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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序論

골프장의 표토층은 잔디 생육에 필요한 수분 및 영양분의 공급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옹 

도상승에 따라서 증발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표토 

를 확보한 곳에서는 잔디의 건조피해 가능성이 적다. 토양수분의 양은 토양의 함수량과 토심에 

의해서 결정된다. 골프장의 잔디는 일반적으로 배수가 불량하면 잡초와의 경쟁에 약하고， 병해 

충 피해도 증가하기 때문에 배수가 양호한 토양. 즉 함수량이 크지 않은 토양을 선호한다. 

잔디는 자연상태에서 주로 20-30cm 이내의 표토층에서 수분을 흡수하지만 건조기에는 소 

요 수분의 3/4 이상을 좀 더 깊은 표토층에서 흡수한다. 지표면 45cm 이내에서 흡수하는 수 

분의 양은 강우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감소하게 된다. 즉 강우후 1주일에는 전체 수분 흡 

수량의 67%를 토양층 45cm 범위에서 흡수하고， 2주가 지난 후에는 46% ， 4주후에는 19%로 

감소한다. 강우후 4주가 경과되면 수분의 80% 이상을 표토층 60cm 이하에서 흡수한다 

(Miller 1990). 

우리나라 신설 골프장의 대부분은 급경사지에 입지하여 30m 이상의 절성토 작업을 하는 수 

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풍화암층은 물론 경암층을 발파하며， 표토보존작업을 시 

행하더라도 충분한 표토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경기cc에서도 절취된 경암 및 풍화암을 훼어웨이 (Fairway， F /W) 성토재료로 활용하였으 

며， 표토보존작업으로 확보된 표토가 하계 집중호우시에 유실되어 외부에서 20 ， 000m3의 토양 

을 구입하여 표토층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절토 혹은 성토 암반층이 지표면에 근접한 F/W 

에서 생육하는 잔디는 건조피해의 가능성이 특히 크기 때문에 표토층의 최소토심을 확보하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서울대 농생대 교수 



京幾cc 잔디生育環境 改善計훌j 151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토심이 얄고 정기적으로 관개를 하는 곳의 잔디뿌리는 지표면 가까운 

곳에만 발달하기 때문에 관개용수 부족 혹은 파업으로 인하여 관개작업이 중단되면 심각한 건 

조피해를 받게 된다(Balogh 1992). 

표토층의 토심 이 얄아서 保水力과 保맨力이 적은 FηV는 다음의 세가지 관리상의 문제를 유 

발한다. 첫째， 관개 및 시비 작업회수를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에 골프장의 관리비용이 증가되 

고， 뿔醒醒 및 憐醒盤의 유출량도 증가하여 하류의 부영양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증대된다(山田 

國廣 1990), 둘째， 극심한 한발 기간중에는 골프장 하류의 마을 주민이 골프장 관개용수의 방 

류를 강력히 요청하기 때문에 골프장도 관개용수가 부족하여 잔디의 건조피해가 급증한다. 셋 

째， 골프장 관리요원의 파업 혹은 관개시셜의 고장으로 관개작업이 중단되면 잔디의 극심한 건 

조피해 가능성이 증가된다. 즉 F/W 잔디의 극심한 건조피해는 골프장의 名聲 및 營業收益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오향리에 위치한 경기cc는 홀 조성공사가 완료된 1992년에 잔디식재 

공사를 시행하고， 1993년에 회원권 분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개장 기간 중에 플레이어들이 

지표면에 근접한 돌을 쳐서 클럽이 손상되거나 어깨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다. 

또한 1993년 여름은 예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고， 일조시간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 

러를 계속 작동시켰지만 F/W 도처에서 간디의 건조피해가 발생되었다. 피해지역을 자체 조사 

한 결과 압반층이 지표면에 근접하여 표토층의 토심이 시방서에서 지정한 30cm에 미달되는 

부실공사 구역에서 잔디의 건조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F/W 

토심의 체계적 조사 및 F/W 잔디의 생육환경 개선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鼎究의 目的은 경기cc의 잔디생육환경을 조사 분석하여 최선의 생육환경을 조성하기 위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잔디의 生育環境調흉는 F/W 표토층의 토심조사， 표토의 물리 

적 특성 및 영양염류 함유량을 분석하고， 잔디의 지상부 및 지하부의 무기물질 함유량을 분석 

하여 수분부족이 잔디생육에 미치는 부작용을 조사한다. 表土層의 土深調호는 18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 일반적인 F/W 잔디의 토심기준으로 인정되는 30cm에 미달되는 F!W의 면적과 부 

족한 표토량을 계산한다. 토양 및 잔디의 營養物質 含有훌 分析은 토심조사지점을 대상으로 표 

본조사를 실시하며， 식물체의 영양물질 함유량과 토심 및 토양비옥도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다. F/W 잔디 生育環境 改善設計는 표토의 보완을 위한 표토의 구입， 반입， 공사중 잔디의 일 

시적 제거 및 복구， 지표면 조형공사， 배수 및 관개시설 조정 퉁의 작업올 포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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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F/W 잔디의 生育環境

1 . 골프장 F/W으| 土瓚環境 基準

(1) 表土層의 깊이 

環境論養 第三十二卷(1994)

골프장의 F/W 잔디가 경기진행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심， 토양의 물리적 

특성 및 토양함수량의 측면에서 적합한 표토층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잔디 

가 생육하기 위한 최소토심은 30cm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골프장조성 관련서 

적 (김귀곤 1992 , 이재충 1991. 한국잔디연구소 1992)은 모두 이 기준을 수용하고 있다. 

