 보수 공사 시 휴장을 해

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연쇄적으로 발생된다. 

 본 실험은 이미 조성되어 운영 중이나 배수 불량으로

인해 페어웨이 잔디의 생육이 극히 불량한 경기도의 한

골프코스를 대상으로 배수불량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반토양의 이화학적 data를 수집·분석하였다. 이를 위하

여 잔디 식재층의 토양 경도, 수분함량 등의 토양물리·

화학성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따른 골프코스

잔디 생육 불량 요인을 제거하여 적절한 토양 개선방안을

모색 위한 목적으로 2003년도에 1차실험과 2008년도에 2

차실험을 동일한 골프코스의 페어웨이에서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차실험(2003년) 대상지역 선정 및 토양 샘플 채취

본 실험은 경기도 여주군에 소재한 R골프 코스에서 2003

년도 10월에 1차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 대상지역은 원

표토층의 배수불량으로 인하여 잔디 생육에 문제가 심각

한 지역(Region A)와 2003년 6월경 표토 배수 개선공사로

배수가 양호하여 잔디생육이 정상인 지역(Region B)을 선

정하여 표토의 샘플을 채취하여 입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배수불량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동일 현장에서 토양물

리성 측정하기 위하여 하부 20 cm까지 깊이별 토양 경도

(KPa)와 함수량(%)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때 상부 15 cm

까지의 표토를 채취하여 유기물함량, 인산, 가리, 칼슘, 마

그네슘 및 CEC(Cation exchange capacity) 등 토양화학성

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2차실험(2008년) 대상지역 선정 및 토양 샘플 채취

매년 관행적인 페어웨이 관리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지

속적으로 발생되는 페어웨이 일부지역의 배수불량 요인을

심층 분석·규명하기 위하여 1차실험 약 5년 후인 2008

년 5월부터 6월까지 2차실험을 수행하였다. 대상지역은 1

차실험 대상지역이었던 Region A와 B지역 외에 2차 실험

에서는 2개 지역(Region C, D)을 추가로 포함하였는데, 표

토 배수 개선보수 공사 미실시로 인해 배수불량 상태로

남아 있는 페어웨이 A지역, 표토 갱신공사가 시행되어 배

수가 개선된 페어웨이 B지역 외에, 저관리로 인해 건설

시 원래 soil profile 상태로 남아 있는 primary rough인 C

지역, 잔디 교체공사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입된 보식용 잔

디(sod) 식재층의 미세토양입자 함량이 높아 배수장애를

여전히 일으키는 페어웨이 D지역 등 총 4개 지역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토양 sample은 15 cm까지의 표토를

채취하여 입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현장에서의 토양물리성

의 측정은 하부 20 cm까지의 깊이별 토양 경도(KPa), 함

수량 등을 측정하였다.

또한 유입된 sod 식재층의 토성으로 인해 배수장애를

일으키는 D지역과 표토 갱신으로 인해 잔디 생육상태가

양호한 B지역에서 식재층 15cm까지의 토양 샘플에서 미

세 토양입도 분포, 투수율 등의 토양물리성과 pH, CEC

등 몇가지 화학성을 분석·비교하였다. 이때 특히 상토층

토양개량을 전면 실시하여 잔디생육상태가 매우 양호한

인접지역에 위치한 E골프코스와의 토양 이화학성을 함께

비교하였다.

특히 2차 실험에서는 페어웨이 배수불량 보수공사로 배

수 개선에 따른 잔디 근계 토양의 gas 함량 변화도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 분석 방법

1, 2차 실험 공히 토양 경도 측정기(Penetrometer, RIM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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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20)를 이용하여 배수불량지 또는 양호한 지역을 선정

하여 잔디 지반의 20 cm 하부까지 깊이별 토양 경도 변화

를 측정하였다. 매 2 cm깊이별로 수집된 Data는 CP-20 소

프트웨어를 이용하여 Excel Program에서 분석하였다. 토

양 내 수분 함량 측정은 토양 수분 측정기(Hydrosence™,

Campbell Scientific, Australia)를 이용하여 5cm 깊이별로 표

토층으로 부터 20 cm 깊이까지 수분함량을 측정하였다. 비

교 실험으로 이미 토양개량을 실시한 페어웨이 지역의 토

양 경도와 투수율을 비교 측정하여 보수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배수불량의 원인을 규명하고 표토층 개

