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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improve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 and increasing water-retaining property of the soil
Superabsorbent synthetic polymeric materials have been used. The experiment carried out from April to July 2012 after the
influence evaluation of Superabsorbent synthetic polymeric materials to vines plant. The result shows that the study of Hedera
japonica Tobler, the growth and the survival rates rank as media > hydroponic > superabsorbent synthetic polymers, and the
growth and the survival rates are considerably pessimistic in the experiment of hydroponic and superabsorbent synthetic
polymers. In the study of Trachelospermum asiaticum var. intermedium, the growth and the survival rates rank as hydroponic
> media > superabsorbent synthetic polymer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 of hydroponic and is very small and the
survival rates are not very good in the experiment of superabsorbent synthetic polymers. In the study of 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Rehder it is insignificantly difference among the different of planting based. Judging from these results, the
differences are depending on the species of plants. The thesis hold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plant should be considered in
plant cultivation and soil improvement in the future, and it is desirable to use the appropriate mixing ratio of soil in soil
improvement as w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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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토성과 토양의 구조에 의하여 지배되는데, 토성면에
서 불량한 토양이라 할지라도 토양의 1차 입자들이 입

토양은 작물생육에 충분한 양의 양분뿐만 아니라

단을 이루어 구조가 잘 발달한 경우에는 작물생육에

적절한 양의 수분을 보유하면서 대기중 공기와 기체

유리한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발현될 수 있다. 모든 식

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비
로소 작물에 대한 생육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

물은 수분이 생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수분
함량에 따라 대사활성이 제한을 받는다. 토양은 수분

행 할 수 있다(Yoo 등, 1990). 토양의 물리적 성질은

저장과 양분을 공급하면서 식물의 뿌리 및 생육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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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 수분이 토양표면에 공급되었을 때 토양

(Park 등, 1997). 덩굴식물은 현재와 같은 토지이용 고

의 대공극을 통하여 투수되며 모세관 공극에 의해 보

도화로 건물의 밀접화와 고층화가 진행된 도시지역내

유된다(Lee 등, 2001). 모세관 공극에 존재하는 토양

녹지면적 확충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가치가 매우

수분은 식물의 생육에 유효하지만, 토양수분 장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토양의 경우 토양수분을 식물이 이용하기 어렵

최근 10년간 국내에서는 고흡수성 합성고분자가 토

다. 따라서 식물 생육 및 관리시 식물이 이용하기 쉬운
유효수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양의 이화학성(Choi 등, 2005), 수분보유량(Choi 등,
2001; Wang 등, 2005), 작물에 미치는 영향(Song 등,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개량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

2001; Choi와 Moon, 2011; Yoo 등, 1990) 등에 대한

히 진행되어 왔으며, 1950년대 고흡수성 합성고분자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조경용 소재로서의 기반재로서

가 공업적으로 개발되었다. 고흡수성 합성고분자들은

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 등에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중량의 수백 ~ 수천 배에 이

의해 도심내 저관수 식재기반 등에 활용가능성이 매

르는 수분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다(Park, 1994). 특히 일회용 종이

우 높은 상황에서 벽면녹화 소재로서의 덩굴성 식물
의 생육특성 및 평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기저귀, 여성용 위생용품 등 위생용품분야에서는 매

