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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mand for dwarf mondo grass (DMG; Ophiopogon japonicus ‘Nanus’) as an ornamental garden plant is expected

to grow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s of shade tolerance and ground cover by

growing DMG under a variety of shade conditions for 18 months (May 2015~October 2016). DMG plants grown in bare

ground for 3 years in Jangheung-gun, Jeonnam were used for testing. In an experimental site created in Naju city in Jeonnam,

the DMG was planted in planters (70cm×70cm×24cm) and covered with a shading curtain to block natural light. Shaded

conditions were then arranged under different levels of shade (0%, 55% and 75%). When the plants were grown, growth

(leaf size, the number of leaves, fresh weight and dry weight) and ground coverage of DMG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DMG growth in terms of leaf size and the number of leaves was statistically higher under zero shade (full

sunlight), when compared to other shaded conditions. DMG's fresh and dry weights were significantly greater under 0%

and 55% shade, compared to those under 75% shade. The degrees of shade tolerance required for normal growth of DMG

were found in the range of 0~50%, meaning that more than 50% shade may decrease plant growth.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in ground coverage rates of DMG under different levels of shade. When 220 tillers were planted per 1m2 of

plot, up to 80% of the area was covered by DMG after 18 months. Since DMG requires nutrient-rich soil to grow, sufficient

nitrogen fertilizers are proposed to accelerate the ground cover of DMG. As DMG remained alive over the winter in the

experiments,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DMG can be planted in the southern temperat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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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원소재로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애기소엽맥문동(Ophiopogon japonicus ‘Nanus’)을 대상으로 18개월(2015

년 5월∼2016년 10월)간 차광생육실험을 실시해 내음성 범위와 피복정도를 알아보았다. 전남 장흥군 노지에 3년간 재배된

애기소엽맥문동을 공시재료로 이용했다. 전남 나주시의 실험장에서 식재상자(70cm×70cm×24cm)에 애기소엽맥문동을

심고 차광막을 덮어 자연광을 차단했는데 차광처리 수준은 무차광(0%), 55%, 75%이었다. 차광처리구별 생장량(엽장,

엽수, 생중량․건중량)과 지표면 피복률을 조사했다.

애기소엽맥문동의 엽장·엽수는 무차광(0%)이 다른 처리구보다 통계적으로 높았다. 생중량·건중량은 무차광(0%)·차

광처리 55%가 차광처리 75%보다 유의적으로 많았다. 애기소엽맥문동이 정상적으로 생육가능한 내음성 범위는 차광률

0~50%정도며, 50%이상의 자연광이 차단되면 생장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광처리구별 피복률은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애기소엽맥문동을 1m2당 220분얼을 심었는데 18개월 후에는 지표면 80%까지 덮었다. 애기소엽맥문동은

비옥한 토양에서 생육이 적합해 조기 피복을 위해선 충분한 질소비료 시비가 필요하다. 본 실험장에서 애기소엽맥문동은

동해를 입지 않아 온대 남부지역까지 식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광합성 광량자속밀도(PPFD), 광순화, 내음성, 왜란, 지피식물

Ⅰ. 서론

최근 국내 정원산업 규모는 급속도로 성장되고 있다. 정원

식물 소재가 차지하는 산업규모는 67.8%로서 8,676억 원

(2014년 기준)정도며, 그 중 지피식물은 2,000억 원이 넘는다

(Korea Forest Service, 2015). 지피식물은 정원소재로서 다양

한 식재기법을 구현하는데 필수소재로서 그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Son, 2012). 지피식물은 50cm이하로자라면서지표면을

치밀하게 피복하는 소관목 내지는 초본류를 말한다. 번식력이

강하고, 피복속도가 빠르면서 녹화기간이 길수록 적합하다. 또

한 잔디처럼 초장이 짧고, 미관이 아름다우면 더욱 바람직하다.

환경적으로는 토양 침식방지 및 미기후의 조절, 경관미 증진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Lee and Han, 1995).

