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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what characterizes the vegetation base of the natural forest as a latent vegetation in the 

middle region of Korea and thus to offer basic data when improving the vegetation base in the middle region being built or to be 

built in the future. The findings of this soil section survey show the following: The soil is brown to red color soil group on the 

whole. In addition, the soil’s physical features like soil hardness are rated as high level, which results from the fact that the 

forest soil exits in its natural form under less influence of stamping. The pH of soil shows a weak acidity, like Korean normal 

soil. Specific electrical conductance is also rated as middle to high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Salix koreensis community and the Pinus rigida  community are different from other communities in terms of 

total nitrogen, available phosphate and exchangeable K
+

 content. Specifically, the two communities are opposed to each other 

in terms of total nitrogen and available phosphate, while being similar to each other in terms of available phosphate and 

exchangeable K
+

 content. This seems to result from the fact that they are located near each other. In addition, the two 

communities are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y are distributed at the altitude mean relatively lowest and in the valley. To 

sum up, the forest soil around Goesan Gun is of middle level on the whole according to the landscape standards, when judging 

it in terms of vegetation base. Accordingly, it seems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vegetation base around Goesan Gun  will not 

require large investment expenses for soil improvement. Also, it seems that the spatial scope of research is needed to expand 

the basic data on the construction of the vegetation base for the whole middle reg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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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식재기반이란 식물의 생육을 지지하는 식물체의 

땅속 뿌리부분 전체, 즉 근계(根系)의 생활공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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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본은 토양이다. 다시 말해 식재기반은 산림에서 

잔디까지, 다양한 식물 개체나 그 군락의 생육을 지지

하는 근계군(根系郡)의 생활공간이다. 식재기반은 식

물체의 생육에 반드시 필요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

고 지상부의 식물체를 지탱하는 공간이다. 기본적으

로 식재기반은 토양 또는 토층이지만 인공토양이나 

수분으로 구성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한국환경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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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기술학회, 2003). 과거의 토양조사는 조림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토양의 생산 능력 

급수, 우점식생 및 중요임목의 생육환경을 살펴봄으

로써, 조림대상지의 적수선정 및 갱신무육, 임지개량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가 수행되었다(이 

등, 2009). 이에 반해, 조경에 있어서 토양에 관한 인

식은 그리 높지 않았는데 이는 식재되어지는 수종 자

체가 인접지역에서 자란 향토수종이거나 비슷한 토양

환경에서의 자란 수목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녹화 면

적의 확대와 국토개발로 인해 발생된 훼손지역의 복

원 등 식재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비슷한 토양환

경에서 자란 수목들이 식재지역에 식재되어진다고는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부적절한 식생

기반으로 식재수종이 고사하는 등의 하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식재지역에 새롭게 식재한 수목

들의 초기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수종에 

적합한 식재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

형 토목기계에 의한 절․성토 조성지, 해안매립지 등

이 있으며, 시대 요청에 따라 화학공장 이전지, 인공지

반, 사구 등 예전에는 식재 대상지로 여기지 않던 곳도 

포함되게 되었다(한국환경과학회, 2009). 이에 기존 

잠재식생 및 식생기반에 대한 조사는 각각의 토양특

성을 기준으로 삼아 인공림이나 도시의 여러 가지 인

공지반의 식재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양질의 식재기

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중부지방 잠재식생인 괴산군일대의 식생 및 식

생기반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현재 조성 중이거나 

향후 조성될 예정인 도시지역 내 식재기반 개량 시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1. 연구범위

괴산군의 지리학적 위치는 충청북도 중동부에 있

으며 동쪽으로 소백산맥을 경계로 경상북도 문경시·

상주시에 접하고, 북쪽으로 음성군·충주시, 서쪽으로 

진천군·청원군, 남쪽으로는 보은군에 접해 있어, 중부

지방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Fig. 1. Aerial photograph around Goesan-gun.