경기cc의 모기업인 태우관광(990)이 작성한 工事示方書는 토공사의 마지막 단계로서 최종 

표토층 15cm를 조성한 후에 조형공사단계에 다시 15cm를 추가하여 표토총의 토심은 30cm 

가 되어야 하며， 표토층에는 직경 5cm 이상의 자갈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지표면 30cm 이내에 굵은 자갈 혹은 발파암 등으로 축조한 암반층이 존재하는 것 

은 부실공사로 판정할 수 있다. 

(2) 土壞의 物理性

한국잔디연구소(1992)는 골프장 F/W의 土壞環境基準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土性

은 배수가 양호하고， 식물의 유용가능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충분한 사양토 또는 양토가 적합 

하다. 水分要求度는 잔디의 종류， 토성， 잔디의 생육시기， 잔디의 밀도， 근계심도， 제高， 증발 

산량에 따라 다르다. 土壞水分의 畢直下向 移動力은 토양의 *.îl:1.l[, 土深， 土性， 土壞構造 및 孔

險의 양과 크기 등 토양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토양내 잔존 수분량을 결정한 

다. 토양의 透水係數는 20-50mm/hr의 범위가 적당하다. 

土壞 硬度는 토양의 투수성， 잔디뿌리의 신장및 각종 작업 기계의 지지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질 중의 하나로서 15-20mm가 적합하다. 

土壞反應은 토양 양분의 유효도와 미생물의 활성， 생물의 생육 등에 영향을 미치며， pH 

6.0-7.0의 범위인 약산성 토양이 적합하다. 

陽이온 置換容量은 직접 토양의 물질수급이나 식물의 무기질 공급과 관련을 가지며， 그 밖에 

도 토양의 구조， 수분과 공기의 수급， 생물의 활성 및 토양반응 등의 여러가지 중요한 토양의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 陽이온置換容量은 10'-20me/100g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토양중에 잔디식물체가 유용가능한 有機物含量은 1. 5-2.5%의 범위가 적합하며， 全쫓素는 

0.05-0.15%가 적합하다. 

置換性 칼숨은 토성에 따라서 상이하며， 사질토에서는 5-11me/100g , 양토에서는 6-

13me/100g , 점질토에서는 7-15me/100g가 적합하다. 

식물체 생육에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微量元素들은 철이 50-150ppm , 망간은 20-70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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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는 0.5ppm 이상， 아연은 1.5ppm 이상， 붕소는 0.5ppm 이하， 몰리브멘은 0.03ppm 

이하가 적합하다. 

2. 잔디生育과 土壞營養훌훌類 

(1) 뿔素 

잔디에 흡수되는 질소는 토양중에 존재하는 질소의 약 1% 정도에 불과하며， 잔디의 종류에 

따라 질소의 요구도는 각각 다르다. F/W에 생육하는 잔디는 다른 식물에 비해서 자주 각아주 

기 때문에 질소요구도가 더 높다. 잔디가 질소결핍증상을 나타내는 葉中뿔素樓度는 乾物重으 

로 통상 한지형 초본은 1. 2~ 1. 5% 정도이고， 난지형 초본은 0.8~ 1. 2% 정도로서 한지형 초 

본의 질소요구도가 난지형 잔디보다 높다. 

(2) 憐醒

골프코스에서 시비한 인산질 비료의 인산(PZ05)흡수률은 11~14% 정도로서 다른 비료성분 

에 비해서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잔디생육을 위한 토양중 인산함량 적정치는 토양 

100g당 1O~30mg 정도이다. 

(3) 칼리 

칼리가 결핍될 경우에는 잔디의 질소 대사와 탄수화물 대사의 균형이 깨어져 탄수화물의 합 

성이 억제되고， 세포막과 세포벽이 앓아져서 耐病性 및 耐짧壓性이 저하된다. 또한 근계의 발 

달이 불량하고， 심한 경우 생장점이 고사하며， 잔디짝기에 대한 저항성과 재생능력의 저하를 

초래한다. 또한 잔디 잎의 氣孔調節 反應이 나빠져 耐寒性이 저하되며， 어린 잎은 짙은 녹색으 

로 되고， 늙은 잎은 葉服間부터 黃化現像이 발생한다. 

m. 잔디生育環境 現況調훌 

1 . 現況調훌方法 

(1) 調훌地點의 選定

F/W 잔디의 生育環境 現況調호地點은 〈도- 1)과 같이 티잉 그라운드(Teeing Ground. 