량 후 토양물리성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채취한 토양샘

플은 실험실에서 토성분석(비중계법), 토양 물리성(ASTM

F1815-97)과 화학성은 ASTM 4972-89 방법에 따라 Soiltek

분광광도계(KA-P, Kore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ASTM

International. 2010). 토양 gas 함량은 Soil gas analyzer(Soil

Air™ Technology, USA)을 사용하여 표토층 개량에 따른

CH4, O2와 CO2 함량 변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차실험(2003년)의 페어웨이 토양의 이화학성 비교 분석

페어웨이 토양경도 분석결과 원 토양(Region A)은 풍화

된 마사토로서 굵은 입자가 많기는 하나 실트와 점토의

함량이 많은 Sandy loam으로 분석되었다(Table 1). 특히

건설 시 표토의 토양개량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토성이

페어웨이 잔디 식재지역으로는 불량하며 점토와 실트의

함량이 26%로 매우 높고, 건설 후 배수불량지로 나타났

다. 그러나 표토층 토양갱신을 2003년 6월에 실시한 페어

웨이 Region B는 미세입자인 점토와 실트함량이 24% 정

도로 나타나 페어웨이 토양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원 토양인 Region A지역의 표토는 하부 20 mm로부터

60 mm까지 급격히 고결되어 2,000~2,800 KPa로 증가한 후

하부 200 mm 까지 2,500~3,000 KPa을 유지하였다. 이는

투수에 의한 토양하층으로의 수분 이동이 저조하여 배수

불량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토양

갱신구역인 Region B지역은 표토층의 토양경도가 약 500 KPa

로 양호하며 토양 깊이에 큰 영향 없이 1,500 KPa 이하로

대체적으로 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1). 

배수불량 지역은 모두 잔디 뿌리층 (0~15 cm)인 상토 상

층부의 수분 함량 과다이며 특히 3~8 cm 지역에는 수분

함량이 30%이상으로 뿌리의 호흡곤란을 야기 시켜 잔디

의 생육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하

층부로 내려갈수록 투수율 감소로 인하여 수분함량이 적

어지므로 뿌리는 하부로 자라지 않아 생육은 더욱 둔화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잔디 근계가 상토 상층부에만 분

포하게 되므로 습할 때는 과습 피해가 일어나 잔디 생육

에 지장이 있으며, 건기 시에는 충분한 관수가 없을 때 건

조 피해를 쉽게 입게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토양이 풍화된 마사토인 A지역은 토양유기물이 부족

하며 양이온치환능력(CEC)이 낮아 토양비옥도가 낮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더구나 표토층에 모래를 주재

료로 하여 토양갱신을 실시한 B지역은 원토양인 A지역보

다 비옥도를 비교한 결과 더 낮았다. 또한 모래로 배수 강

화 갱신이 행하여진 지표 5 cm 또는 10 cm까지의 표토가

상대적으로 원토양인 심토 10~15 cm profile이나 A지역 토

양 보다 CEC를 비롯한 모든 양이온의 함량이 낮았다. A

Table 1. The sampling regions chosen by the drainage condition and the completion of the top layer renovation in 2003 test.

Fairway region Particle distribution Drainage Soil texture Renovation

A 

clay 8%

poor Sandy loam not completedsilt 18%

sand 74%

B

clay 10%

acceptable Sandy loam completedsilt 14%

sand 76%

Fig. 1. Changes of soil hardness on depth of profile with or
without of the topsoil renovation in 2003 test (Region A: not
renovated; Region B: reno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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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물론 B지역 모두 정상적인 잔디의 생육을 위해서

는 표토층 갱신 시 토양비옥도를 상승 시킬 수 있는 토양

개량재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배수 강화를 위한

표토 갱신 후에도 지속적 토양 비옥도 관리가 요구된다.