이런 조건이 부합되는 지표식물로서 최근 애기소엽맥문동

이 주목받고 있다. 일명 ‘왜란’이라 불리는데 일본에서 왔다하

여 왜란(倭蘭)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키가 작고 꽃․잎이 난

과 비슷해 키 작을 왜(矮)자를붙여 왜란(矮蘭)이라 불리는 것

같다. 잎은 10cm 이내로폭은 2~4mm며, 꽃은백색으로 5월에

잎보다 작게 피며, 짙은 하늘색의 열매는 관상가치가 높다. 뿌

리는 지하경으로뻗으면서포기(분얼)를 이루며, 종자파종보다

분주법을 이용해 번식한다. 애기소엽맥문동은 상록 다년생으로

겨울철 야외에서 휴면할 때 —10℃의 온도에서도 월동이 가능

해(Hong et al., 1993), 겨울철 삭막한 공간에 녹음을 줄 수 있

다. 잎이 짧고 영양번식으로 피복속도가 빨라서 수목하부 및

경계면, 포장석 사이에 심으면 경관의 시각적 효과가 크다.

대표적인 지표식물인 잔디에 비해 애기소엽맥문동은 반음지

나 실내에서 생장이 양호하고, 유지관리가 수월해(Yabu and

Kawamura, 1992; Masuda et al., 1984), 정원문화 발전에따라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애기소엽맥문동의 식물분류학적 위치를 살펴보면 백합과

맥문아재비속(Ophiopogon)에 속하는데 한국에 자생하는 맥문

아재비속은 맥문아재비, 소엽맥문동, 실맥문동이 있다. 그 중에

소엽맥문동(Ophiopogon japonicus (L.f.) Ker Gawl)의 경우, 잎

의 형태, 색상, 무늬 등에 따라 다양한 재배품종들이 개발되었

다. 특히소엽맥문동의잎길이가왜성인재배품종이 O. japonicus

‘Nanus’와 O. japonicus ‘Kyoto Dwarf’ 등이 개발되어 일본에서

판매된다(Ding et al., 2005). 기존문헌으로파악한 O. japonicus

‘Nanus’의 잎길이는 6.9±1.89cm 정도며, O. japonicus ‘Kyoto

Dwarf’는 5.5±2.33cm로 더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국립수목원의 국가표준식물목록에도 소엽맥문동(O. japonicus

(L.f.) Ker Gawl.)의 재배품종으로서 소엽맥문동 ‘교토드와프’

(O. japonicus ‘Kyoto Dwarf’)와애기무늬소엽맥문동(O. japonicus

'Nanus Variegatus')이 등록되었다. 이런 점에서 ‘왜란’이라는

업계의 통칭보다 ‘애기소엽맥문동’으로 부르는 것이 더 바람직

하고, 정확한 학명을설계도서에쓰는 것이 적합하다. 불명확한

식물명은 조경설계 및 시공 등의 조경업계에서 여러 가지 오

해와 혼선을 주기 때문이다(Choi and Park, 2014).

맥문동류(Ophiopogon속, Liriope속)는 수목 하부나 야외반음

지나 실내까지 식재되는 대표적인 지피식물이다. 이런 점에서

정상적인 생육 가능한 내음성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경용으로 자주 이용되는 맥문동(Liriope platyphylla)의 차광

처리 실험(Hyun et al., 1996)에서는 차광률 0∼50%의 범위에

서 생육이 좋았으나, 90%에서도 자라 내음성이 강한 것으로

밝혔다. 소엽맥문동(O. japonicus)의 차광생육실험으로서 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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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가 상대조도(lx)별(1, 10, 48%)로 9개월간 실험을 실시

했는데 48%의 처리구에서 생육량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했다.