이에 본 연구는 토양의 보수성을 증가시키고, 토양

우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농업분야에서는 1970

의 입단화로 식물생육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고흡수성

년대 초 부터 효과적인 작물재배를 위해 토양의 보수

합성고분자가 대표적 입면녹화의 소재인 덩굴성 식물

력 증진, 토양구조 안정 및 물리적 성질 개선 등에 활

3종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녹지가 부

용되고 있다.
고흡수성 합성고분자의 경우 혼합량을 추천량 보

족한 실내 외의 녹화를 위한 저관리형 식재기반 조
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다 2배 이상 증가시켜도 상토의 물리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고흡수성 합성고분자를
혼합해도 10 kPa에서 상토가 보유하는 총수분량에서
차이가 없다(Bowman 등, 1990; Ingram과 Yeager,
1987). 이후 고흡수성 합성고분자는 토양입자를 결합
시키는 작용으로서 토양구조를 단립에서 입단으로 만
드는 효과가 있으며, 이런 고흡수성 합성고분자의 특
성때문에 토양구조를 안정시킴으로써 토양의 물리성
을 개선할 수 있는 토양 개량제로서의 능력이 있는 것
(Lee 등, 2001; Wang과 Gregg, 1990)으로 밝혀져, 현재
세계 각지에서 사막화가 진행되어 불모의 건조지가 확
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건조지의 녹화 방법(Kyung
등, 2006) 등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부터 고분자 중합체를 농업에 활용하려는 연구가 시작
되기는 하였으나, 그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가 1980년
대 이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
고 있다(No 등 ,1987; Yoo 등, 1990; Jo 등, 1987).
도시지역내 건축물 외벽 및 경계부, 옹벽 등 구조물
등에 덩굴식물에 의해 녹화시킴으로써 한정된 녹화공
간을 확충할 수 있으며, 무기적인 도시경관 개선과 에
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녹화수단이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 식물 및 실험구 제작

본 연구의 식물 재료로 내음성, 내건성이 강한 수종
중 최근 벽면녹화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송악, 마삭줄,
줄사철을 선정하였다. 3종류의 덩굴성 식물의 생육평
가를 위한 실험구로 상토(Type A), 수경재배(Type
B), 고흡수성 합성고분자(Type C)를 식재기반으로 설
정하였다.
실험구는 250 플라스크로 설정하였으며, 뿌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에 활성탄을 필터층으로
설치한 후, 부직포로 층을 나누어 식재기반으로 조성
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실험구에 송악, 마삭줄, 줄사철
을 각 실험구에 5주씩 식재하여 총 60개의 실험구를
조성하였다. 이때 식재기반은 부피 250 로 동일하
게 조성하여 식재기반의 차이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으며 상토는 혼합배양옥토(신신화훼자재
상사, korea)를 사용하였으며 고흡수성 합성고분자의
경우 water swelling polymer(두호랜택, Korea)를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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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환경조건 및 생육측정

3. 결과 및 고찰

실험은 2012년 4월 30일에 조성하여 1주일의 적응

3.1. 생육 특성 및 변화

기간을 가진 후 5월 7일부터 1주일 간격으로 생육을

3.1.1. 송악

측정하여 6월 4일까지 총 5회 생육 측정을 건국대학
교 글로컬캠퍼스 과학기술대학내 연구실에서 수행되었

℃ 습도는 50%±5%

다. 실험기간 중 실내기온은 25±3

였으며, 관수량은 수경재배와 고흡수성 합성고분자의
경우 주 1회씩 관수하여 실험구내 부피가 250
씩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토의 경우 50

㎖
㎖씩 관

수하였다. 실험포지는 실험기간 중 태양고도를 고려
하여 외부의 광량과 동일한 상태의 광이 실험식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재된 식물은 균일하게 8 cm로 전정하여 초기값
을 균일하게 조정하였으며 각 실험구마다 5반복 배치
하였다. 실험구 조성 후 원활한 활착을 위하여 1주일
동안의 적응기간을 두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생육측
정 항목으로는 수고, 엽장, 엽폭, 엽록소 함량을 측정
하였으며 수고의 경우 식재지반이 완전할 때 플라스
크 입구 부분에서 식물의 초두부까지를 측정하였다. 엽
수는 육안으로 측정하였고, 엽장 및 엽폭은 표준잎 3개
를 선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엽록소 함량의 경우
휴대용 엽록소 측정기(SPAD-502, MINOLTA)로 식물
체의 생장점에서 2~3번째 완전히 전개된 잎들의 중앙
부근을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2.3. 통계분석

측정자료간의 유의성을 확인하고 식재기반에 따른
생육의 차이값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SAS ver. 9.3을
이용하여 Duncan 다중범위검정(multiple rage test)을
5%수준에서 실시하였다.