2차실험(2008년)의 페어웨이 토양의 이화학성 비교 분석

Region A~D은 전반적으로 모래의 함양이 높은 사질 식

양토에서 사양토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전 지

역 표토층의 모래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지속적인 배

토관리로 인해 배토사가 유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Region D의 갱신을 위해 식재된 보식용 잔디의 토성을 분

석한 결과 미사와 점토의 함량이 높은(72%) 식토로 나타

났다(Table 3). 결론적으로 보식용 sod 재배 지역의 원토

양은 페어웨이 상토층의 토성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이

는 토양 이질층의 형성으로 인한 Region D의 배수불량 원

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대비하여 페어웨이의 배수가 양호한 인근 E 골프

장 페어웨이 잔디 식재 토양인 9Hole (No. 1)과 9Hole (No.

2)의 토양은 토성분석 결과 모래 함량이 90% 이상인 사

질토로 분석되었다. 

토양 미갱신지역인 A의 상토 깊이 50~80 mm 지점에서

토양 경도가 3,000~4,000 KPa, 원토양인 심토 200 mm에

서는 4,500 KPa 정도로 토양 고결화가 매우 심하게 진행

된 것을 볼 수 있다. 역시 배수 불량 지역인 C지역의 토

양 경도의 경우 상토 깊이 4 cm 부분부터 약 3,000 Kpa의

토양 경도를 보이며 8 cm깊이에서는 약 3,700 Kpa로 토양

갱신이 실시된 다른 두 지역(B, D)보다 토양 고결화가 심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150 mm 이상의 심토층에서는

경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50~100 mm 층에서 hard pan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깊이별 경도가 가장 양호

한 것은 표토층 토양 갱신작업을 실시한 B지역과 D 두

지역으로 나타났다(Fig. 3). 

배수가 양호한 Region B의 경우 잔디의 뿌리가 분포하

는 지역의 수분함량이 10% 내외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배수가 불량한 세 홀(A지역, C, D)의 경우

0~10 cm 표층부의 수분함량이 25 % 내외로 수분함량이

과다하게 나타났다(Fig. 2). 특히 토양갱신지역임에도 배수

가 불량한 D지역에서 나타나는 배수불량현상은 전술된 바

와 같이 보식용 sod의 점토성분의 근계 유입토에 기인한

경우라 판단된다.

Table 5에서와 같이 배수불량현상이 심한 R golf course

Table 2. Soil physiochemical properties of topsoil samples on fairway Region A and B in 2003 test.

Tested item/ Soil sample
Region A Region B

0~5 cm 5~10 cm 10~15 cm 0~5 cm 5~10 cm 10~15 cm

 O.M (%) 1.71 0.53 0.87 0.97 1.66 0.58

 P2O5 (mg/kg) 441.0 79.8 71.9 211.1 216.2 101.5

 Exchagable K+ (cmol+/kg) 0.19 0.15 0.14 0.14 0.21 0.21

 Exchagable Ca++ (cmol+/kg) 4.89 6.46 3.50 4.76 6.80 5.62

 Exchagable Mg++ (cmol+/kg) 1.02 0.98 0.94 0.64 1.28 1.49

 CEC (cmol+/kg) 7.34 7.50 6.77 4.38 6.69 8.50

Table 3. Soil texture of sampled regions of fairway at R golf
course (A~D) and E golf course (No. 1, 2) tested in 2008.