비슷한 실험으로서 Masuda et al.(1984)가 상대조도(lx)별(7,

19, 32, 56, 71, 100%) 애기소엽맥문동(O. japonicus ‘Nanus’)

생육실험을 5개월간 실시했는데 그결과, 56%에서 가장왕성한

생육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상대조도 71% 이상의 고광도 처

리구에서 잎 색깔이 황록색으로 변하는 황화현상(黃化現象)이

나타났다. 두실험에는 엽록소에서 직접흡수해 광합성효율에

영향을 주는 빛만을 측정한 광합성 광량자속밀도(Photo-

synthetic Photon Flux Density; 약칭PPFD;단위 μmol m—2 s—1)

단위를 이용하지 않고, 단지 장소의 밝기를 측정하는 조도

(Illumination, 단위 lx)를 이용해 차광실험을 했다는 아쉬운점

이 있다. 식물생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광합성은 빛의

스펙트럼에 따라 광합성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 Ding et al.(2005)은 PPFD 측정센서를 이용해 광합

성 광량자속밀도를 상대 PPFD별(1.6, 3.1, 6.3, 12.5, 25, 50,

100%)로 3개월 동안에 소엽맥문동(O. japonicus)의 생리반응

실험을 실시했다. 그결과, 상대 PPFD 25~50%에서 엽록소함

량․증산량 등의 생장반응이 높았고,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PPFD에서는 소엽맥문동의 생장이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

했다. 하지만, 상기 실험에서는 3~9개월로 생육기간이 짧아, 기

간별 피복정도를 알 수 없었다. 또한 맥문동류는 자연광이 충

분한 환경뿐만 아니라 적은 환경에서도 생육이 가능한데, 이것

은 식물이 광순화(light acclimatization) 과정을 걸쳐 광합성의

광보상점을 낮춰(Terashima and Hikosaka, 1995) 원활한 생육

이 가능하기때문이다. 이런점과함께국내에서 애기소엽맥문

동 차광생육실험이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본 실험설

계에 착안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애기소엽맥문동을 대상으로

PPFD 센서로 차광처리해 장기간에 걸쳐 생육실험을 실시하

여 애기소엽맥문동의 생장 및 피복속도를 밝히고자 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소엽맥문동의 재배품종인 Ophiopogon japonicus ‘Nanus’(이

하, 한글명은 애기소엽맥문동, 영문명은 Dwarf mondo grass로

함)를 공시재료로 이용해 전남 나주시 산포읍의 야외실험장

에서 차광처리에 따른 생육실험을 실시했다. 2015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8개월간 장기간의 실험을 통해 차광수준별

생장량(엽장, 엽수, 생중량․건중량)과 지표면 피복률을 조사

했다. 기상청의 30년간 기후자료를 토대로 보면 본 실험지의

평균기온은 13.8℃, 일평균 최저기온은 —1.3℃, 연평균 강우량

1,391.0mm이었다. 실험지는 평지로서 지형지물이 햇볕을 차단

하지 않은 지역이었다.

2. 연구방법

전남 장흥군 정남진수목원 노지에서 3년 동안 재배된 애기

소엽맥문동을 본 실험의 공시재료로 이용했다. 2015년 5월 2일

에 애기소엽맥문동을 채취해 뿌리에 붙은 흙을 제거한 후 1

분얼(포기)씩 나누었다. 1분얼은 엽장(葉長)이 약 7.9cm 정도,

엽수(葉數)가 16장 정도였지만,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분얼

은 신초(新草)와 신아(新芽)를 제거, 규격화해 처리구간 차이

를 최소화했다. 1분얼당 생중량은 평균 1.7g, 건중량은 평균

0.5g이었다.

