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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value of Cellulose Nanofiber (CNF) as a material of plants’ growth during drought conditions. When the mixing ratio of CNF was 5%,
results showed that the growth responses photosynthetic rate, osmatic potential (MPa),
chlorophyll contents were the best, and relative water contents and volumetric water
contents were the highest. In addition, electrolyte leakage was the lowest, showing a relatively high growth response. Aster yomena had the most extended life and maintained a
good growth condition with CNF 5% mixing ratio comparing with CNF 2% mixing ratio
and control under drought stress. In addition, the drought stress caused by the moisture
content is relatively low, so the chlorophyll contents, relative water contents, and volumetric water contents were high, and electrolyte leakage was low. As a result, the use of
CNF is well worth in urban environments or built environments, which can be used as a
functional material to save maintenance costs and respond to climate change such as
drough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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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오스를 나노 혹은 마이크로 단위로 제조하여 응용하는
연구를 통해 제조되는 물질들은 고부가가치의 원료로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도시화의 결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셀룰로오스는 지

과로 인한 인구집중현상은 도시에 살고 있는 대다수 사

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많은 유기물의 한 종류로서 재활

람들의 정주여건과 보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아주

이슈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도시에

긍정적인 소재로 평가받고 있다.7) 자연에서 생분해가 가

서는 열섬현상이 발생하는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능하고 수분보유능력이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나노

이는 녹지면적의 감소와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불투수

셀룰로오스는 인공토양 소재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층의 증가 등이 원인이다.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어 이를 어떻게 이용할지 연구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

서 기존 도심의 녹지면적을 유지하고 새로운 녹지를 확

를 지닌다.

충해 도심 내 녹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 대도시들의
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화과 다년초 식물

접근 방법이며 대표적인 예로 인공적인 구조물 위에 화

로 그 자원이 풍부하고 예로부터 구절초, 감국 등과 같이

단을 조성하거나 옥상에 화단을 조성하는 방법이 널리

식용 및 약용소재로 사용되어온 쑥부쟁이(Aster yomena)

3)

적용되고 있다. 특히 옥상녹화는 건물 표면에 그늘을 만

를 대상으로 나노셀룰로오스와 원예용 상토의 배합비별

들고, 토양에 저장된 빗물이 바로 증발되거나 식생에 의

생육반응 및 토양 수분함량에 대한 비교연구를 실시하고

해 증발산되는 과정에서 건물과 건물주변 온도를 낮추는

자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나노셀룰로오스가 건설, 조경,

역할을 하며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는 다양한 순기능을

원예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환경오염 유발의 걱정이

제공하고 있다.4) 옥상은 도시에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

없고 자연 순환 과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기능적으로

하는 것에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건축물의 옥

기존의 재료물질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상녹화는 도시에서 녹지 공간 확보의 중요한 해결 방안

증명하고자 하였으며, 나노셀룰로오스의 다양한 기능적

5)

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옥상 녹화에는 기존의 토양을 사

측면 중 식물의 기초 대사의 가장 기본적인 수분이 부족

용하기 힘든 하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할 때 발생하는 식물의 수분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

인공경량토를 이용하여 저 토심 식재 지반에서 최소한의

는 잠재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유지 관리만으로도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의 적용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2. 재료 및 방법

건축에서도 바이오필릭 디자인과 같이 건물 내·외의 환
경에 식물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린인프라와 저영향개발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도시 환경
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진행
되고 있는 실정이다.

2.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한 식물재료인 쑥부쟁이(Aster yomena)는
충북대학교 교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개체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을 적용

2018년 3월에 직경 12 cm×높이 17 cm의 원형 플라스틱

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인공지반 녹화와 같은 신기술

6구 트레이에 350 g의 상토(Doobaena Gold, Nongkyung

들을 적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을 갖추면서도 친환

co., Korea)를 채운 후 이식하였다. 이식 후 16주간 4일

경적인 재료물질들의 개발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주기로 관수 처리를 해주었고, 수시로 잡초를 제거해주

것이다. 따라서 천연재료로서 오염발생을 방지할 수 있

었으며 온실 내에서 순화과정을 거쳤다. 쑥부쟁이는 약

어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생분해성 및 효율성 면에서

용, 식용 및 관상가치가 우수하여 경관식물로 많이 이용

도 좋으며 경제성이 우수한 셀룰로오스에 대한 관심이

되고 있다.8)