Region
Particle 

distribution (%)
Soil 

texture
Renovation

Region A

clay 15
Sandy 
loam

Not completedsilt 13

sand 72

Region B

clay 5
Loamy 
sand

After completionsilt 9

sand 86

Region C

clay 21
Sandy 
loam

Not completedsilt 10

sand 69

Region D

clay 17
Loamy 
sand

After 
completion

silt 13

sand 70

Sod 
rootzone

clay 31

Clay
Planted sod 

rootzone 
for Region D

silt 41

sand 28

Golf 
course E

No. 1

clay 3

Sand
Good turf 
condition

silt 7

sand 90

No. 2

clay 1

Sand
Good turf 
condition

silt 6

sand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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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대조적으로 배수문제가 없는 인근 E 골프장의 투

수계수는 본 골프장의 페어웨이 토양의 투수계수는 평균

18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pH, EC, CEC, P2O5, K+ 등 토

양화학성에서 특이성이 없었으나 토성 (soil texture)이 다

름으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으로 E golf course는 화강암이

풍화된 마사토 (화강토, Saponite)인데 비해 R golf course

는 미사와 점토질이 높은 고령토계(Kaolinite) 토양으로 추

정되었다. 

2008년 페어웨이 배수불량지역의 토양가스 분석

배수가 불량한 근권 내 토양(5~15 cm)에서는 메탄가스

(CH4)의 함량이 55 ppm으로 배수가 양호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토양개량 미실시 지역의 상토층 내에서는 산소

부족에 의해 토양이 환원되고 혐기성 미생물의 생육으로

인한 메탄가스가 축적되고 토양 내 공기순환이 자유롭지

못해 잔디 생육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

양 내 근권의 산소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이산화탄

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배수불량지역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Table 4).

페어웨이 표토층의 배수불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공사로 인해 흔히 발생하는 배수불량지역 중 맨홀의 배

수구 보다 주변 지역이 더 낮아 토양수가 맨홀 쪽을 이동

하지 못해 물이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는 지역은 표면 구

배를 개선하여 지표수가 맨홀로 쉽게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암거배수를 개선시키기 위한 sand capping은 배수불

량이 야기되는 지역은 모래를 최소 10 cm이상 포설 한 후

잔디를 식재하영야 하나 본 실험지역과 같이 원 토양이

배수불량이 심각한 지역은 모래를 15 cm이상 포설한 후

잔디를 식재해야 한다. 잔디 보식에 식재할 잔디는 구매

시 반드시 잔디 생산지의 토양을 조사하여 사질토에서 재

배된 잔디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잔디 식재층

에 점토성분이 과다하면 식재 전 근계토양을 제거한 후

washed sod로 식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경기도 여주군의 R골프장에서 페어웨이 건설 시 토양조

사 및 적절한 토양개량이 실시되지 않아 배수불량 지역이

Fig. 2. Changes of soil moisture content(%) on depth of topsoil
profile with or without of the soil renovation in 2003 test
(Region A: not renovated; Region B: renovated).

Fig. 3. Changes of soil hardness on depth of profile by the
renovation of the topsoil in 2008 test (Region A: not renovated;
Region B: renovated).

Table 4. Gas analysis in soil profile with application of the
topsoil renovation.

Gas / Area
Region B

(After completion, 
good drainage)

Region C 
(Not completed, 
poor drainage)

 CH4 (ppm) 40 ppm 55 ppm

 O2 (%) 20.9% 20.9%

 CO2 (%) 0.01% 0.34%

Fig. 4. Changes of soil moisture on depth of profile and
drainage conditions of 2008 test (Region A: not renovated;
Region B: reno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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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다. 2003년과 2008년에 토양물리·화학성검사를

실시하여 배수불량의 원인 분석과 토양개량 실시여부에

대한 배수능력 개선 결과와 토양물리성 변화에 대한 분석

을 실시하였다. 배수불량지역은 분석결과 표토 5 cm~8 cm

구간이 토양 경화로 인해 토양 물리성이 악화되어 약

3,000 Kpa의 높은 경도를 보였고, 그에 따른 낮은 투수율

에 의해 토양 하부층으로의 배수능력이 저조하여 배수 불

량의 직접 원인이 되어있었다. 반면 토양갱신구역은 토양

경도가 양호하며 깊이에 큰 영향 없이 1,500 Kpa 이하로

대체적으로 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수분을 측정한

결과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배수불량지역은 토양하부

5~15 cm 지역은 20~30%의 수분량을 보인 반면 토양개량이

성공한 지역은 8~12%의 이상적인 수분분포를 보였다. 또

토양개량을 실시한 지역이더라도 식재된 보식용 잔디의 식

재층에 실트와 점토가 많이 함유되어 이식 지역의 토양과

식재층이 다르면 이식 후 토양층에 이질층이 형성되어 수

분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해 배수 불량의 원인이 되었다.