애기소엽맥문동을 심기 위해 식재상자를 제작했는데, 크기

70cm×70cm×24cm의 목재로 만들었다. 사양토(모래 59.7%, 미

사 19.3%, 점토 10.0%)와천연부엽토(대지개발 주식회사)를 3

대 1로 섞은 실험토양을 제조해 식재상자에 채워, 애기소엽맥

문동 3분얼을 한곳에 10cm 간격으로총 108분얼을 5월 3일에

정식(定植)했다. 차광처리구별 식재상자를 6반복으로 임의배치

했다. 실험토양의 이화학성은 pH(H2O) 5.6, 유기물함량 5.0%,

총질소 0.027%, 유효인산 21mg kg—1, 교환성 K+ 0.23, 교환성

Ca2+ 3.30, 교환성Mg2+ 4.00 cmol kg—1이었다. 이 토양 수준은

한국조경학회 토양등급평가 기준(2013)과 비교해 보면 pH, 유

기물함량, 교환성 Ca2+, 교환성 Mg2+은 중급 이상이지만, 나머

지 항목은 하급 이하로 전반적으로 토양비옥도가 낮았다. Ota

(1982)는 북사면에 토양수분과 부식질이 풍부한 계곡부에서

소엽맥문동이잘자란다고 보고했다. 이에 본 실험토양은 사질

양토에천엽부엽토를섞어 수분함량은 늘어났지만, 애기소엽맥

문동의 원활한 생육조건으로는 토양양분이 부족한 것으로 예

상했다. 또한 차광요인 외에 다른 환경요인이 애기소엽맥문동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회(2015년 9월 26일,

2016년 4월 5일)에걸쳐시비했다. 처음 시비에는 혼합 유기질

비료(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 공시-2-3-039호 유기왕골드)를

규정시비량(10a당 20kg)에 맞게 식재상자당 9.8g를 지표면에

살포했으며, 입상형태의 이 비료 성분비는 질소 4%, 인산 2%,

칼륨 1%, 유기물 60%(아주까리 유박 50%, 채종유박 35%, 생

선부산물 어박 15%)이었다. 2차 시비는 화학복합비료(NPK

21-3-4)를 10a당 20kg(식재상자당 9.8g)정도가 되도록 지표면

에 뿌렸다.

처리구별 자연광을 차단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소재로 만들

어진 흑색 차광막을 이용했다. 기존 문헌을 참고해 차광처리

수준을 0(무차광), 35, 55, 75%로 단계적으로설정했다. 광합성

광량자속밀도(PPFD)를 측정하는 광량자광센서(SQ-110, Ap-

ogee사)를 이용해 차단되지 않는 곳의 PPFD 값을 측정해 이

값을 기준으로 처리구별로 차광막을 처리구에 덮어 PPF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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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했다. 정식 후 1개월 동안은 일주일에 1회관수했고, 그 이

후에는 자연강수 조건을 유지했다. 식재상자안에 발생한잡초

는 지속적으로 제거해 실험의 영향을 최소화했다.

생육실험 18개월 후에 애기소엽맥문동의 엽장, 엽수, 생중․

건중량을 조사하기 위해 처리별로 무작위로 정식한 분얼 50개,

새롭게 영양번식한 분얼 50개, 총 100분얼을 선발해 측정시료

로 사용했다. 측정시료(분얼당)에 달린 잎 중에 가장 긴 잎을

선택해 엽장을 측정했으며, 달려있는 잎 개수를 모두 세어 엽

수로 했다. 선발된 측정시료의 뿌리에붙어 있는 흙을 물로 씻

어 제거한 후에, 생중량을 미세저울로 소수점 두 자리까지 측

정했다. 이 시료를 다시 45℃의 오븐건조기에서 7일간 건조한

후에 건중량을 측정했다. 한편, 시기 및 처리구별 지표면 애기

소엽맥문동의 피복정도를 알기 위해 정식한 이후 약 1개월 후

(2015년 5월 30일), 3개월 후(2015. 7. 30), 7개월 후(2015. 11.

30), 13개월 후(2016. 5. 30), 18개월 후(2016. 10. 13)에총 5회

처리구별로 피복률을 조사했다. 정확한 피복률을 측정하기 위

해촬영사진의색깔․픽셀을구분해잎의면적을추정하는잎면

적측정프로그램(LIA32, ver. 0.376β1)을활용했다(Park, 2013).