2.2. 식생조사

조사대상지의 전 지역을 답사하면서 총 24개소의 

방형구를 설정하여 우점종 파악을 중심으로 식생을 

조사하였다.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방형구내에 출

현하고 있는 식물을 조사하고 식물상을 파악하는 동

시에 평균수고, 평균표고, 평균경사 등 입지환경을 고

려하였으며, 고상재도 순으로 우점종을 구분하여 군

락을 분류하였다(배와 김, 2005). 

2.3. 토양조사

2.3.1. 토양단면조사

토양단면조사는 식생분포도를 기준으로 총 7곳의 

대표지점에서 토양단면의 형태적 특성을 조사하였으

며, 한 군락당 세 곳의 표준지를 설정하여 2008년 7월 

15일부터 2008년 8월 15일까지 총 24곳을 10차례에 

걸쳐 조사하였다. 조사순서는 밤나무 군락→  리기다

소나무 군락→ 신갈·소나무 군락→ 신갈·굴참나무 군

락→ 일본잎갈나무 군락→ 잣나무 군락→ 버드나무 

군락의 순으로 하였다. 단면은 가로, 세로 1m의 단면

을 만들어 하였으며, 동시에 토양조사야장을 작성하

고, 경도측정, 시료채취, 코어채취 순으로 하였다(국

립산림과학원, 2006). 

2.3.2. 토양의 물리성

토양단면을 조사하면서 층위별로 코어를 채취하였

다. 토양삼상계를 이용하여 토양의 삼상분포를 측정

하였다. 또한 토양내 수분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건

조 전 중량과 건조 후 중량을 비교하였다. 코어의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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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드라이오븐으로 100℃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하였

다. 토양의 경도는 야마나카식 경도계를 이용하여 토

양단면조사 시 그 자리에서 바로 측정하였다. 

2.3.3. 토양의 화학성

토양의 화학성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토양 및 식

물체 분석법에 의하였다. 또한 분석항목의 평가는 연구

의 목적상 조경설계기준(2007)에 의해 평가하였다.

1) pH

토양용액내에서 유리상태로 존재하는 수소 이온 

농도를 pH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원리로 시약의 

조제는 pH 4.0 및 7.0의 pH Buffer 용액을 사용하며 

산도(pH)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시 조작

은 풍건토양 5 g을 50 ㎖ 비이커에 취하여 증류수 25 

㎖를 가하고 유리봉으로 저어주면서 1시간 방치한 후 

pH미터를 Buffer용액으로 맞춘 다음 넣고 1분 이내에 

읽었다. 

2) EC(전기전도도)

토양과 물의 비율을 1:5로 사용하였으며 ADVANTEC 

No.2 여과지를 사용하여 여과한 후 EC측정기로 측정

하였다. 

3) T-N(전질소)

Kjeldahl 분해 및 증류법을 이용하였다. 일정양의 

시료에 진한 H2SO4와 촉매로서 CuSO4 (1:9)혼합 분

말을 가하여 분해하면, 시료중의 유기체 질소는 

NH4HSO4로 되고 촉매제는 이들의 농도와 H2SO4의 

비점상승, 분해속도의 촉진 작용이 있는데 이와 같은 

원리의 분석방법이다. 

4) 유효태인산함유량

Lancaster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인산과 결합하고 

있는 금속을 산 또는 NH4F로 용해하여 착화합물을 형

성시킴에 따라서 인산을 분리시키는 법이다.

5) 치환성양이온함량(K⁺, Ca²⁺, Mg²⁺)

원자흡관 분광 광도계(ICP)를 이용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EDTA법으로 추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식생조사

총 24개소의 방형구에서 출현하고 있는 식물은 총 

54과 109속 135종 16변종 3품종 총 154종군이 출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상별 특징을 보면 

목본류는 총 154종 중 59종으로 전체의 38.3%, 다년

초는 72종으로 46.8%, 덩굴성을 17종으로 11.0% 그

리고 1, 2년초는 6종으로 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각 방형구에서의 출현종수는 가장 적은 