배수불량으로 인해 토양 내 토양이 환원 상태가 되면서

혐기성 미생물의 생육이 증가하고, 메탄가스가 55 ppm 정

도로 축적되고 토양의 공기순환이 자유롭지 못해 식재된

잔디의 뿌리 생장에 악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잔디 생육

이 불량하게 되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주요어: 배수불량, 샌드캡핑, 토양고결, 토양개량, 토양

물리화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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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oil physiochemical properties of samples on Golf Club R After renovation and golf course E in 2008 test.

Item / Area Region B Region C E Golf Club No.1 E Golf Club No.2

Soil texture (sand+clay%)  Loamy sand (15%) Sandy clay loam (46 %) Sand  (10 %) Sand  (7 %)

 coefficient of permeability (cm/h) 1.59 0.41 17.39 18.54

 pH 6.5 6.0 6.1 6.1

 EC (ds/m) 1.8 × 10-3 1.7 × 10-3 5.0 × 10-3 5.4 × 10-3

 CEC (cmol+/kg) 4.66 4.65 4.65 4.66

 P2O5 (mg/kg) 186.45 164.35 234.80 232.50

 K+ (cmol+/kg) 0.86 0.58 0.35 0.29

Turf condition good sod bad sod good turf good tu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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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ng Various Nitrogen Sources for Divot 

Recovery on Creeping bentg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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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eeping bentgrass (Agrostis stolonifera) is one of the most popular turfgrasses for high-quality

playing surface such as putting green on golf courses and athletic fields. Continues damage such as divot injury on

creeping bentgrass is major issue to maintain golf course properly. Although plentiful researches to maximize divot

resistance have been reported, minimal research has focused on relation between nitrogen (N) sources and divot

resistance. The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N source for turfgrass divot recovery and overall tee

performance. Eleven fertilizer treatments as N sources were applied to creeping bentgrass ‘Penncross’. Before the first

application, divot injuries were simulated by removing a core of soil and turfgrass from established plots and

backfilling with native soil. Data collection included turfgrass color and quality. N release speed did not influenced

divot recovery. Frequency of urea application had no effects on divot recovery. Urea with split application had no

difference with no treatment for divot recovery. Polyon product especially polyon mini (41-0-0) had the best

performance for divot recovery and for maintaining better turfgrass quality. Overall, small particle size of slow-release

N form would influence creeping bentgrasss to recover divot damage.

Key words: Creeping bentgrass, Divot injury, Nitrogen, Slow-release N form

Creeping bentgrass (Agrostis stolonifera L.) is one of the

most popular turfgrasses for high-quality playing surface

such as putting green on golf courses and athletic fields

(McCarty, 2001). Because their aggressive lateral growth

which allows them to recover partially from continues

damage like wear stress, creeping bentgrass is mainly used

for putting green in golf courses (Christians, 2011). It also

has excellent tolerance to low mowing, adaptation to various

conditions of climates, and good recovering ability damaged

from traffic and environmental stress (Cuddeback and

Petrovic, 1985; Rosenberg, 1964). However, creeping

bentgrass putting green is vulnerable especially under high

temperature in summer. The decline of creeping bentgrasss

in summer is commonly problematic in golf courses due to

environmental and mechanical stress (Dernoeden, 2002; Fry

and Huang 2004). Creeping bentgrass is less tolerant for

wear and traffic stress resulted from soil compaction than

other cool and warm season grasses (Carrow and Petrovic,

1992). Among weakness of creeping bentgrass, continues

damage such as divot injury is major issue to maintain golf

course properly. Divot injury which is the area damaged by

the impact of a golf club especially an iron leading the

displacement of an area of turf and soil is one of the most

serious difficulties on golf courses (Fry et al., 2008).