T/G)와 그린 (Green)의 중앙을 연결하는 基線을 설치하고. 이 기선을 중심으로 20 x 20m 

간격을 원칙으로 평판. 알리다드， 줄자， 폴대 등을 이용하여 조사지점을 설치한다. 선정된 조 

사지점에서 F/W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5m를 초과할 경우에는 조사선과 F/W 경계선의 교점 

에 조사점을 추가로 배치한다. 이때 F깨7와 라프의 경계는 흘 배치계획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면과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조건을 우선한다. 즉 규칙적으로 잔디 각기를 시행하는 구역， 흘 

횡단선의 경사변환점， 혹은 타구선에 평행하여 설치된 측구， 카트용 레일 혹은 보경로가 계획 

도상 경계보다 넓은 경우에는 이들을 F/W의 경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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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뿔 f/V 추가먼적 조사지점 

〈도-1) 現況 調훌 地點 配置圖

각 측점은 『흘 번호- T/G로부터의 지션번호- F/W 우측 경계선으로부터의 측점번호』의 방 

식으로 명명하고， 그 위치는 흘 배치계획도상에 표시하였다. 즉 측점 Wl1-3-2~는 11홀의 T/G 

에서 세번째 지선상의 우측에서 2번째에 위치하는 측점이다. 모든 조사지점에는 붉은색의 비 

닐끈을 묶은 못을 박아서 표시하였다. 

(2) 土深 및 土壞硬度 測定

조사원 2인이 직경 60mm의 나선형 오거 (spiral a uger)를 회전시켜 각 측점의 30cm 이내 

지점의 토심을 측정한 결과 2회 모두 30cm를 초과하는 측점은 토심을 야장에 기록하고， 다음 

측점으로 이통한다. 지하의 자갈 혹은 암반으로 인하여 30cm 깊이까지 오거를 회전할 수 없 

는 지점은 삽으로 40 x 40cm의 멧장을 절취하고， 자갈 혹은 암석이 출현하는 깊이까지 굴토 

한다. 토양층이 단단한 곳은 곡팽이로 파고， 철근 및 빗자루로써 바닥면을 정리하고， 토심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 장면을 사진촬영하였다. 공사중에 조성된 표토의 두께는 토심 실측치에 

서 옛장의 두께 및 배토에 의한 토심증가량을 제하여 계산하였다. 토양경도는 山中式 土壞硬度

計를 이용하여 굴토된 표토층의 바닥면의 경도를 측정하였다. 

(3) 土壞 및 잔디 標本의 分析

토심측정 과정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5가지의 토양종류(풍화토， 마사토， 황색토， 갈색토， 황 

갈색토) 별로 토심 30cm 미달 및 초과측점 각 l개소를 선정하였다. 이 표본은 토양의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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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토양영양염류 분석， 잔디의 지상 및 지하부의 구성물질 분석에도 이용하였다. 토양표본 

은 40 x 40cm 규격의 옛장을 제거한 후에 채취하였으며， 식물체 분석용 표본은 직경 lOcm 

의 흘 갓터 (hole cutter)를 이용하여 굴착가능한 최대 깊이인 20~30cm 두께의 토양시료를 

채취하였다. 분석용 토양 및 잔디 채취 지역은 즉시 원상을 복구하여 플레이에 지장을 주지 않 

도록하였다. 

土壞分析은 物理的 特性과 土壞營養睡類 分析을 실시하였다. 物理的 特性은 토심， 토색， 

pH, 보수력 및 토성을 서울대학교 농생대 원예학과 실험실에서 분석하였다. 土壞의 營養醒類

는 유기탄소， 전질소， 가용성 인산， 양이온치환용량， 치환성 Ca , Mg , K. Na를 대상으로 하 

였다. 植物體의 無機物質 含有量은 지상부와 지하부를 구분하여 질소， 인산， 칼리， 칼숨， 마그 

네숨 및 나트륨을 분석하였다. 

(4) 土深不足地域의 面積 및 表土不足量 算出

전술한 현황조사지점 선정방식에 의해서 선정된 표본조사 지점의 표토층의 토심조사에 입각 

하여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토심 30cm에 미달되는 F깨l의 면적과 부족토량을 계산하였다. 

각 홀별 부족토량 계산은 點高法을 이용하였으며 토심부족지역의 면적은 等深圖法에 의하여 

계산하였다(Untermann 1978). 즉 각 흘별 부족토량은 인접하는 측점이 만드는 사각형 혹은 

삼각형의 단면적과 각 격자블럭의 부족토심의 평균치를 곱하여 계산한다. 조사지점의 토심이 

30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족토심을 0으로 계산하였다. 