처리구별로 사진 상에서 애기소엽맥문동의 잎과 토양의 색채

를 분리하기 위해 식재상자의 토양표면에흰색펄라이트를 피

복해 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촬영은 처리구별 동일한 높이․방

향에서 찍어 애기소엽맥문동 잎의 피복면적을 프로그램으로

추정해, 식재상자 면적의 비율로 환산해 처리구별 피복률을

계산했다. Masuda et al.(1984)는 소엽맥문동 생육실험에서 상

대조도(lx) 71% 이상의 광도(光度, light intensity)가 높은 처

리구에서 잎의 황화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고했다. 즉, 과도한

빛은 비정상적인 광화학 반응으로 세포구조물에서 광산화작용

(photooxidation)이 일어나 엽록소(특히 photosystemⅡ)를 파

괴한다. 이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엽록소 내에 보조색소

(carotenoid, xanthophyll 등)가엽록소등의세포를보호하며, 특

히높은 광도에서잎의 엽맥을따라 생기는황화현상은카로테

노이드계(carotenoid) 색소가 광합성 기관인 엽록소(chlorophyll)

의 광산화에 대한 보호기작으로서 잎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으

로 추정된다(Kim et al., 1995). 또한 지나치게 햇볕에 노출되

면 과도한 증산작용으로잎세포가괴사하는 일소로 인해황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Hopkins and Hűner, 2003). 따라서 처

리구별로잎면적 추정프로그램(LIA32, ver. 0.376β1)을활용해

실험 18개월후에촬영한사진(2016. 10. 13.)의적녹청색상코드

(RGB color codes)를 분석했다. 이 분석으로 처리구별 애기소

엽맥문동 잎의 녹색정도(간접적 엽록소함량) 또한 황변정도를

처리구별로 비교했다.

처리구간의 통계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엽장, 엽수, 생

중․건중량에 대해 5%의 유의수준에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분석(Duncan test)을 실시했다. 처리구별 적

녹청(RGB) 색상코드값과 피복률의 경우, 식재상자별 측정데

이터가 6개로 적어 비모수적검증(Non parametric test)방법인

Kruskal-Wallis test로 유의적 차이를 분석했다. 단, 차광처리구

35%의 측정데이터는 다른 처리구의 평균값보다 훨씬 낮은 측

정값을 보였다. 이는 차광효과보다 다른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처리구별 통계분석에서 제외했다. IBM

SPSS Statistics(ver. 21)를 이용해 이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III. 결과 및 고찰

1. 애기소엽맥문동의 생장량

차광처리구별 애기소엽맥문동의 엽장은 0%(무차광)가 차광

처리 55%․75%보다 유의적으로 길었다(Figure 1 참조). 분얼

당 엽수 또한 차광처리 0%에서 다른 처리구보다 유의적으로

많았다(Figure 2 참조). 분얼당 최대 엽장은 10.2~11.5cm로서

차광처리 55% 이상부터 짧아졌으며, 엽수는 25~28개로서 차

광처리 55% 이상부터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무차광구(0%)

와 차광처리(55, 75%) 사이의 애기소엽맥문동의 성장량(엽장․

엽수)은크게차이가나지않았지만, 통계적차이가있어차광처

리 55%부터엽장과 엽수가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생중․건

중량은 상기 결과와 달랐는데 무차광과 차광처리 55%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반면, 차광처리 75%의 생중․건중량이

0%․55%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Figure 3 참조). 다시 말해

차광 75%부터는 애기소엽맥문동의 현존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녹청(RGB) 색상코드값으로 차광처리구별 애기소엽

맥문동의 엽색을 분석한결과(Figure 4 참조), 녹색코드값은 처

리구간 통계적 차이가없었다. 하지만, 적․청색은 차광률이 높

Figure 1. Effect of shading levels on the leaf length of the dwarf

mondo grass. Difference in the superscript alphabets

(a~b) of the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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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ect of shading levels on the number of leaves of the

dwarf mondo grass. Difference in the superscript al-

phabets(a~b) of the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p<0.05)

\

Figure 3. Effect of shading levels on the fresh-weight, dry-weight

of dwarf mondo grass. Difference in the superscript

alphabets(a~b, A~B) of the indicates significant dif-

ference (p<0.05)

