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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6) 지형공간정보 기반의 토양 염농도 분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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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간척지는 식량증산을 위하여 논으로 조성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농업용지, 산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의 종합개발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경지도 밭이나 논밭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정부에서
는 농경지의 확보를 위하여 간척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서남해안에 간척지가 65,000 ha이며, 40,000 ha의 새
만금 지구도 내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대단위 간척종합 개발 사업으로 국토의 
확장과 더불어 수자원 개발 및 농업용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새만금 간척지 내
부개발계획 28,300 ha 중 8,570 ha(30.3%)가 농업용지로 조성되며, 농지이용계획 완료기간이 2030년에서 2020
년으로 앞당겨져 점진적으로 작물재배가 시작될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간척지는 염분농도와 pH가 높고 유
기물 및 점토 함량이 적어서 염기성 치환용량이 적고, Na 및 Mg의 함량이 많은 반면에 Ca 함량이 적어 답리
작 작물의 생육이 어렵다. 또한, 신간척지는 토양입단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지하수위가 높아서 배수가 불
량하며 밭 상태에서는 수분이 증발할 때 염분이 토양표면에서 집적되므로 제염이 되지 않은 간척 초기에는 수
도작 재배만 가능하다. 간척지에서 안정적인 농업을 위해서는 먼저 염농도의 수직적, 수평적인 공간적 분포도
와 변이성 파악이 중요하며 간척지 토양은 공간적인 변이가 다양하게 분포하며 지점별로 작물 생육도 현저히 
달라진다(Jung et al., 2003).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새만금 광활간척지를 대상으로 토양 특성별 공간적 염농도의 분포와 경시적인 염농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광활간척지 1,090 ha를 대상으로 GPS를 이용하여 200 m 간격으로 시료 채취지점 298 지점
을 선정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토양 표토 (0~20 cm)와 심토 (20~40 cm)로 구분하여 토양 시료를 채취하
여 분석하였다. 간척지 토양의 염농도의 공간적 특성과 경시적인 변화 특성의 분석을 위한 분석 항목은 EC, 
pH, 수용성 및 치환성 양이온 분석을 통하여 SAR 및 ESP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토양 염농도의 수준을 알
기위한 척도로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ECe)를 사용하였다. 한편, 광활간척지의 토양 염농도의 공
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Arcview 3.1(GIS software)를 이용하여 공간적 분포특성을 나타내었으며, 통
계 처리는 R (version, 3.1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새만금 광활간척지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토양 염농도의 경시적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시간의 경시적 

변화에 따라 토양 염농도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2014년 조사지역의 69%인 756ha의 면적이 
0.3% 이하의 염농도를 나타내었으며, 2015년도 조사지역의 84%가 0.3% 이하로 낮았으며, 염농도 0.5% 이상
의 고염지역은  11%를 나타내었다. 한편, 2016년도 조사지역 염농도가 0.3% 이하의 면적은 992 ha(91%), 1.0%
이상은 65 ha(6%)를 나타내었다. 한편, 광활간척지의 토양의 이화학성을 분석하여 토양 ESP(Exchangeable 
sodium ratio;교환성나트륨비)와 SAR(Sodium Adsorption Ratio;나트륨흡착비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SAR과 ESP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Na에 의한 영향이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로 토양 중 염류가 집적되게 되면 토양수의 삼투압이 증가하여 물의 흡수를 저해하여 이에 따르는 양분의 흡
수가 저해되어 토양의 분산을 일으키게 되어 팽윤성이 커지고 토양의 물리성을 나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
로 작물 재배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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