21종에서 가장 많은 43종까지 평균 33종이 출현함으

로써 다양한 종조성을 보이고 있다. 종합상재도표에 

의해 분류한 결과 신갈나무-소나무군락(Quercus 

mongolica-Pinus densiflora community), 신갈나무-

굴참나무군락(Quercus mongolica-Quercus variabilis 

community), 버드나무군락(Salix korensis community), 

리기다소나무군락(Pinus rigida community), 밤나무

군락(Castanea crenata var. dulcis community), 일본

잎갈나무군락(Larix leptolepis community), 잣나무군

락(Pinus koraiensis community) 등 총 7개의 군락으

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각 군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3.2. 군락별 토양단면

3.2.1. 신갈나무-소나무군락(Quercus mongolica- 

Pinus densiflora community)

총 4개의 방형구에서 조사된 결과 평균 30.7종이 출

현하였으며 평균수고는 교목층 21 m, 아교목층 11 m, 

관목층 4 m, 초본층 0.7 m로 나타났다. 군락의 분포는 

평균표고 331.7 m, 평균경사 31.7°로 다른 군락에 비

해 평균표고가 높고 비교적 경사가 급한 곳에 분포하

는 경향을 보인다. 

갈색약건산림토양

A₀(L, F, H)층: 6∼0 cm, 침엽수 낙엽, 균사 및 균근 

있다.

   

Fig. 2. Soil profile section and vegetation area of Quercus 

mongolica-Pinus densiflora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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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층: 0∼10 cm, 암갈색, 유기물 있다. 양토, 층계: 

점변

B층: 10∼90 cm, 갈색, 미사질양토, 견∼강견, 층

계: 불명

C층: 90 cm+, 풍화중인 모재

3.2.2. 신갈나무-굴참나무군락(Quercus mongolica- 

Quercus variabilis community)

총 9개의 방형구에서 조사된 결과 평균 34.4종이 

출현하였으며 평균수고는 교목층 18 m, 아교목층 9 

m, 관목층 2.8 m, 초본층 0.6 m으로 나타났다. 군락의 

분포는 평균표고 294 m이고 평균경사는 34.3°으로 비

교적 표고가 낮고 경사가 급한 곳에 분포하고 있다. 

갈색건조산림토양

A₀(L, F, H)층: 8∼0 cm, 낙엽, 낙지 퇴적, 균사 및 

균근이 있다. 

A층: 0∼20 cm, 갈색, 식물뿌리 많다. 양토, 송, 층

계: 판연

B층: 20∼100 cm, 밝은 갈색, 유기물 있다. 양토, 

식물뿌리 있음. 건조, 견, 층계: 불명

C층: 100 cm+, 풍화중인 모재

   

Fig. 3.  Soil profile section and vegetation area of Quercus 

mongolica-Quercus variabilis community.

3.2.3. 버드나무군락(Salix koreensis community)

총 3개의 방형구에서 조사된 결과 평균 30종이 출

현하였으며 평균수고는 교목층 14 m, 아교목층 7 m, 

관목층 2.6 m, 초본층 0.5 m로 나타났다. 군락의 분포

는 평균표고 273 m, 평균경사는 5°으로 조사지 중 표

고가 가장 낮고 경사도 가장 완만하다. 

회갈색약건산림토양

A층: 0∼20 cm, 회황갈색, 유기물 있다. 미사질식

토, 약건, 층계: 점변

B층: 20∼90 cm, 회황갈색, 유기물 적다. 약건, 미

사질식토, 층계: 불명

C층: 90 cm+, 풍화중인 모재

   

Fig. 4. Soil profile section and vegetation area of Salix 

koreensis community.

3.2.4. 리기다소나무군락(Pinus rigida community)

1개의 방형구에서 조사된 결과 37종이 출현하였으

며 평균수고는 교목층 10 m, 아교목층 6 m, 관목층 

1.5 m, 초본층 0.6 m로 나타났다. 군락의 분포는 표고 

263 m, 경사는 37°로 나타났다. 