식재기반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송악의 생육특성
을 분석한 결과(Fig. 1), 평균 수고는 Type A > Type
B > Type C의 순으로, Type A에서 20.9 cm로 가장
높았고 Type B 9.8 cm, Type C 7.8 cm 순이었다. 엽
수, 엽장 그리고 엽폭의 경우에도 Type A > Type B >
Type C의 순서로 측정되어, 송악의 경우 Type A에서
생육상태가 가장 양호하였다. 평균 엽수의 경우 Type
A 16.6개, Type B 13.2개, Type C 8.5개 이었으며 평
균 엽장의 경우 Type A 4.7 cm, Type B 3.2 cm, 고흡
수 합성고분자 1.9 cm, 평균 엽폭은 Type A 4.8 cm,
Type B 3.1 cm, 고흡수 합성고분자 1.9 cm 등이었고
엽록소량은 Type A 46.2 SPDA, Type B 31.4 SPDA,
고흡수 합성고분자 18.9 SPDA이었다.
식재기반별 송악의 생육은 Type A에서는 실험기
간 중 모든 측정항목에서 완만히 증가하였으며, 실험
기간 중 모두 생존하였다. Type B는 모든 측정항목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실험기간 중 생
존율은 40%이었다. Type C의 경우, 모든 측정항목에
서 실험 2주차 이후 부터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실험
기간 중 모두 고사하였다. 식재기반별 송악의 최종 생
육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식재기반별 5개 실험
구의 평균 수고는 Type A 20.7 cm, Type B 4 cm이었
으며 평균 엽수는 Type A 19.4개, Type B 3.2개, 평균
엽장은 Type A 4.6 cm, Type B 1.4 cm, 평균 엽폭은
Type A 4.8 cm, Type B 3.1 cm, 평균 엽록소량은
Type A 49.02 SPDA, Type B 19.36 SPDA 등이었다.
식재기반 차이에 따른 송악 생육결과의 다중비교

Table 1. Growth of Hedera japonica Tobler as affected by the type of planting soil
Type A

Type B

Type C

Substrate

N.L
(ea)

L.l.
(cm)

W.l.
(cm)

P.h.
(cm)

C.c.

N.L
(ea)

L.l.
(cm)

W.l.
(cm)

P.h.
(cm)

C.c.

N.L
(ea)

L.l.
(cm)

W.l.
(cm)

P.h.
(cm)

C.c.

Max

29

5.7

5.3

28.5

53.4

13

3.5

4

15

53

0

0

0

0

0

Min

16

3.5

4.3

13.5

41.7

0

0

0

0

0

0

0

0

0

0

Aver

19.4

4.62

4.76

20.7

49.0

3.2

1.4

1.6

4

19.3

0

0

0

0

0

(Type A-Horticultural Bedsoils; Type B-hydroponics; Type C-Water Swellable Polymer; N.L.-No. of Leaves; L.l.- Length of
leaf; W.l.-Width of leaf; P.h.-Plant height; C.c-Chlorophyl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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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 of leaves

b; Length of leaf

c; Width of leaf

d; Plant height

e; Chlorophyll contents

f; survival rate

Fig 1. Change in growth of Hedera japonica Tobler affected by different type of planting soil.
(Type A-Horticultural Bedsoils; Type B-hydroponics; Type C-Water Swellable Polymer;)

검정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통계분석결과

가장 높았으며, 20%로 혼합된 처리구의 경우 생존율

Type A > Type B = Type C의 순으로 생육이 좋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Type B와 Type C간에는 측정항목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흡수성 합성고분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생존율이 낮게 측정되었다. 또한 비

간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Type A의 경우 다른

이온계 토양습윤제 혼합물의 처리농도가 상토의 수분

실험구에 엽수, 엽장, 엽폭, 수고, 엽록소 함량 모두 유

보유 및 고추 플러그묘 생장에 미치는 영향(Choi와

의성이 나타났다.

Moon, 2011)에 대한 연구도 토양습윤제 처리농도가

고분자 중합체 비율이 주요 잔디류 유묘 생존에 미치

1.5 mL/L 이상으로 높아지면 생육이 저조하게 된다고

는 효과(Kim과 Park, 2011)에서 WSP(water swelling
polymer) 중합체가 5% 혼합된 처리구에서 생존율이

보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 또한 고흡수성 합성고분자
에서 송악의 생육 및 생존율이 매우 낮게 측정되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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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rowth of Hedera japonica Tobler as affected by the type of planting soil as affected by statistical analysis using
Dancan's multiple rang test
Substrate

N.L (ea)

L.l. (cm)

W.l. (cm)

P.h. (cm)

z

C.c. (SPAD)

Type A

19.4a

4.62a

4.76a

20.7a

49.02a

Type B

3.2b

1.4b

1.6b

4.0b

19.36b

Type C

0.2b

0.5b

0.5b

1.6b

5.32b

z

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Type
A-Horticultural Bedsoils; Type B-hydroponics; Type C-Water Swellable Polymer; N.L.-No. of Leaves; L.l.- Length of leaf;
W.l.-Width of leaf; P.h.-Plant height; C.c-Chlorophyll content)

행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하였으며, 실험기간 중 모두 고사하였다.
식재기반별 마삭줄의 최종 생육결과(Table. 3), 식

3.1.2. 마삭줄

마삭줄의 식재기반에 따른 생육특성 분석결과(Fig.