토심이 30cm에 미달되어 표토층 보완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구간의 공간적 분포 및 작업구 

역의 면적계산은 IBM PC/486호환기종으로 AutoCAD 및 LANDCADD 패키지를 이용한 等

深圖法을 이용하였다. 즉 토심 이 30cm에 미달되는 측점의 공간적 분포 및 부족량을 기준으로 

LANDCADD의 QUAD 명령어로서 토심 5cm간격의 等深圖를 작성하였다. 부족토심이 5cm 

미만， 5~10cm ， 10~15cm ， 15~20cm ， 20~25cm ， 25~30cm인 등심선이 만드는 다각형의 

면적은 AutoCAD의 AREA명령어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각 흘별 부족토량은 Borland사의 

Quatro Pro 패키지를 이용하여 각 계급의 중앙값과 면적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2. 現況調훌 結果

(1) 表士層 土深不足 地域의 面積

표토층의 토심이 30cm에 미달되어 표토층 보완작업이 필요한 지역의 면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지점별 토심자료를 LANDCADD패키지를 이용하여 5cm 간격의 等深圖를 〈도- 2> 

와 같이 작성하였다. 이 등심도 우측의 그린 주변에 위치하는 0~5cm 등심선이 점유하는 면 

적은 985. 5m2이며， 토심을 30cm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27 1. 0m3의 토량이 필요하다. 이 홀 

에서 토심이 30cm를 초과하여 표토를 보완할 필요가 없는 지역의 면적은 3982. 7m2이다. 

각 퉁심선이 점유하는 면적을 AutoCAD를 이용하여 각 토심구간별로 산출한 결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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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LE No _ 9 LEGEND 토심 (cm) 연쩍( m' ) 체적 (m') 

亡그 0- 5 985. 5 271. 0 

틀등갚~굉 5-1 。 1,975. 7 444 . 5 

~ 10-15 2 ,497 .4 437. 0 

SCALE 동를즐즐즐클 15-20 1,718. 3 214.8 

딪핑 - 20-25 1,355.0 10’.6 

~ - 25-30 1,289. 0 32.2 

도그 30이상 3 ,982. 7 

TOTAL (30이하) 9 ,820.8 1,501. 2 

〈도- 2) 土深 現i兄 調3월 I圖 (9흘) 

1)과 같다 . 즉 경기cc의 187ß흘의 총 F/W면적은 153 ‘ 411m2중 잔디생육을 위한 적정 토심 

기준인 30cm를 초과하는 F/W의 면적은 54. 208m2로서 F/W면적의 35.3%에 불과하며. 총 

F/ W 면적의 64.7%에 달하는 99. 203m2가 토심 30cm에 미달된다. 

土深이 5cm 이하인 F/W의 면적은 전체의 2.8% , 10cm 이하 15.2%. 15cm 이하 33. 

6%. 20cm 이하 45 .4%. 25cm 이하 55.6%. 30cm 이하 64.7%에 달한다. 토심부족면적의 

점유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4흘 ( 92 . 4% ). 3홀 (90.8% ). 12흘 (85.8% ) 및 6흘(85.3% )의 순 

이다 이들 흘의 F/W는 지속적인 관개작업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건조피해를 받고 있다 

(2) F/ W 表土 不足量

표토부족량은 조사지점의 格子블럭 柱狀體의 높이와 斷面積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점고법에 

의해서 계산하였다 경기 cc 각 흘별 표토부족량은 〈도- 3 )과 같이 표토부족량이 가장 큰 흘은 

5홀(2 . 037m3) . 17홀0.890m3) ‘ 6흘(1. 717m3) . 9흘(1. 624m3) 및 14홀( 1. 467m3)의 순이 

다. 반면에 18흘(l94m3 ) ‘ 3흘 (292m3) 및 8흘(299m3)은 타 홀에 비해서 표토 부족량이 현 

저히 적은 편이다. 본 연구대상지 F/W중 표토층의 토심이 30cm에 미달되는 구역을 기준토심 

에 합당하게 보완하기 위해서는 총 18.077m3의 토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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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훌별 F/W 土深 現況
(단위 m 2) 

토심부족 토심정상 
흘 F/W면적 

소계 0-5 5-10 10-15 15-20 20-25 25-30 30이상 

6.845 2.118 21 332 379 340 427 619 4.727 
2 7.978 6.360 213 1. 167 1. 801 1.363 951 865 1. 618 
3 1. 393 1. 264 0 0 684 161 158 261 129 
4 7.079 6.540 46 1. 443 2.132 1.407 887 625 539 
5 16.503 9.257 0 739 2.583 1. 617 2.626 1. 692 7.246 
6 11.144 9.505 743 2.658 2.683 1. 237 1. 098 1. 086 1. 639 
7 5.710 3.098 236 535 840 512 479 496 2.612 
8 10.562 2.231 1 57 695 343 432 703 8.331 
9 13.804 9.821 986 1.976 2.497 1. 718 1.355 1. 289 3.983 