높아지고 있다.6) 셀룰로오스(cellulose)는 목재 등 식물

나노셀룰로오스는 (주)네이처코스텍에서 제조한 것을

자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무한의 지속형 자원

사용하였으며, 나노셀룰로오스 전처리로 카르복실메틸

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조경·원예 등 다양한

화 처리를 하였고 표백 펄프 100 g을 수산화나트륨 20 g

분야에 활용성이 높은 재료물질이라 할 수 있다. 셀룰로

이 용해된 에탄올 1500 mL에 해리하였다. 이후 실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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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시간 방치한 뒤 추가로 2시간동안 클로오아세트산

FW)를 전자저울(AUW 22D, Shimadzu, Japan)로 측

20 g이 용해된 에탄올 500 mL를 섞어 90℃에서 처리한

정하였다. 측정한 잎 샘플을 증류수를 채운 15 mL 시험

다음 세척하고 증류수를 가하여 2%(w/w)로 희석 후 고

관에 넣어 4°C의 암조건에서 24시간 동안 담근 후 포화

합균질기로 처리하였다. 600 bar의 압력으로 고압균질

된 잎의 무게(turgid weight; TW)를 측정하였다. TW

기(PANDA PLUS, GEA, Germany)를 조정하여 총 5회

측정 시에는 잎을 페이퍼 타월을 이용하여 물을 닦은 후

통과시켜 CNF를 완성하였다. 제조된 CNF는 열풍순환

측정하였다. 건조된 잎의 무게(dry wegith; DW)는 80°C

식건조기(HB-502M, Hanbaek Science, Korea)를

에서 48시간 동안 열풍순환식건조기(HB-502M, Han-

이용하여 80℃에서 6시간동안 건조시킨 후 믹서로 갈아

baek Science, Korea)를 이용하여 건조시킨 후 측정하

2 mm 이하의 크기인 것만 사용하기 위해 표준체로 걸러

였다. 상대엽수분함량(RWC)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

준비하였다.

산하였다(Eq. 1).

2.2 실험방법
2.2.1 실험구 조성



RWC( %) 

FW  WD
100( %)
TW  WD

[1]

실험구는 나노셀룰로오스를 각각 2%, 5%(w/w) 배합비
로 혼합하여 6반복하고 직경 12 cm×높이 17 cm의 원형

전해질 유출은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막 손상으로 인해

플라스틱 6구 트레이에 정식하여 비슷한 광도 아래에 배

생기며9) 막 투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하였다.10) 전해질

치하였다. 나노셀룰로오스를 배합하지 않은 상토만을 채

유출은 식물을 중간 부분에서 완전히 발달한 잎을 0.2 g 채

운 것을 대조구로 하였다. 16주 동안 온실에서 양생해 온

취하여 측정하였다. 잎의 표면을 증류수로 세척 후 5 cm

쑥부쟁이를 각각의 실험구에 이식하였다. 6주간 순화과

씩 절단하여 30 mL 시험관에 넣은 후 15 mL의 증류수를

정을 거친 다음, 시험 시작일부터는 무관수 상태로 유지

채우고 샘플을 배양한 다음 24시간 동안 실온에서 교반

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휴대용 온습도계(SK-L200TH,

시킨 후 입욕액(L1)의 전기전도도(EC)를 휴대용전도도

SATO, Japan)를 이용하여 온실 내 온·습도를 측정하였

계(HI-8633, HANNA Instruments, Italy)를 사용해서

다. 실험기간 동안 온실 내 주야간 평균온도 29.0°C, 상

전도율을 측정하였다. 이후 120°C에서 20분 동안 Auto-

대습도 40.0%를 유지하였다.

clave(HS 9041, 한실메디컬주식회사, Korea)에서 멸균
한 후 용액을 실온에 식힌 후 판독 값(L2)을 측정하였다.

2.2.2 생육측정

전해질 유출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Eq. 2).

나노셀룰로오스가 식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식물체의 초고, 광합성량, 엽록소함량, 상대엽
수분함량, 삼투압포텐셜, 전해질 유출, 토양용적수분함



EL( %) 

L1
100( %)
L2

[2]

량을 2일마다 1회 조사하였으며, 토양수분함량은 매일
조사하였다.
초고는 자를 이용하여 지표면을 기준으로 식물의 선단
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광합성량은 휴대용 광합성 측정기(LCpro-SD, ADC

삼투포텐셜은 잎을 압착기(LP-27 MARKHART,
WESCOR, USA)로 착즙한 후 삼투압측정기(Model
5600, WESCOR, USA)로 삼투압값(Os)을 측정하였다.
삼투포텐셜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Eq. 3).