재기반별 5개 실험구의 평균 수고는 Type A 25.6 cm,

2), 평균 수고는 Type B > Type A > Type C의 순이었
으며, Type B 평균수고는 18.7 cm로 가장 높았고

Type B 18.2cm 이었으며, 엽수의 경우 Type A 47.6
개, Type B 46.2개, 평균 엽장은 Type A 3.76 cm,

Type A 14.6 cm, Type C 6.3 cm 등 이었다. 엽수 엽장

Type B 3.02 cm, 평균 엽폭의 경우 Type A 2.3 cm,

엽폭의 경우 Type A>Type B>Type C의 순서로, 마삭
줄의 경우 Type A에서 생육상태가 가장 양호하였다.

Type B 1.94 cm, 엽록소량은 Type A 59.52 SPDA,

엽록소 함량의 경우 Type B>Type A>Type C 순으로

마삭줄의 생육결과를 다중범위검정 실시한 결과
(Table. 4), Type B = Type A > Type C의 순으로 생
육이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Type A와 Type B에서 생
육한 마삭줄은 수고를 제외한 나머지 측정항목에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생육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ype C에서 생육한 마삭줄
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Type A, Type B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육이 Type A, Type B와에 비하
여 불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재기반에 따른 마삭줄의 생육특성 또한 송악과
마찬가지로 고흡수성 합성고분자에서 생육 및 생존율
이 가장 낮게 측정되어, 선행연구(Kim과 Park, 2011;
Choi와 Moon, 2011)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측정되어, Type B에서 생육이 가장 양호하였다. 평균
엽수의 경우 Type A 41.5개, Type B 39.4개, Type C
13.4개였으며, 평균 엽장의 경우 Type A 3.7 cm,
Type B 3.2 cm, Type C 1.3 cm, 평균 엽폭은 Type A
2.4 cm, Type B 2.0 cm, Type C 0.9 cm 등이었으며,
엽록소량은 Type A 49.8 SPDA, Type B 49.8 SPDA,
Type C 21.9 SPDA 이었다.
식재기반별 마삭줄의 생육은 Type A와 Type B에
서는 실험기간 중 모든 측정항목에서 완만히 증가하
였으며 실험기간 중 모두 생존하였다. Type C의 경우
모든 측정항목에서 실험 2주차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

Type B 60.7 SPDA 등이었다.

Table 3. Growth of Trachelospermum asiaticum var. intermedium Nakai as affected by the type of planting soil
Type A

Type B

Type C

Substrate

N.L
(ea)

L.l.
(cm)

W.l.
(cm)

P.h.
(cm)

C.c.

N.L
(ea)

L.l.
(cm)

W.l.
(cm)

P.h.
(cm)

C.c.

N.L
(ea)

L.l.
(cm)

W.l.
(cm)

P.h.
(cm)

C.c.

Max

70

4.2

2.6

21

66.7

56

3.4

2.4

23.5

68.1

0

0

0

0

0

Min

31

3.3

1.7

11

53.8

32

2.7

1.5

16

54.3

0

0

0

0

0

Aver

47.6

3.76

2.3

14.6

59.5

46.2

3.02

1.94

18.2

60.7

0

0

0

0

0

(Type A-Horticultural Bedsoils; Type B-hydroponics; Type C-Water Swellable Polymer; N.L.-No. of Leaves; L.l.- Length
of leaf; W.l.-Width of leaf; P.h.-Plant height; C.c-Chlorophyl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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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 of leaves

b; Length of leaf

c; Width of leaf

d; Plant height

e; Chlorophyll contents

f; survival rate

Fig. 2. Change in growth of Trachelospermum asiaticum var. intermedium Nakai affected by different type of planting soil.
(Type A-Horticultural Bedsoils; Type B-hydroponics; Type C-Water Swellable Polymer;)
Table 4. Growth of Trachelospermum asiaticum var. intermedium Nakai as affected by the type of planting soil as affected
by statistical analysis using Dancan's multiple rang test

z

Substrate

N.L (ea)