10 6.987 3.228 44 279 521 760 764 860 3.759 
11 6.207 4.485 67 540 933 1. 069 848 1. 028 1. 722 
12 9.468 8.127 105 1. 935 3.749 966 745 627 1. 341 
13 3.208 2.630 74 872 753 362 313 256 578 
14 12.385 9.710 87 1. 935 2.781 2.165 1. 586 1.156 2.675 
15 9.853 7.935 154 882 2.037 2.594 1. 482 786 1. 918 
16 2.090 1.655 101 212 281 317 426 318 435 
17 12.923 9.987 1.371 3.435 2.753 1.012 761 655 2.936 
18 9.272 1. 252 0 23 66 146 243 774 8.020 

총계 153.411 99.203 4.249 19.020 28.168 18.089 15.581 14.096 54.208 

2000 t • ~~---_._--

짧 100o i : 
o i擁II，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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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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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 

〈도- 3) 훌별 F/W 表土 不足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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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土壞의 物理的 特性

@擬要

環境論驚 第三十二卷(1 994)

본 골프장은 표토가 부족하여 외부에서 토사를 매입하여 F/W 표토층을 조성하였지만 상기 

한 바와 같이 조성된 토심은 시방서의 규정에 미달되는 것은 물론 토양의 물리적 특성 및 비옥 

도도 잔디생육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자갈 및 호박돌은 물론 도자기 제조용 

점토 등의 불순물이 지표면 부근에 축적되어 잔디 뿌리의 생육을 방해하고 있고， 점토를 다량 

함유한 토양은 토공작업중의 과도한 중장비 통행으로 인하여 토양경도가 30-50mm로 단단해 

져서 토양의 투수성 및 뿌리의 신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본 골프장은 급경사로 인하여 

골프장내 작업도로망을 별도로 개설하지 않고， 지금도 F/W 상에 작업차량이 출입하는 구간이 

많아서 토양이 고결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술한 토양표본 채취방법으로 토양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土性

국제토양학회법의 기준에 의하여 조사지점별 토성을 분류한 결과 일반적으로 배수가 양호하 

여 F/W의 이상적인 토양으로 인정되는 양토 및 사양토는 총 10개 표본지점의 반에 불과하였 

다. 즉 3흘 및 15홀 조사지점은 양토이고， 1. 16 , 17홀은 사양토이다. 그러나 4 , 5, 17홀 조 

사지점은 식양토로서 유기물함량이 높지만 배수가 불량한 토양이며， 6흘 및 15흘 조사지점은 

사질 식양토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점토의 비율이 높은 토양은 배수가 불량하여 잔디의 

생육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토성을 개선하고， 병충해 발생 

여부 및 잡초의 챔업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표- 2> 土壞의 物理的 特性

토심 보수력 토성(%) 
조사지점 토색 pH 

(cm) O.lbar 모래 미사 점토 토성 

15-11-1 60 풍화토 5.9 26.2 60.6 27.4 12.0 양토 

1-11-2 ‘38 마사토 5.7 19.2 75.2 13.8 11. 0 사양토 

5-3-2 47 황색 5.6 30.2 52.8 31. 2 16.0 식양토 

3-1-2 47 황갈색 5.1 30.0 60 ‘ 4 24.6 15.0 양토 

16-4-3 18 갈색 5.6 23.6 65.4 23.6 11.0 사양토 

17-9-1 24 풍화토 5.4 33.8 51.4 32.6 16.0 식양토 

7-4-2 38 마사토 6.0 19.9 70 ‘ 2 19:8 10.0 사양토 

4-8-3 24 황색 5.1 43.4 48.6 35.4 16.0 식양토 

6-12-4 23 황갈색 5.8 22.7 65.6 18.4 16.0 사질식양토 

15-4-2 17 갈색 5.3 25.1 63.2 19.8 17.0 사질식양토 

평균 5.6 27 .4 61 ‘ 3 24.7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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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壞硬度

본 대상지에서 총 2947ij 지점의 토양경도를 조사한 결과 잔디생육에 적합한 15-20mm의 

경도를 갖는 지점은 2%인 6개소에 불과하고， 조사지점의 50%인 147개소가 잔디생육이 극도 

로 불량해지는 경도인 25mm 이상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토섬조사 과정에서 지표면 가 

까운 곳에서도 토양경도가 너무 높아 잔디의 뿌리가 전혀 분포하지 않는 측점이 많이 발견되 

었다. 

@土壞醒度

본 골프장은 산지에 조성되었고， 우리나라의 산림토양은 전반적으로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 

에 대상지의 토양산도의 범위는 pH5.1-6.0이며， 평군 pH 5.6으로서 약산성이었다. 골프장 

F/W의 이상적인 토양산도는 pH6.0-7.0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토양산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土壞水分

토양의 보수력은 모래 • 미사 • 점토의 구성비와 토양유기물 함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본 조 

사결과에 의하면 보수력의 범위는 19.2-43.4%이며， 평균 27.4%이다. 특히 보수력이 낮은 

곳은 1홀09.2%) ， 7흘09.9%) ， 6흘(22.7%) ， 16흘(23.6%) 퉁이다. 이런 곳은( 토양중 모 

래의 함유비율이 높고， 토심이 얄은 경우에 잔디의 건조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보 

수력이 가장 높아서 배수불량의 가능성이 높은 곳은 4흘(43.4%) ， 17홀(33.8%) ， 5흘 (30. 