Legend: Fresh Dry

을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처리구별 녹색이 일정한

반면, 적․청색이 증가해 녹색이 더 진해졌다. 이런결과는 자

주맥문동 차광생육실험(Kim and Joo, 2008)과 동일한 결과며,

저광도 조건에서 잎의 엽록소함량이 늘어남(Kim and Lee,

2001)에 따라 진한 녹색으로 변하는 것은 흔하게 일어나는 생

리현상이다. 본 실험의 식재초기(2015년 5월 30일) 당시에는

일부잎끝부분이 말라가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는뿌리가활

착하지못한 상태에서 증산량이 증가해 엽록소 등의 세포가 고

사했기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식재 3개월 후부터는확연히줄

어들어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지의 무차광 지역에서 애기소엽맥문동의 생장량이 원활하지

만, 차광처리에따라 생장량이 감소했다. 특히차광처리 55%부

Figure 4. Effect of shading levels on color code(RGB) of dwarf

mondo grass. Difference in the superscript alphabets

(a~b, A~B, A’~C’) of the indicates significant differ-

ence (p<0.05)

Legend: Red Green Blue

터엽장과엽수가줄어들기시작해차광처리 75%에는애기소엽

맥문동의 현존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맥문동류는 내

음성이 강해 어느정도의햇볕을 차광한 조건에서도 생육이 양

호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본 실험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애기소엽맥문동과 같은 과(科)에 속한 맥문동(Liriope pla-

typhylla)은 조경용 소재와 한약재 등으로 이용되어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Lim(1997)의 맥문동 차광생육실험

에서 차광처리에 따라 엽수와 분얼수가 적어지고, 뿌리의 괴

근량도 낮아졌다. 특히 엽수는 차광률 50%와 60%에서 비슷

하게 줄어들었지만, 70%부터는 현저하게 감소했다. Hyun et

al. (1996)의 맥문동 실험에서도 잎의 성장량은 차광 50%에서

가장 높았지만, 전체 생중량과 괴근량은 무차광에서 가장 높

고 차광률이 높을수록 낮아졌다. Won and Lee(2002)의 맥문

동 광합성특성연구에서 700~1,000 μmol m—2s—1에서 광합성속

도가 최대가 되어 호광성콩, 벼등의 작물과 동일한 경향을 보

였다. 즉, 상당량의 햇볕이 있을 때 광포화점에 도달했는데 이

는 햇볕을 좋아하는 호광성 식물이라는 것이다. Shin(1988)의

개맥문동(Liriope spicata) 실험에서는 상대조도 55%에서 지상

부의 성장률이 높은반면, 무차광구에서는 지하부가 더 높았다.

또한 Kim and Joo(2008)는 자주맥문동(Ophiopogon planisca-

pus ‘Nigrescens’)을 대상으로 상대 PPFD 단위를 사용해 차광

생육실험(차광률 0, 40, 70, 85%)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무차광

(0%)의 자주맥문동은 차광처리(40, 70, 85%)보다 엽수․엽

장․엽폭 등의 성장량이 유의적으로 높았고, 증산량․세포내

CO2변화량, 기공전도도, 광합성효율등의 생리활성반응또한

우수했다. 기왕 문헌의 결과를 종합하면, 맥문동류는 자연광이

충분한환경에서는잎의생장량이높았고, 생리활성반응이우수

했다. 한편, 차광에 의한 정상생육 범위즉, 내음성 범위는 차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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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0~ 50%로서, 이 범위 내에서는 광합성 산물인 동화물질을

합성하는 잎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해 광합성 효율 등의 생리

활성 반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뿌리로 보내는 동

화물질량이 감소해 전체 성장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반

면, 서론에서 언급한 소엽맥문동류(O. japonicus와 Ophiopogon

japonicus ‘Nanus’) 차광생육실험(Ota, 1982; Masuda et al.,

1984)에서는 상대조도 48~56%에서잎의 생장량이많았고, Ding

et al.(2005)은 상대 PPFD 25~50%에서 생리반응이 높았다고

결론내렸다. 맥문동과 개맥문동, 자주맥문동의 기존 결과는 본

실험과 유사했지만, 소엽맥문동류의 결과에서는 50% 내외로

차광할 때 생장량이 많고 생리반응이 활성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런 차이를 2가지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본 실험결과

처럼애기소엽맥문동은무차광(0%)에서차광 55%미만이정상

생육 범위며, 이 범위에서 생장량이 우수할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애기소엽맥문동의 광순화(light acclimatization) 가능성

이다. 전자는 향후 재차 차광실험을 통해 검증될 것으로 본다.