황색건조산림토양

A₀(L, F, H)층: 10∼0 cm, 균사 및 균근 있음. 침엽

수의 낙엽.

A층: 0∼20 cm, 황갈색, 층계: 점변, 사질양토, 식

물뿌리 있다. 

B층: 20∼60 cm, 황색, 양질사토, 층계: 불명, 식물

뿌리 거의 없다. 

C층: 60 cm+, 풍화중인 모재

    

Fig. 5. Soil profile section and vegetation area of Pinus 

rigida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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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밤나무군락(Castanea crenata var. dulcis 

community)

1개의 방형구에서 조사된 결과 출현종수는 35종이

였으며 평균수고는 교목층 18 m, 아교목층 10 m, 관목

층 3 m, 초본층 0.6 m로 조사되었다. 군락의 분포는 표

고 313 m, 경사는 35°로 비교적 표고가 높게 나타났다. 

갈색건조산림토양

A₀(L, F)층: 5∼0 cm, 균사 및 균근 있다. 

A층: 0∼10 cm, 갈색, 유기물 있다. 양토, 건조, 송. 

층계: 판연

B층: 10∼90 cm, 갈색, 유기물 적다. 양토, 건조, 식

물 뿌리 있다. 연, 층계: 점변

C층: 90 cm+, 풍화중인 모재

  

Fig. 6. Soil profile section and vegetation area of Castanea 

crenata var. dulcis community.

3.2.6. 일본잎갈나무군락(Larix leptolepis community)

총 4개의 방형구를 조사한 결과 출현종수는 평균 

39.7종이였으며 평균수고는 교목층 22 m, 아교목층 

10 m, 관목층 3.7 m, 초본층 0.9 m로 나타났다. 군락

의 분포는 평균표고 273 m, 평균경사 32°로 비교적 표

고가 높고 경사는 급한 편이다. 

   

Fig. 7. Soil profile section and vegetation area of Larix 

leptolepis community.

갈색약건산림토양

A층: 20∼0 cm, 갈색, 유기물 있다. 식물뿌리 많다. 

양토, 층계: 판연

B층: 20∼70 cm, 갈색, 유기물 있다. 식물뿌리 적

다. 견, 미사질양토, 층계: 불명

C층: 70 cm+, 풍화중인 모재

3.2.7. 잣나무군락(Pinus koraiensis community)

총 2개의 방형구를 조사한 결과 평균 31.5종이 출

현하고 있으며 평균수고는 교목층 10 m, 아교목층 2.5 

m, 관목층 2.2 m, 초본층 0.5 m로 나타났다. 군락의 

분포는 평균표고 296 m, 평균경사는 5°로 비교적 표

고는 높으나 경사는 완만하게 분포하고 있다. 

갈색건조산림토양

A₀(L, F, H)층: 5∼0 cm, 낙엽, 균사 및 균근 있다.

A층: 0∼25 cm, 갈색, 건조, 식물뿌리 많다. 유기물 

많다. 송, 층계: 판연

B층: 25∼75 cm, 갈색, 건조, 자갈 많다. 식물뿌리 

적다. 사질양토, 견, 층계: 불명

C층: 75 cm+, 풍화중인 모재

    

Fig. 8. Soil profile section and vegetation area of Pinus 

koraiensis community.

3.3. 토양물리․화학적 분석

3.3.1. 경도

토양경도(soil hardness)는 하세가와식(長谷川式) 

토양관입계를 사용하여 수직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토양경도의 3차원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통

해  지하에서의 고결 토층의 유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환경과학회, 2009).  Fig. 9는 군락별 토양경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으로 잣나무군락이 최대값으로 19 



538 윤재로․민현기․주진희․윤용한

mm이고, 신갈나무-굴참나무군락은 최소값으로 12 

mm를 나타내고 있다. 25 mm(15 kg/cm³)이상에서는 

작물의 뿌리발육이 좋지 않으므로 경운하거나 관개하

여 토양을 부드럽게 해주어야 한다(농촌진흥청, 

2000). 하지만, 본 조사의 경우, 모든 군락에서 조경설

계기준에 의해 상급의 평가를 받았다. 이는 산림토양

으로써 자연상태에서 답압의 영향을 덜 받고 침식과 

퇴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에 따른 결과로 사료된다. 