L.l. (cm)

W.l. (cm)

P.h. (cm)

C.c. (SPAD)

Type A
Type B
Type C

47.6az
46.2a
19.8b

3.76a
3.02a
1.36b

2.3a
0.94a
1.04b

14.6ab
18.2a
7.8b

59.52a
60.70a
28.02b

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Type
A-Horticultural Bedsoils; Type B-hydroponics; Type C-Water Swellable Polymer; N.L.-No. of Leaves; L.l.- Length of leaf;
W.l.-Width of leaf; P.h.-Plant height; C.c-Chlorophyl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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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 12.9 cm, Type B 12.7 cm의 순이었다. 엽수의

3.1.3. 줄사철

식재기반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의 줄사철의 생육

경우 Type B > Type C > Type A의 순으로 각 33.8개,

특성을 분석한 결과(Fig. 3), 수고는 Type C > Type A

28.4개, 23.3개 순이었다. 평균 엽장의 경우 Type B

> Type B의 순으로, 고흡수성 합성 고분자 14.0 cm,

2.2 cm, Type C 3.0 cm, Type A 3.1 cm, 평균 엽폭은

Table 5. Growth of 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Sieb et Miq.)Rehder as affected by the type of planting soil
Type A

Type B

Type C

Substrate

N.L
(ea)

L.l.
(cm)

W.l.
(cm)

P.h.
(cm)

C.c.

N.L
(ea)

L.l.
(cm)

W.l.
(cm)

P.h.
(cm)

C.c.

Max
Min
Aver

36
18
25.4

3.3
3
3.12

2.5
1.6
1.98

17.5
9
13.7

51
48.3
50.2

46
26
36

3.5
3
3.22

2.6
1.5
2.06

17.5
13.5
15.5

55.3
38
49.9
18
53.2 26.8

N.L
(ea)

L.l.
(cm)

W.l.
(cm)

P.h.
(cm)

C.c.

2.8
2.5
2.6

2.5
1.5
1.9

15.5
12.5
14.6

44.8
36.2
39.6

(Type A-Horticultural Bedsoils; Type B-hydroponics; Type C-Water Swellable Polymer; N.L.-No. of Leaves; L.l.- Length of leaf;
W.l.-Width of leaf; P.h.-Plant height; C.c-Chlorophyll content)

a; No. of leaves

b; Length of leaf

c; Width of leaf

d; Plant height

e; Chlorophyll contents

f; survival rate

Fig. 3. Change in growth of 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Sieb et Miq.)Rehder affected by different type of planting
soil. (Type A-Horticultural Bedsoils; Type B-hydroponics; Type C-Water Swellable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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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B 2.1 cm, Type C 1.9 cm, Type A 1.8 cm, 평균

상토, 수경재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식물

엽록소 함량은 Type B 48.3 SPDA, Type C 44.5

종간 특성 차이로 판단된다.

SPDA, Type A 49.9 SPDA 등이었다.
식재기반별 줄사철의 생육은 식재기반에 따른 큰
변화 없이, 실험기간 중 전체적으로 완만히 증가하거
나 유지하였으며 실험기간 동안 모두 생존하였다.
줄사철의 최종 생육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식재기반별 5개의 평균 수고는 Type A 12.9 cm, Type
B 12.7 cm, Type C 14.0 cm, 평균엽수는 Type A 23.3
cm, Type B 33.8cm, Type C 28.4 cm, 평균 엽장 Type
A 3.1 cm, Type B 3.3 cm, Type C 3.0 cm, 평균 엽폭
Type A 1.8 cm, Type B 1.9 cm, Type C 2.1 cm, 평균
엽록소량 Type A 499 SPDA, Type B 48.3 SPDA,
Type C SPDA 등이었다.
줄사철의 생육 다중비교분석 결과(Table 6), 엽수,
엽폭, 엽록소 함량에서 유의성이 나타나, 엽수의 경우
Type B > Type A = Type C의 순으로, 엽폭은 Type C
> Type B > Type A 순으로 엽록소 함량은 Type A >
Type B > Type C의 순으로 생육이 좋은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엽장, 수고에서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
다. 통계분석결과, 식재기반차이에 따른 뚜렷한 생육
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어 장기적인 생육평가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초흡수성 고분자 중합체가 잔디품질에 미치는 효
과에 대한 연구(Kim, 2011)의 경우 잔디 품질을 고려
한 WSP 중합체 혼합 비율을 크리핑벤트그래스와 들
잔디는 5%, 캔터키블루그래스는 5~10%의 범위가 적
절하다고 하여, 고흡수성 합성고분자의 효과는 식물
종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본 연구 결과 또한 줄사철의 경우 송악, 마삭줄
과는 다르게 고흡수성 합성고분자에서의 생육결과가