Managing divot damage is important in order to maintain

maximum turfgrass cover and uniform playing condition.

The amount, size, and length of time divots exist on a tee or

fairway can be influenced by turf species and cultivar

(Beard, 1973). Karcher et al. (2005) investigated the divot

recovery of numerous bermudagrass (Cynodon spp.) and

zosiagrass (Zoysia spp.) cultivars. He reported that

zoysiagrass ‘Palisades’ required 4.2 days to reach 50%

recovery, and bermudagrass ‘Riviera’ required 4.6 days to

reach 50% recovery. The previous researches regarding to

increase divot resistance have been reported. Beard and

Sifers (1990) reported that the presence of mesh materials in

a rootzone reduced divot size and improved recovery of

areas damaged by devoting. They found that divot length

was 63.0 mm where no mesh materials were used and

57.5 mm where mesh materials were incorporated. Waldron

(1977) had similar results with divot length where the

unamended plots had average divot width of 37.7 mm and

plots containing mesh materials had average divot width of

34.8 mm. 

In addition to soil amendments like mesh materials,

numerous factors may contribute to the divot injury

including turfgrass rooting, traffic, athlete weight, soil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soil moisture content (McNitt

and Landschoot, 2005). While abundant researches to

maximize divot resistance have been reported, mi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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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has focused on relation between nitrogen (N)

sources and divot resistance. Nitroge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utrients among 17 essential nutrients for

maintaining turfgrass color and quality. An intensive N

fertilization program and high N fertilization rate are

required for turfgrass optimal quality (Exner et al., 1991). If

turfgrass is deficient in N, it will become chlorotic resulted

in less carbohydrate production. If turfgrass has sufficient N,

it increases carbohydrate production leading to shoot and

root growth (Christians, 2011). In this situation, turfgrass

can be recovered relatively faster than turfgrass with

deficient N. Divot injury on creeping bentgrass damaged by

various factors can be recovered from N applications

because N promotes stolon growth to refill damaged area by

divot. Calhoun (1996) reported that 250 kg ha-1 yr-1

increased divot recovery on creeping bentgrass than the N

amount of 125 kg ha-1 yr-1. However, Beard (2002) reported

that N is not necessary for more root growth. Kruse and

Kenworthy (2009) evaluated N rate effects on divot

recovery of bermudagrass. They reported N rate ranged

from 2.4 to 4.9 g m-2 had no effects for divot recovery.

Guertal and Hicks (2009) evaluated N sources and rates to

influence dry weight of turfgrass stolon. They found that dry

weight of stolon was decreased as N rate increased. From

the previous researches, N application to recover turfgrass

damaged by divot is not enough to be clear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N source for

turfgrass divot recovery and creeping bentgrass growth.

Application of nitrogen sources

On June 30, 2004, eleven fertilizer treatments as N

sources were applied to creeping bentgrass ‘Penncross’ at

the Hancock Turfgrass Research Center on the campus of

Michigan State University. Plot sizes were 1.2 × 1.8 m

which mowed every other day at mowing heights of 1.6 cm.

For the complete list, treatments were described in Table 1.

Urea of 2.5 g N m-2 was applied 4 times every two weeks

giving a total 10 g m-2. Fertilizer treatments were applied

with a hand shaker container. Thereafter, irrigation was

applied at 1.9 cm water per week. Irrigation was scheduled

to return 80% of potential evaportranspiration (PET) as

estimated with the modified Penman method calculated by

the on-site WS-200 Rainbird Maxi weather station

(Rainbird, Glendora, CA). Creeping bentgrass was mowed

at mowing height of 4 mm every day and clipping was

removed when creeping bentgrass was mowed. On the date

of application the high temperature was 23.9oC and relative

humidity was over 97% . Before the first application, divot

injuries were simulated by removing a core of soil and

turfgrass from established plots and backfilling with native

soil. Data collection included turfgrass color and quality.