2%)의 순이며， 이들은 모두 식양토 분포지역이다. 

@土壞營養盤類

연구대상지역 토양의 영양염류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토중의 有機빚素 

〈표- 3) 土壞의 營養盤類 含量

Org. C Exch. Cations(me/100g) Ava’ tP T-N 
조사지점 CEC ppm 

% Ca Mg K Na (Bray 1) % 

15-11-1 0.32 5.53 2.42 0.21 0.20 8.9 11.6 0.035 
1-11-2 0.14 2.63 0.92 0.27 0.14 5.3 9.0 0.022 
5-3-2 0.52 8.15 3.54 0.25 0.27 14.0 11. 1 0.044 
3-1-2 0.44 2.52 1. 03 0.14 0.04 5.4 11. 3 0.049 

16-4-3 0.84 3.22 0.91 0.75 0.14 6.8 55.0 0.082 
17-9-1 0.76 5.68 2.02 0.61 0.12 11. 2 45.8 0.060 
7-4-2 0.34 4.37 1.40 0.31 0.36 5.8 11.5 0.022 
4-8-3 0.46 3.59 3.00 0.15 0.07 14.1 2.7 0.023 

6-12-4 0.25 5.45 2.50 0.11 0.16 7.9 9.5 0.020 
15-4-2 0.71 4.24 1. 84 0.47 0.20 10.2 34.6 0.058 

평균 0.48 4.54 1. 96 0.33 0.17 9.0 2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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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Carbon)는 잔디생육에 적정한 범위로 간주되는 기준치인 1. 5~2.5% 보다 현저히 

적은 0.20~ 1. 18%의 범위에 있다. 이와 같이 유기물 함량이 기준치보다 낮은 이유는 표토가 

아닌 하충토를 외부에서 반입하였기 때문이다. 유기물 함량이 낮은 토양은 보수력과 보비력도 

낮기 때문에 잔디의 생육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배토작업을 시 

행하고， 철저한 시비 및 관수를 필요로 한다. 

全뿔素(Total Nitrogen)의 양도 잔디생육 적정함유량인 0.15~0.15% 보다 현저히 낮다. 

즉 107ij 조사지점중 기준의 상한치인 0.15%를 초과하는 곳은 하나도 없으며， 기준의 하한치 

인 0.05%를 초과하는 곳은 15 , 16 , 17홀의 세곳에 불과하다. 

可溶性 憐醒(Available Potassium)의 함량은 기준치가 50~200ppm이다. 그러나 본 조사 

에서는 16 , 17 , 15흘 조사지점을 제외한 모든 조사지점의 인산함량이 대단히 낮다. 陽이용置 

換容量(CEC)은 기준치가 10~20me/100g인데 반하여 본 조사토양은 5.3~14.1의 분포를 가 

지며 , 과반수 이상이 10 이하의 용량 갖고 있다. 그리고 치환성 Ca , Mg , K. Na도 Mg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소 부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 植物體의 無機物質 含有量

F/W에서 잔디를 채취하여 식물체의 지상부 및 지하부의 질소(N) ， 인 (P) ， 칼륨(K) ， 칼숨 

(Ca) , 마그네숨(Mg) ， 나트륨(Na) 등의 무기물질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4> 및 〈표- 5>와 

같다. 잔디식물체내 適定쫓素含有量의 범위는 2.50~4.50%로 간주된다. 그러나 모든 표본이 

이 기준에 크게 미달되며 단지 3흘(1. 36%) , 4흘(1. 26%) ， 16흘(1. 15%) 및 1흘(1. 15%)의 

뿔素含量은 1%를 초과하고 있다. 

憐도 잔디생육 적정 유량인 0.40~0.55% 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즉 107ij 

조사지점중 기준의 하한치인 0.30%를 초과하는 것은 한 지점도 없으며， 4흘(0.20%) ， 15흘 

〈표- 4> 잔디 地上部의 無機物質 含有量

조사지점 N P K Ca Mg Na 

15-11-1 0.95 0.13 0.91 0.24 0.06 0.05 
1-11-2 1.15 0.16 0.85 0.22 0.04 0.03 
5-3-2 0.78 0.17 0.90 0.21 0.05 0.03 
3-1-2 1. 36 0.14 1. 23 0.17 0.04 0.03 

16-4-3 1.15 0.15 1. 08 0.18 0.05 0.03 
17-9-1 0.77 0.16 0.85 0.20 0.05 0.02 
7-4-2 0.85 0.14 0.95 0.21 0.05 0.04 
4-8-3 1. 26 0.20 1. 34 0.18 0.05 0.04 

6-12-4 0.91 0.16 0.86 0.22 0.05 0.03 
15-4-2 1. 07 0.19 1. 25 0.19 0.05 0.05 

평균 1. 03 0.16 1. 02 0.20 0.05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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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잔디 地下部의 無機物質 含有量