Fig. 9. Soil hardness by difference under vegetation 

communities.

3.3.2. 토양산도(pH)

토양산도는 버드나무 군락이 유일하게 조경설계기

준에 의해 상급의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군락들은 

중∼하급의 평가를 받았다(Fig. 10). 리기다소나무군

락과 버드나무군락에서 토양산도 pH 6.0∼7.0로 중성

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군락이 pH 5.5

∼6.5로 우리나라 평균치 토양산도와 유사한 값을 나

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지형별 모재

에 따른 산림토양의 평균 pH 5.5과 매우 유사한 값으

로(이수욱, 1981), 대부분의 침엽수의 생육범위가 토

양 pH 4.8∼5.5, 활엽수가 토양 pH 5.5∼6.5임을 감안 

할 때(이천용, 2000), 리기다소나무군락의 경우 토양

산도 적응범위가 비교적 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

양 pH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부식층의 발달이나 모암, 

토양의 질산화율의 정도, 식생에 의한 양이온 흡수, 최

근 증가되고 있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등과 같

은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산성화물질의 기여도가 

높은 실정이다(김과 황, 1998).

Fig. 10. Soil acidity by difference under vegetation 

communities.  

3.3.3. 전기전도도(EC)

    모든 군락에서 조경설계기준에 의해 중급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Fig. 11),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평균값은 

2.0 dS/m 미만으로써 모든 군락이 평균범위 안에 포

함되어 있다. 전기전도도는 용액중의 전류를 운반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여 용액 중의 이온세기를 신속

하게 평가할 수 있어, 이온성분과 불순물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이다. 따

라서, 전기전도도는 토양의 수소이온, 칼륨, 나트륨, 칼

슘, 마그네슘 등 치환성양이온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

으며, 특히, 토양에 나트륨이온이 집적되면 삼투압이 

증가하여 물의 흡수를 저해하고, 식물의 양분흡수를 

방해하여 길항작용을 일으키므로 식물생장의 주요 제

한인자이다(한국환경과학회, 2009)

Fig. 11. Soil electric conductivity by difference under 

vegetation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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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전질소(T-N)

모든 군락에서 조경설계기준에 의해 하급의 평가

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평균 전질소 함

량 또한 0.25% 이상으로 모든 군락에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Fig. 12를 보면 버드나무군락과 리

기다소나무 군락은 다른 군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 두 군락은 상대적으로 낮은 

표고에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유기물층

의 생성에 의해 표토층이 보호되는 높은 표고와는 달

리 낮은 표고의 경우 강우시 유기물층의 유실이나 침

식이 심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토양유기물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 전질소 경우(김 등 , 1991), 지역별

로 볼 경우 제주도에서 0.43%로써 가장 높았으며 강

원, 경기 순으로서 충남지역은 0.09%로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정 등, 2002). 일본의 산림토양은 A층

의 전질소함량이 0.3∼1.0%로 우리나라 산림토양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河田弘, 1989).

Fig. 12. Total nitrogen by difference under vegetation 

communities.

3.3.5. 유효태인산함유량

인(P)은 식물체내에서 탄수화물 대사와 에너지 대

사 등 여러 가지 대사를 주도하는 무기영양소로서 핵

산, 단백질, 인지질 등 원형질의 구성요소로 식물세포

의 생장과 번식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질소 다음으로 

부족하기 쉬운 원소로 인산이 흡수되면 뿌리의 생장

점이나 세포 분열조직에 집중되어 식물의 생육초기에 

필요한 원소이므로 결핍될 경우 왜성화로 묘목이 자

라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유효인산은 식물체

에 흡수․이용될 수 있는 형태의 토양인산을 말한다

(한국환경과학회, 2009).