Turfgrass color was visually rated on a scale of 1 to 9 (1 =

straw brown, 6 = acceptable, and 9 = excellent). Turfgrass

quality was visually rated on a scale of 1 to 9 (1 = poor, 6 =

acceptable, and 9 = best). Rating of turf color and quality

were taken at 9, 13, 19, 29, 34, 49, 57, and 66 day after

treatment (DAT). 

The experimental design was a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 with 3 replications with 11 treatments. Data

were analyzed using analysis of variance (PROC GLM).

Mean separation was performed by Fischer’s protected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at a 0.05 significance level.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by SAS (SAS Inst.,

2001).

Table 1. List of treatments.

Treatmentz N sources Particle size (mm) Application rate of N (g/m-2)

NS-1  Nurea + 10% Nitamin (43-0-0)y 3-4 9.8

 NS-2  Nurea + 30% Nitamin (42-0-0) 3-4 9.8

 NS-3  Nitamin 30 L (30-0-0) 2-3 9.8

NS-4  Polyon mini (43-0-0) < 1 9.8

 NS-5  Polyon mini (41-0-0) < 1 9.8

 NS-6  Nitroform (38-0-0) 3-4 9.8

 NS-7  Urea (46-0-0) 3-4 9.8

 NS-8  Nurea (39-3-5) 3-4 9.8

 NS-9  SCU (37-0-0) 3-4 9.8

NS-10 Urea (46-0-0) 3-4 2.5 Every 2 weeks (4 times)

NO-N Untreated Control 3-4 0.0

z All products of N sources were slow release N except Urea. Urea with split applications was the simulation of slow release N using application
frequency.
y Three numbers indicated after product name were the analysis of N, P2O5, and K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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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nitrogen sources

There was a significant N source main effect for turfgrass

color (Table 2). NS-5 had the highest or equal to the highest

color ratings on 5 of 8 rating dates. Whe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NS-5 had higher turfgrass color

than acceptable color rating of 6 except July 9 rating date.

As a fast release N sources, NS-10 had the unacceptable

color ratings on 5 of 8 rating dates. NS-5 had no difference

with NO-N which was treated by no N on 4 of 8 rating

dates. While NS-6 had the unacceptable color ratings on 6 of

8 rating dates, it had no difference with NO-N on 3 of 8

rating dates. On August 16, NS-10 had higher color rating

than NS-6 due to the 3rd application of urea. On September

2, NS-10 had higher color rating than NS-6 due to the 4th

application of urea. NS-5 had the lowest color rating on July

9, but it maintained the highest or equal to the highest color

rating after July 13. Although no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NS-4 and NS-5, NS-5 had higher turfgrass color

than NS-4 after August 3. There were no differences for

turfgrass color between NS-1 and NS-2 during the study.

NS-7 which is urea treatment of single application had

higher than NS-10 which is urea treatment of split

application for the first 5 weeks. Urea as a fast release N

form had no difference with NO-9 as a slow-release N form

during the study. 

Significant differences on N sources main effect were

found for turfgrass quality (Table 3). NS-10 had no

differences with NO-N except August 3 and September 2.

No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NS-7 and NS-10 except

July 29.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urfgrass

quality among treatments including Nurea which NS-1, NS-

2, and NS-8 except July 13. NS-4 and NS-5 of polyon

product had no differences during the study except August

3. NS-6 had the lowest or equal to the lowest turfgrass

quality whe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Regardless

of frequency, treatment including urea had no differences

with NS-9. NS-10 had lower quality than acceptable rating

of 6 on 5 of 8 rating dates. NS-5 produced higher turfgrass

quality than acceptable rating of 6 during the study. 

Stein and Stier (2003) evaluated N source effects for divot

recovery on creeping bentgrass. They reported that no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N sources and divot

recovery on creeping bentgrass. However, N source effects

for divot recovery were fou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N release speed did not influenced divot recovery.

Frequency of urea application had no effects on divot

recovery. Urea with split application had no difference with

no N treatment for divot recovery. Among the products

including Nurea, no differences were found for divot

recovery. Although no effects for divot recovery were found

on N release speeds, frequencies of urea applications, and

Nurea products, polyon products, especially polyon mini

(41-0-0), had the best performance for divot recovery and

for maintaining better turfgrass quality. Overall, small

particle size of slow-release N form would influence

creeping bentgrasss to recover divot damage.