후자의 경우, Conover and Poole(1977), Min and Lee(1992)는

내음성이 강한벤자민고무나무(Ficus benzamina)를저광도 환

경에서 일정기간 동안에 광순화 과정을걸쳤을때광도가낮은

실내에서 생육이훨씬양호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식물은 생

육환경 조건에 순응하는 기작을 갖는데 특히, 잎의 구조나 생

리학적 특징을 변화시키는 광합성 능력은 차광률에 대한 순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Terashima and Hikosaka, 1995).

즉, 식물은 광합성효율과 엽록소함량, 식물형태를 가역적으로

적응․변화시켜 광범위한 광조건에 생육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실험의 공시재료는 노지의 광도가 높은 곳에서 3년간 재배

된 것으로 차광된 환경조건보다 무차광에서 생리학적 특징과

잎 구조가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무차광 조건에서 생장량과 생

리반응이 더 양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애기소엽맥문동의 피복률

생육실험이종료된 시점(18개월)에서 피복률은 무차광과 차

광처리 55%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처리구별 통계

적 차이는 없었다(Figure 5 참조). 상기의 실측한 애기소엽맥

문동의 생장량에서는 무차광․차광처리 55%가 75%보다 유의

적으로 높았다. 처리구별측정데이터(6개)가 적고 사진영상을

간접적 방법으로 잎 면적을 추정했기 때문에 차광처리 요인보

다 다른 요인들의오차범위가커서 통계적 유의성이 보이지 않

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애기소엽맥문동을 심어 조기에 지표면을 덮기 위해선

시기별 피복률변화를살펴봐야 한다. 본 실험에서 애기소엽맥

문동의 초기 식재밀도는 220분얼/m2(2015년 5월 3일 식재)로

서 피복률이 17%수준이었다. 식재 5개월째(2015년 9월)에 유

기질비료를 시비했지만, 3개월(2015년 7월 30일)과 7개월(11월

Figure 5. Change of the ground coverage on shading levels

Legend: Shading level (%) 0 55 75

30일) 경과 시점에는 피복률이 약 19% 수준으로 변화가 미비

했다. 11개월째(2016년 4월)에 복합비료를 시비했는데 13개월

(2016년 3월 30월)에는 피복률 40%수준까지, 18개월에 80%수

준까지 피복률이 급격히 상승했다(Figure 5 참조).