3.2. 식재기반별 생육변화 특성

송악, 마삭줄, 줄사철의 생육결과 송악, 마삭줄의
경우 고흡수성 합성고분자에서 생육이 매우 좋지 않
았고, 실험 2주차에서부터 엽수, 엽장, 엽폭, 수고, 엽
록소 함량이 감소하여 5주차에 모두 고사하였다. 통계
적 분석 결과 또한 생육 차이에 대한 유의성이 검증이
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마삭줄의 경우 통계적 분
석 결과 엽록소 함량에서 유의성이 검증이 되어 생육
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결과를 위해
서는 장기적인 생육평가가 필요 하다 판단된다.
고흡수성 합성고분자를 작물에 적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Yoo 등(1990)은 양질 사토와 사양토, 양토
의 수분 보유력은 고흡수성 합성고분자를 0.2% 또는
0.5% 처리하였을 경우, 각각 무처리구보다 증가하였
으며 양질토양보다는 사질토양에서 효과적이었다. 또
한 배추의 생육도 0.2% 배합비에서 유의성이 나타났
지만, 적절한 처리량과 이들 효과의 검증에 대하여 더
연구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Kim 등(2011)은
잔디류 또한 종에 따라 다르지만, 워터폴리머 배합시
생육 및 생존율이 증가하지만, 적정량 이상 배합시 생
존율이 매우 낮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hoi와 Moon
(2011)의 경우 토양 습윤제를 상토에 배합하여 고추
플러그묘를 생육시킴에 있어 토양습윤제 처리가 토양
수분을 증가시켜 생육을 증가시키지만 처리량이 많을
수록 생육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Wang 등
(2005)은 고흡수성 합성고분자의 혼합이 상토의 물리
성에 미치는 영향중 상토가 보유하는 수분량이 증가
하지만 식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수분량이 증가하

Table 6. Growth of 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Sieb et Miq.)Rehder as affected by statistical analysis using Dancan's multiple
rang test
Substrate
Type A
Type B
Type C
z

N.L (ea)
z
24.8b
35.0a
28.0ab

L.l.(cm)
3.08a
3.4a
3.08a

W.l. (cm)
1.66b
2.14ab
2.14a

P.h.(cm)
13.6a
15.8a
12.6a

C.c.(SPAD)
51.3a
48.46ab
44.84b

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Type
A-Horticultural Bedsoils; Type B-hydroponics; Type C-Water Swellable Polymer; N.L.-No. of Leaves; L.l.- Length of leaf;
W.l.-Width of leaf; P.h.-Plant height; C.c-Chlorophyl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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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awashima 등(1984)

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엽수, 엽장, 엽록소 함량

은 고흡수성 합성고분자를 과다 사용 했을 때 악영향

의 차이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식

은 특히 발근 저해를 일으킨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

재기반에 따른 뚜렷한 경향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장

결과, 줄사철은 고흡수성 합성고분자 실험구와 상토,

기적인 생육평가가 필요하다 판단되었다.

수경재배 실험구와의 생육, 생존율은 큰 차이는 확인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줄사철나무의 경우 고

할 수 없었으며, 통계적 분석결과 또한, 고흡수성 합성
고분자에서 생육결과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

흡수성 합성고분자에서 생육이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송악과 마삭줄의 경우 생육 및 생존율 매우 좋지 못하

되었다. 그러나, 송악과 마삭줄의 경우, 고흡수성 합

였다. 이에 고흡수성 합성고분자가 식물에 미치는 영

성고분자에서 생육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생존율 또

향은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한 낮게 측정되었다. 통계적 분석 결과, 상토에 비하

식물재배 및 토양개량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물의

여 고흡수성 합성고분자에서 생육이 유의하게 저조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적절한 토양 배합비를 사용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식
물의 특성에 따라 고흡수성 합성고분자의 효과는 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이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고흡수성 합성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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