전체적으로 조경설계기준에 의해 하급의 평가를 

받았으며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평균 유효태인산함유

량은 60%이상을 보이는데 Fig. 13을 보면 버드나무군

락과 리기다소나무군락만이 60%정도로 평균 정도의 

값을 보이고 있다. 전질소와 마찬가지로 버드나무군

락과 리기다소나무군락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 전질소는 두 군락이 가장 낮은 함량을 보인 반면 유

효태인산함유량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토

양 내 유효인산의 함량은 토양 pH나 유기물함량과 밀

접한 관계가 있으며 토양 pH가 낮을 경우 인산의 난

용성화에 기인하여 유효인산의 함량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진 등, 1994). 

Fig. 13. Available phosphate by difference under vegetation 

communities. 

3.3.6. 치환성양이온함량(K⁺, Ca²⁺, Mg²⁺)

치환성 K⁺ 함량은 조경설계기준에 의해 버드나무

군락과 리기다소나무군락만 상급의 평가를 받았고 나

머지 군락들은 중급의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 산림

토양의 평균값은 0.25∼0.50 cmol/kg으로 모두 평균

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전질소, 유효태인산

함유량과 같이 치환성 K⁺함량에서도 버드나무군락과 

리기다소나무군락만 나머지 군락들과 다른 경향을 보

이고 있는데 버드나무 군락이 평균표고가 가장 낮은 

계곡부에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고 리기다소나무 군락

은 버드나무 군락과 가장 가까이 분포하고 있어 두 군

락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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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xchangeable K⁺ content by difference under 

vegetation communities. 

   치환성 Ca²⁺ 함량은 전체 군락에서 조경설계기준에 

의해 하급의 평가를 받았으며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평균값인 2.50∼5.00 cmol/kg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

이고 있다(Fig. 15). 치환성 Mg²⁺ 함량은 밤나무 군락

이 유일하게 조경설계기준에 의해 중급의 평가를 받

았으며 나머지 군락들은 하급의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평균이 1.50 cmol/kg 이상인 것

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Fig. 8). 일반적으로 

치환성양이온은 토양 pH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결과 토양 pH가 높고 석회암을 모재로 생성된 토양

이 많은 분포하는 강원도지역이 Ca
2+
함량이 높게 나

타나고 있으며 토양 pH가 낮은 충남이나 경남지역의 

Ca
2+
함량은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정진현, 2002). 일

반적으로 산림토양에서  치환성 양이온은 Ca
2+

> 

Mg
2+

> K
+
> Na

+ 
순으로 감소한다고 보고한 결과(河田

弘, 1989)가 있다.

Fig. 15. Exchangeable Ca²⁺ content by difference under 

vegetation communities. 

Fig. 16. Exchangeable Mg
2+

 content by difference under 

vegetation communities.  

4. 결 론

본 연구는 괴산군일대의 식생 및 식생기반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현재 조성 중이거나 향후 조성될 예

정인 중부지방 도시지역 내 식재기반 개량 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토양단면조사의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지의 토양은 전체적으로 갈색∼적색계 토양

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토양경도 

등의 토양물리성의 결과가 상급의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산림토양으로써 답압의 영향을 덜 받고 자연상

태 그대로 존재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토양

의 pH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산림토양과 같이 약산

성을 띄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전기전도도 또한 조경

설계기준에 의해 중∼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 전질소, 

유효태인산함유량, 치환성 K⁺ 함량에 있어 버드나무

군락과 리기다소나무군락은 다른 군락들과 다른 경향

을 보이는데 전질소와 유효태인산함유량은 서로 반대

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유효태인산함유량과 치환

성 K⁺ 함량은 서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두 군락이 서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

과로 보여진다. 또한 두 군락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균표고에 분포하고 있으며, 계곡부에 위치하고 있

는 것에서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괴산

군 일대의 산림토양, 즉 식생기반을 식재기반으로써 

평가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조경설계기준에 의해 중급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결론을 중부지방 전

체의 식재기반 조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확대하기 위

해서는 연구의 공간적 범위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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