조사지점 N P K Ca 

15-11-1 0.67 0.17 0.44 0.13 
1-11-2 0.98 0.18 0.59 0.13 
5-3-2 0.62 0.19 0.52 0.10 
3-1-2 1. 17 0.20 0.48 0.12 

16-4-3 0.99 0.18 0.67 0.10 
17-9--1 0.58 0.15 0.59 0.12 
7-4-2 0.69 0.18 0.49 0.16 
4-8-3 0.68 0.14 0.68 0.07 

6-12-4 0.83 0.13 0.52 0.16 
15-4-2 0.82 0.13 0.57 0.11 

평균 0.80 0.17 0.56 0.12 

(0 .19%) , 5홀(0.17%)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Mg 

0.03 
0.02 
0.03 
0.02 
0.03 
0.03 
0.03 
0.02 
0.04 
0.02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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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0.03 
0.03 
0.04 
0.04 
0.03 
0.03 
0.03 
0.04 
0.03 
0.03 

0.03 

칼륨의 함량은 기준치가 1.00~1.25ppm으로 되어 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4흘(1. 34%) ， 

15흘(1. 25%) , 3홀(1. 23%) ， 16흘(1 .08%) 퉁이 기준치를 충족시키고 았다. 기타 칼숨， 마그 

네숨， 나트륨 등의 함량도 기준치에 미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영양염류의 함유비율이 기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잔디의 

생육기간중 토양으로부터의 영양분 홉수상태가 지극히 불량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에서 살 

펴본 토양의 물리적인 불량요인과 아울러 낮은 토양염류 함유량 등 토양환경요인에 문제가 있 

으며， 토심이 너무 얄고， 뿌리의 발달이 미약하여 양분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식물체내 무기물 함량과 토심 및 토양비옥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성이 없는 것 

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대상지내 잔디 식물체내의 무기물질함량은 비록 정상치에 비해서 현 

저히 낮은 수치를 갖지만 표토층의 수분 및 영양물질 공급능력을 보완하는 관개 및 시비작업으 

로 인하여 최소한의 생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골프장 

잔디의 지상부 및 지하부의 무기물질함량을 분석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당장 비교할 수는 없지 

만 향후에 자료가 축적되면 유익한 결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 生育環境改善

1 . 土深補完 l法

본 연구대상지의 표토층 토양환경 개선사업은 잔디생육을 위한 최소토심기준에 도달하도록 

표토층의 토심을 추가하되 잔디생육에 적합한 표토의 이화학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혼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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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 공사를 위해서는 토심이 30cm에 미달되는 F/W 잔디를 제거하고 표 

토층을 추가하되 , 기존 흘의 조형공사， 배수시설 벚 관수시설 등의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공사난이도， 공사비용 등의 관점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표토층의 토심을 최소 30cm가 되도록 보완하는 공사는 지반고의 변화여부에 따라서 〈도-

4>와 같이 두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토심부족지역의 잔디를 제거하고， 기존의 최종지표면 

위에 외부에서 소요되는 표토를 반입하여 복토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존 지반고가 변화되 

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린， 벙커 및 F/W의 조형， 배수 및 관수시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기존의 지반고를 변경시키지 않고 최소표토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토심부족지역에 

서 암반층 및 굵은 자갈을 제거하고， 외부에서 반입한 표토를 보충하여 기존지형을 복원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존의 배수체계는 유지하지만 전자에 비해서 토공사의 규모가 증대되어 

기존시설물의 훼손범위가 커지고， 작업공정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두가지 공법을 비교한 결 

과 공법 1과 2의 공사비는 각각 1. 795 , 645 , 000원과 1. 943 , 315 , 000원으로서 2안이 그[事費 및 

I期의 변에서 불리하여 1안을 선택하였다(태우관광 1994). 

2 , 잔디生育環境改善 作業도程 

@ 表土의 購入 및 檢호: F/W의 부족한 표토층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입하는 표토는 배수가 

양호하며‘ 식물생장에 필요한 유기물 함량이 많은 양토 내지 사양토이어야 한다. 도입전에 토 

양의 물리적， 이화학적 특성을 검사하여 골프장 F/W의 土壞環境基準을 충족시키는 토양을 반 

입하여야 한다. 

@ 現場整理 및 表土運搬: 공사에 필요한 작업공간의 확보와 공사장비의 이동로， 공사자재 

및 재료의 보관장소 등의 공사현장을 준비하고， 도입한 표토를 보관한다. 

@ 잔디 떼뜨기 및 保管: 표토층 토심보완 공사 시행구간의 잔디 떼뜨기 작업을 시행하고. 

옛장을 공사중에 임시보관한다 옛장의 보관시간은 가능한 최소로 하여야 하며. 보관중에 자체 

중량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A' 

기존 

맘븐’ 

〈도- 4) 土深 補完 I法 代案(좌: 1안. 우 2안) 

A' 

키즌 

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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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표토층의 고결화， 통기성 및 투수성의 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비와 

제석작업으로 토양을 개량한다. 경운작업시 지하에 매설된 급수관로와 배수시설의 훼손에 주 

의한다. 