BioScientific Limited, UK)를 사용하여 광합성이 활발
한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측정하였으며, 엽록소함량

Osmotoc Potential ( MPa )  Os  2.58 103 [3]

은 엽록소측정기(SPAD-502plus, Konica Minolta,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토양용적수분함량 측정은 토양 수분함량과 수분 증발

상대엽수분함량(relative water content; RWC)은 잎

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토양용적수분과 증

샘플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임의로 선정된 잎을 식물

발산량을 조사하였다. 나노셀룰로오스(CNF)가 토양 수

의 하부에서 절단 후 신선한 잎의 무게(fresh weight;

분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토양용적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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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토양수분측정기(ThetaProbe ML2x, Delta-T,

무관수시 초고, 잎면적, 녹피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결국에는 식물이 고사하게 되는데,11) 본 연구에서는 CNF

UK)로 측정하였다.
통계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

5%를 배합한 실험구에서는 건조에 따른 수분스트레스를

9.3, Cary, NC, USA)를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저감시켜 식물생육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DMRT(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을 검

다양한 배합비별 생육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식물생육에

정하였다.

최적의 배합비율을 찾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합성량은 수분스트레스가 경과함에 따라 모든 실험

3. 결과 및 고찰

구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1). 특히, 대조구
에서는 단수처리 후 급격히 광합성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노셀룰로오스(NC) 혼합 비율에 따른 생육변화는

보였으며, 단수 7일째에는 광합성량 측정이 불가능하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단수처리 5일 전까지는 실험

다. 나노셀룰로오스 처리구의 광합성량은 대조구에 비교

처리구간 육안 상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았으나, 5일 후

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CNF 2% 배합비에서는 단

에는 대조구의 경우 조금씩 잎이 시드는 것이 관찰되었

수 3일까지는 광합성량에 큰 변화가 없으나 그 이후에는

으며 7일째에 급격히 마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CNF 2%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CNF 5% 처리구에서

처리구도 대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CNF 5% 처

는 단수 5일째까지도 초기 광합성량과 비슷한 값을 유지

리구는 단수처리 7일째에도 전혀 시들지 않아 나노셀룰

하다가 7일째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로오스에 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식물이 수분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내부의 수분 손실을

초고의 경우에는 단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낮아지는

막기 위한 방어기작으로 식물체의 증산율을 낮추어 수분

경향을 보였으며, 대조구와 CNF 2% 처리구는 건조 스트

손실을 감소시켜 식물 수분이용 효율을 증대시키게 되는

레스를 받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데12) 이때 식물이 기공을 닫게 되면서 엽육 세포 내에

러나 CNF 5% 처리구의 초고는 단수처리 직전 33.0 cm

CO₂ 농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광합성 능력이 떨

였던 것이 단수 7일 후에도 28.8 cm로 다른 처리구들에

어지는 현상을 동반하게 된다.13,14) 이처럼 광합성량은 수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광합

Day 1

Day 3

Day 5

Day 7

Control

CNF 2%

CNF 5%

Fig. 1. Growth responses of Aster yomena with Nano-cellulose mixing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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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 in photosynthetic rate (μmol·CO2·m-2·s-1) of Aster yomena based on three different
mixing ratio
Day 1

Day 3
z

Day 5

Day 7

Control

13.1±0.1

b

9.5±0.3

b

1.9±0.3

c

-

-

CNF 2%

14.4±0.5

a

10.5±0.7

a

4.9±0.7

b

0.9±0.3

b

CNF 5%

13.9±0.9

ab

10.5±0.7

a

10.7±0.6

a

5.6±0.9

a

Significance

**

**

***

***

z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S,*,**,***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0.05, 0.01, or 0.001, respectively.
Data are shown as mean±SD (n=6).

성량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분스트레스

경향을 보였다(Table 3). 단수 후 3일째 까지는 모든 실험구

를 최대한 적게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

에서는 비슷한 값을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실험구별로 다른

서 CNF 5% 배합비는 수분스트레스 하의 쑥부쟁이 광합

값을 보였다. 대조구는 단수 후 5일째에 -2.7 MPa의 값을

성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인 후 단수 7일째는 식물이 거의 고사하여 측정이 불가능