Seong et al.,(2000)은 질소(N)비료 시비량에 따른 맥문동

생장실험을 2년간 실시했는데 질소 26kg/10a정도가 괴근(塊

根) 형성의 적정시비량이었고, 질소 36kg/10a를 시비했을 때

엽장․엽수․분얼수 등의 지상부 생장량이 가장 높았다고 보

고했다. 본 실험에서 식재상자당 시비한 비료량 중에 질소량을

환산하면, 유기질비료는약 0.8kg/10a, 복합비료는 4.2kg/10a로

총 5.0kg/10a정도였다. 상기 문헌과 비교하면 질소량은 12∼

19% 수준으로 상당히 미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영양소

중에 질소(N)는 단백질․핵산․엽록소 등을 구성하는 필수성

분이자 대량영양소다. 자연생태계에서 토양 내의 질소량은 부

족하며, 생장의 제한인자로 작용하는 경우가 흔하다(Hopkins

and Hűner, 2003). 이런 까닭으로 애기소엽맥문동 식재이후 7

개월 동안피복률이낮았으며, 시비효과가 빠른 질소함량이 높

은 복합비료 시비가 피복률 상승에 유효하게영향을 미친것으

로 보인다. Shin et al.(2002)의 한국산 맥문동류의 생태특성 연

구에서 맥문동보다 소엽맥문동군락이 질산태 질소(NO3—)함량

이 높은 곳에 분포했다고 밝혔다. 맥문동보다 애기소엽맥문동

은 질소요구량이 높고, 지하경으로 주로영양 번식하므로 충분

한 질소양분 시비가 식물체의뿌리를 발달시켜조기 피복을 보

장할 수 있을 것이다. 유기질비료는 밑거름으로, 복합비료는

봄․가을철에 추비로 나누어 36kg/10a정도를 시비한다면 본

실험보다 더 빠른 시간에 완전피복까지 도달 가능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애기소엽맥문동은 호광성 식물로서 정상생육 가능한 내음성

범위는 차광률 0~50%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50%이상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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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광이 차단되면 광합성 효율이 떨어져 엽장․엽수 등의 생장

량이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무차광 지역에서는 식재 초기에

활발한 증산작용으로 잎 끝이 말라죽을 수 있으니 50%수준의

차광막을 덮어 조기 활착을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애기

소엽맥문동을 220분얼/m2(피복률 17%정도) 수준으로 5월경에

심었는데 18개월 이후에는 80%까지 지표면을 덮었다. 잎등의

지상부 성장은 토양의 질소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때문에 조

기에 지표면 피복을 원한다면 충분한 시비(36kg/10a정도)가 필

요할 것이다. 더불어 애기소엽맥문동은 토양유효수분이 많은

곳에서잘자라므로(Ota, 1982) 식재 초기에 충분히관수해활

착을 유도하고, 사질양토보다 양토나 미사질 양토에서 생육이

더 유리할 것이다.

한편, 애기소엽맥문동은 내한성이 약해 식재범위가 좁은 것

으로 알려졌지만, 전남 나주시의 본 야외실험장에서는 겨울철

에 동해를 입지 않았다. 소엽맥문동의 경우에는 중부 이북지역

에서 노지 월동이후 잎이 황변하고 생육이 불량해졌으며(Sul

et al., 1997), Shin et al.(2002)의 연구에서 자생지 분포가 주로

온대 남부와 난온대 기후대였다. 기존 문헌과 본 실험의 결과

를 근거한 식재 가능지역은 온대 남부지역까지로 보인다. 하지

만, 도시 열섬현상과 지구온난화로 실제 식재범위는 더 넓고,

앞으로확대될것으로 예상되므로 월동가능 범위와 내한성파

악이 필요할 것이다. 애기소엽맥문동은 외부공간뿐만 아니라

실내용 지피식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Yabu et al., 1992).

Yabu et al.(1992)는 백색형광등(TOSHIBA, FL 15W) 광원

의 배양기에서 애기소엽맥문동 생육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2,400lx의 15~20시간 조사(照射)했을 때 5개월에 걸쳐 정상

적으로 생육했고, 죽은 개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KS조도 기준

(KSC3011)에서 사무실은보통 200~400lx인것을 감안할때상

당히 밝은 공간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공광원을 조사해야 애기

소엽맥문동의 생육이 가능하다. 따라서창가 등에 직접입사되

는 자연광이나 반사광을 유효하게 활용한 것이 실내공간에서

의 정상 생육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애기소엽맥문동이난지형잔디처럼답압에 강하면 대체식물

소재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Masuda et al.(1984)의

답압실험에서체중 70kg(접지압 0.35kg/cm2)의 사람이운동화

를신고 1일 10회만밟았을 경우, 대조구에 비해 엽수․건중량

이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애기소엽맥문동을 직접 밟으면 잎

이 꺾여 직접적인 손상을 입어 생육 불량과 피복 저하의 원인

이 되었다. 잔디와달리 애기소엽맥문동은답압에취약하기때

문에 조기 피복이 필요한 장소에선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애기소엽맥문동은 국내에서는 주로 남부지

방을 중심으로 노지재배나 컨테이너(포트)로 생산되고 있다.

소규모 정원소재뿐만 아니라 대면적 피복 및 속성녹화용 식물

소재로활용할 수 있도록향후매트형대량생산기술개발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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