@ 混合表土 造成: 도입된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하도록 비료 및 

모래를혼합한다. 

@ 排水施設 補完. 복토에 따른 지표면 형상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지하배수시설 및 표면배수 

로를 확충 정비하고， 표면배수구를 복토최종고에 맞추어 조정한다. 

@ 給水施設 調整· 복토에 의하여 매몰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와 제어박스를 최종 지면고에 맞 

추는 작업을 시행한다. 

@ 覆土· 부족토심을 보완하는 부분은 주변의 기존 지형과 조화되어 플레이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한다. 

@ 造形: 복토조성된 지표면의 급격한 요철을 제거하고， 기존지형과 만나는 부분에 급격한 

단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고， 인근의 배수체계를 감안하여 표면배수로를 정비한다. 

@ 잔디植載 및 管理. 잔디식재전에 토양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지기 작업을 시행하고 잔디식 

재작업을 시행한다. 식재시에는 충분한 배토에 의하여 지표면과 멧장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 

도록 한다. 식재된 창디가 조속히 활착되어 훌륭한 골프장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관개 및 시비작업 이외에도 잡초제거， 지표면의 불필요한 굴곡부 제거， 스프링클러 헤드 및 배 

수시설 조정 등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I事費 算出

(1) 工事量 算出

F/W 토섬 현황조사 결과 토심기준에 미달되는 공사대상 구간의 면적은 99.203m2이며， 부 

족토량은 14. 159m3으로 산출되었다. 공사량의 산출은 다음의 다섯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복토공사용으로 준비하는 혼합상토의 체적은 토량환산계수(1. 4). 토공사시 재료할증율(6%) 

및 마감조형작업시 토양소요 추가비(10%)을 감안하면 22. 113m3가 된다. 둘째， 기존토양 개 

량작업(경운/제석/시비)량은 토심부족지역 면적 (99. 203m2). 경운깊이 (30cm). 공사중 추가훼 

손 예상비율(10%)을 감안하면 32. 737m3이 된다. 셋째， 잔디식재지역의 면적은 토심부족면적 

(99. 203m2) 및 공사중 추가훼손 예상비율(10%)을 감안하면 109. 122m2이 된다. 넷째， 관수 

및 배수시설 조정공사구역의 면적은 토심부족면적 (99. 203m2)과 공사중 추가 훼손 예상비율 

(5%)를 감안하면 4. 960m2가 된다. 다섯째， 토섬보완공사 중의 장비이동용 작업도로(폭 3m) 

개셜， 스프링클러 헤드 및 제어 박스， 지표수 집수용 맨홀 등의 높이 조정이 필요한 물량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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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각 흘별 施設物 整備 工事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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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表土 土壞環境改善 工事費

단위: 1. 000원 

경비 

가설창고설치 

공사용도로 

세륜세차시설 

이형관접합 

이형관자재 

토양구입 

토양시료 분석 

토양고르기 

모래 비료 배토 

혼합상토운반 

토양개량 

S헤드조정 

제어박스조정 

훼손관수시설 

명암거설치 

맨홀보수 

표토포셜 

표토다짐 

마감조형 

잔디 떼뜨기 

잔디 떼붙임 

잡초제거/시비 

2.196 

2.473 
300 

1. 387 
809 

26.927 
1.801 

565 

563 
2.173 
3.259 
2.982 

8.304 
373.383 

4.713 
39 

28.714 
112.144 

1. 109 
42.320 

3.213 
31.035 

1. 058 
8.112 

13.754 
34.432 

3.195 
647 
971 

1. 780 
5.456 

59.144 
30.554 

재료비 

8.428 
262.758 

3.249 
618 

1. 294 
65 

28.244 
66.589 
32.612 

1. 735 
8.259 
3.220 

13.625 
9.360 
5.621 
1. 086 
1. 618 

394.262 
259.710 
416.191 

72.348 

노무비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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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工事費 算出

본 연구 대상지의 F/W 잔디생육환경을 적정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 7)과 같이 약 

24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 공사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공종은 공사용 작업도로 개설비용 

(638 ， 338 ， 000원)이며， 이어서 조형공(399 ， 023 ， 000원)， 잔디떼붙임 (475 ， 335 ， 000원) 및 잔디 

떼뜨기 (265 ， 166 ， 000원)의 순이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표토용 토양의 구입， 검사， 운반， 혼합 

토 조제， 포셜 및 다점 등 직접표토를 보완하는 공종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363 ， 810 ， 000원으로 

서 전체 공사비의 15%에 불과하다. 이것은 흘조성공사 중에 잔디생육 최소기준토심인 30cm를 

확보하기 위해서 약 4억원을 추가부담하면 가능하였지만， 관개 및 배수시설이 완비된 현재에 

표토층 보완공사를 시행하면 그 금액이 5배 이상 증가함을 의미한다. 본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 

하여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서도 F/W 표토층이 불량하여 골프장이 황폐화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가까운 시일내에 이와 같은 표토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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