엽록소함량 측정결과, 모든 실험구에서 단수 3일 후까

하였다. CNF 2% 처리구는 단수 5일째에는 –2.2 MPa의

지는 모두 같은 염록소함량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에

값을 보였으나 단수 7일째는 –4.3 MPa로 급격히 감소

는 실험구별로 다르게 나타났다(Table 2). 단수 5일 째에

하는 경향을 보였다. CNF 5% 처리구는 단수 7일째에도

는 대조구의 엽록소함량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7일째에는

–1.7 MPa의 값을 보여 단수 1일째인 –1.5 MPa가 거의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F 혼합 처리구를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투포텐셜은 감소에 따

살펴보면 2%와 5% 배합비 모두 단수 후 5일째 까지는 유

라 식물의 수분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뿌리 발

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단수 7일 후에는 2% 배합비 처리

달을 어렵게 만들어 수분부족 하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구에서는 초기값의 50% 정도로 감소한 반면에 5% 배합

증상들이 나타난다.16)

비에서는 초기값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전해질 유출은 스트레스로 인한 식물의 세포손상 정도

이는 정상적으로 생육한 식물체보다 수분 스트레스에

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대전기전도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노출된 식물에서 초기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

모든 실험구에서 단수 3일째까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

15)

분함량이 감소해 감에 따라 대체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았다(Table 4). 그러나 대조구에서는 단수 5일째 값이 증

데 본 실험에서는 CNF 5% 처리구가 토양수분함유량이

가하다가 단수 7일째에는 52.6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것

가장오래 유지해 상대적으로 식물이 수분 스트레스에 대

으로 나타나 수분스트레스에 따른 식물 세포의 손상 정

한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CNF 2%는 초기부터 아주

삼투포텐셜도 단수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7일째 10.5로 상승하였으며, CNF

Table 2. Change in chlorophyll contents (SPAD value) of Aster yomena based on three different
mixing ratio
Day 1

Day 5

Day 7

Control

31.4

a

30.7

a

14.7

b

3.6

c

CNF 2%

31.7

a

31.7

a

24.2

b

14.9

c

CNF 5%

29.0

a

29.8

a

28.2

a

25.1

a

Significance
z

Day 3
z

***

***

***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0.05, 0.01, or 0.001, respectively.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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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최재혁, 박봉주

Table 3. Change in osmatic potential (MPa) of Aster yomena based on three different mixing ratio
Day 1

Day 3
z

Day 5

Day 7

Control

-1.4±0.1

a

-1.6±0.1

b

-2.7±0.0

c

-

-

CNF 2%

-1.5±0.1

a

-1.4±0.1

a

-2.2±0.2

b

-4.3±2.2

b

CNF 5%

-1.5±0.1

a

-1.4±0.0

ab

-1.7±0.0

a

-1.7±0.4

a

Significance

NS

NS

***

***

z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0.05, 0.01, or 0.001, respectively.
Data are shown as mean±SD (n=6).
NS,*,**,***

Table 4. Electrolyte leakage based on three different mixing ratio
Day 1

Day 5

Day 7

Control

3.6

c

4.8

c

14.1

b

52.6

a

CNF 2%

3.6

b

3.9

b

7.6

ab

10.5

a

CNF 5%

4.0

a

4.0

a

4.2

a

4.7

a

Significance
z

Day 3
z

***

***

*

NS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0.05, 0.01, or 0.001, respectively.

NS,*,**,***

5%는 단수 1일째인 4.0이 단수 7일째에도 4.7의 값을 보

구와 CNF 2% 처리구의 상대수분함량은 비슷하게 낮은

여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물은 고사

값을 보였으나 CNF 5% 처리구는 68.2%로 상대엽수분

하기 직전에 전해질 유출량이 급증하여 스트레스를 받으

함량을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 세포 내 활성산소종의 생성이 증가하는데17) 이로 인해

식물체의 수분함량은 뿌리로부터 흡수하는 상대수분량

세포막 지질의 구조가 변화하거나 손상 및 투과성이 상

과 증산량에 의해 조절되며 수분스트레스는 각 기관의

실되어 전해질 유출이 증가하게 된다는18) 이전 연구와 같

물질분배비의 변화, 분화 및 발달의 억제를 통해서 식물

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의 생산활성을 현저히 저하시켜, 식물의 생장, 형태, 개

상대엽수분함량은 모든 실험구에서 단수 3일째 까지

체발생 및 대사생리에 영향을 미치며19) 잎의 수분포텐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단수 5일째에