Table 2. Mean creeping bentgrass color for nitrogen source main effect.

Treatments

Turfgrass color

7/9
(9 DATz)

7/13
(13 DAT)

7/19
(19 DAT)

7/29
(29 DAT)

8/3
(34 DAT)

8/16
(49 DAT)

8/24
(57 DAT)

9/2
(66 DAT)

NS-1 7.3y abx 6.8 a 7.0 b 6.3 c 6.8 cde 5.0 6.3 bc 5.0 cd

 NS-2 7.3 ab 6.7 a 6.7 b 6.2 cd 6.7 de 5.3 6.2 bc 5.0 cd 

 NS-3 7.0 ab 6.8 a 6.8 b 6.2 cd 6.8 cde 5.8 6.2 bc 5.5 c

NS-4 6.0 cd 6.5 ab 8.0 a 7.2 b 7.2 bc 5.7 6.5 b 5.7 bc

 NS-5 5.7 d 6.0 bc 8.0 a 7.7 a 7.7 a 5.8 7.5 a 6.5 a

 NS-6 6.0 cd 5.3 d 5.0 c 5.8 de 6.5 e 5.5 6.2 bc 5.7 bc

 NS-7 7.5 ab 6.8 a 6.7 b 6.2 cd 6.7 de 5.8 6.0 bc 5.7 bc

 NS-8 7.8 a 6.8 a 6.8 b 6.3 c 6.7 de 6.0 6.2 bc 4.7 d

 NS-9 6.7 bc 6.8 a 7.0 b 6.3 c 7.0 bcd 6.3 6.2 bc 5.3 cd

NS-10 5.8 cd 5.5 cd 5.0 c 5.5 ef 7.3 ab 5.8 6.0 bc 6.3 ab

NO-N 5.7 d 4.5 e 4.3 d 5.2 f 5.7 f 5.8 5.8 c 4.7 d

LSD (P = 0.05) 0.9 0.6 0.6 0.4 0.5 NSw 0.5 0.8

z Days after treatment.
y Turfgrass color was rated visually on a scale of 1-9 (1 = straw brown, 6 = acceptable, and 9 = excellent).
x 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Fishers LSD (P =0.05).
w Not significan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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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eping bentgrass 의 생육과 디봇피해 회복을 위한

질소의 유형별 효과

이상국*

호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Creeping bentgrass 는 골프장의 티나 퍼팅그린 그리고 경기장과 같이 집중관리가 요구되는 곳에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잔디의 종류중 하나이다. 골프장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디봇과 같은 피해는 골프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중 하나이다. 디봇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많은 연구결가가 선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소의 유

형에 따른 디봇피해의 회복에 대해서는 그 연구결과가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creeping bentgrass 에 발생한 디봇

피해에 대한 질소의 유형별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11가지 질소가 creeping bentgrass ‘Penncross’

에 시비되었다. 첫번째 시비처리 이전에 일정한 단위규격당 디봇피해가 만들어 졌으며 피해가 생긴 빈자리에 원

토양이 채워졌다. 실험기간동안 잔디의 색과 질이 평가되었다. 질소의 분해속도에 따른 효과는 디봇피해를 회복

시키거나 creeping bentgrass 생육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총 4번에 걸쳐 시비한 urea 처리구는 질소가 시

비되지 않은 대조구와 비교했을때 디봇의 회복이나 creeping bentgrass 생육에 대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디봇

피해에 대한 회복과 creeping bentgrass 생육에 대해 polyon 제품군, 특히 polyon mini (41-0-0)가 가장 좋은 효과를

보여 주었다. 본 실험결과 입자의 지름이 작은 완효성질소가 입자의 지름이 큰 완효성질소나 속효성질소 보다

creeping bentgrass 에 발생한 디봇피해의 회복에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 

주요어: Creeping bentgrass, 디봇피해, 완효성질소,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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