이 –1.3 MPa일 때 광합성작용, 엽록소 a 와 b, 카로티

는 대조구와 CNF 2% 처리구에서 상대엽수분함량이 급

노이드 등의 함량이 감소되었으며, 잎의 수분포텐셜이

격하게 감소하였다. CNF 5% 처리구는 단수처리 후 5일

–1.9 MPa 정도로 더 심한 수분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엽

째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7일째 1일째와 비교해서

록소 a의 함량이 약 30%, 엽록소 b는 약 20.7% 정도 감

약 10%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수 7일째의 대조

소하며 카로티노이드의 함량도 약 37.9% 정도로 더 크게

Table 5. Relative water contents based on three different mixing ratio
Day 1

Day 5

Day 7

Control

79.5

a

68.3

a

38.4

b

25.2

b

CNF 2%

75.9

a

75.3

a

57.9

b

33.3

c

CNF 5%

76.9

a

76.4

a

74.0

a

68.2

a

Significance
z

Day 3
z

***

***

***

NS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0.05, 0.01, or 0.001, respectively.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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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다는 연구20) 결과와 비교해보면 CNF 5% 처리

본 연구는 친환경적이고 흡수성이 띄어난 나노셀룰로

구의 상대엽수분함량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다른 처리구

오스가 조경·원예용 식물 생장에 도움을 주면서 토양보

들에 비해 광합성작용, 엽록소함량이 가장 높은 경향을

습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을 수

보였다. 따라서, 토양수분을 오래 유지하여 쑥부쟁이의

행하였다. 이를 통해 친환경물질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생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않으면서도 식물 생장에 도움을 주고 특히 도시의 실내·

토양용적수분함량은 실험초기인 단수처리 후 2일째부

외 환경에서 조경·원예용으로 나노셀룰로오스가 기능성

터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6). 토양용적수

물질로 첨가되었을 때 필요로 하는 양이 얼마인지를 실

분함량이 0%에 도달하는 시간은 대조구에서는 단수 6일

험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째로 가장 빨랐으며, CNF 2%는 단수 7일째였다. 그러나

실험 결과, 친환경 신소재인 나노셀룰로오스의 배합은

CNF 5%는 단수 8일째까지도 1.45%를 유지하고 있어 토

수분스트레스 조건에서 쑥부쟁이의 생육에 긍정적인 영

양수분 유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을 주었고, 이는 초고, 광합성량, 엽록소함량, 삼투포
텐셜, 상대수분함량, 전해질유출 등의 결과로 확인되었
다. 특히 나노셀룰로오스를 원예용상토와 5% 배합한 토

4. 결 론

양은 단수처리 후에 토양용적수분함량을 가장 오래 유지
시켰고 이로 인해 대조구인 원예용 상토 단독 사용보다

나노셀룰로오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수분스트레스에 의한 쑥부쟁이의 생육피해를 감소시키는

건설, 조경, 원예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외부 환경에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생육상태뿐만 아니라 토양수분

이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4차 산업

함량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분스트레스로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친환경 재료 물질들에 대한

부터 더 오랜 기간 식물이 생존할 수 있어 관수 등 유지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건축·조경·원예 등과 같은 우리

리에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

하지만, 본 연구 결과만으로는 실제 옥상녹화 등과 같

한 여러 시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 인공지반에서의 식재기반에서 나노셀룰로오스를 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물질들에 대한 요구

합한 토양이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하면서 더

할 수는 없으나, 상토와 나노셀룰로오스가 5% 이상 배합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들에 대한 연구

비율일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단되며, 더 많은 식물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실험을

Table 6. Volumetric water contents based on three different mixing ratio
Control

CNF 5%

Day 1

41.93

a

44.43

a

41.64

a

Day 2

17.74

b

23.68

b

26.23

b

Day 3

12.76

c

17.77

c

20.56

c

Day 4

3.62

d

6.96

d

9.53

d

Day 5

1.97

e

3.80

e

7.77

d

Day 6

0.56

f

2.25

f

4.13

e

Day 7

0.09

f

0.88

g

3.21

ef

Day 8

0.00

f

0.03

g

1.45

f

Significance
z

CNF 2%
z

***

***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0.05, 0.01, or 0.001, respectively.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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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박봉주

통해 나노셀룰로오스의 이용이 식물 생육에 긍정적 효과

8. Jung, B. M., Lim, S. S., Park, Y. J., and Bae,

가 있다는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

S. J., Inhibitory effects on cell survival and

서 실외 옥상과 같은 실제 외부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quinone reductase induced activity of Aster

의 추가실험 및 다양한 식물 종을 이용한 실험이 수행되

yomena fractions on human cancer cells,

어질 필요성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34:8-12 (2005).
9. Dexter S. T., Tottingham W. E., and Graber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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