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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침엽수림 면적의 약 1/3을 차지하는 리기다소나무와 낙엽송 인공림을 대상으로 지역 및

임령에 따른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 인공림의 벌채 후 진행되는 조림 사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

를 얻고자 수행하였다. 두 인공림에 대한 토양 특성은 기존 보고된 문헌자료와 2년(2010, 2011년) 동안 전국 국유림 내

에서 조사·분석한 토양 특성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및 임령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리기다소나무 인공림 내 전라남

도 지역과 낙엽송 인공림 내 경상북도 지역의 토양 특성이 동일 수종의 임분 내 다른 지역보다 양호하였다. 두 인공

림의 토성은 대부분 양토 혹은 사질양토였고, 토양 pH 값은 리기다소나무와 낙엽송 인공림에서 각각 4.86, 4.87로 나

타났으며, 토양 pH는 임령 증가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리기다소나무와 낙엽송 인공림의 전질소 농도

(%)는 각각 0.21, 0.28이었고, 유효인산 농도(mg·kg−1)는 각각 11.00, 13.32로 나타났다. 낙엽송 인공림 내 전질소, 유효

인산, 유기물 농도 및 양이온치환용량은 리기다소나무 인공림보다 높고, 은, 임령이 증가함에 따라 농도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치환성양이온(Ca2+, Mg2+, K+)은 토양 pH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두 인공림에 대한 토양 특성 분

석 결과는 리기다소나무 벌채와 낙엽송 주벌 실시 후 요구되는 조림지 관리에 적용할 수 있으며, 토양 양분 특성 등

을 고려한 맞춤형 조림 수종 선정과 조림지 관리에 활용하여 지속적인 산지 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in Pinus rigida and Larix kaempferi plantations which occupy approximately 60%

of artificial forest area in Kore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know the differences in soil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between both plantations. Soil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from published literature and analyzed soil

data in national forest in 2010 and 2011 were analyzed by plantation regions and stand age of 5 years unit. Jeollanam-

do in Pinus rigida plantations and Gyeongsangbuk-do in Larix kaempferi plantations showed higher soil chemical

properties than those of other regions. Soil texture in both plantations was almost loam and sandy loam. Mean soil pH

in Pinus rigida and Larix kaempferi plantations were 4.86 and 4.87, respectively and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soil pH and stand age. The mean concentrations of total nitrogen (%) and available phosphorus (mg kg−1) were 0.21

and 11.00 for Pinus rigida plantation and 0.28 and 13.32 for Larix kaempferi plantation. In Larix kaempferi plantation,

total nitrogen, available phosphorus and organic matter concentrations and C.E.C. were higher than those in Pinus rigida

plantation and showed positive relationship with stand age. This positive relationship was also revealed between the

exchangeable cations and soil pH.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an informative data in selecting tree species for

planting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ing forest management plan for the maintenance of sustainable forests resources.

Key words : Japanese larch, pitch pine, plantation region, soil properties, stand age

서 론

리기다소나무(Pinus rigida)와 낙엽송(Larix kaempferi)

은 1960~70년대 우리나라 주요 조림 수종 중 하나로서,

2012년 발간된 임업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침엽수림 면

적의 약 1/3(리기다소나무림 386,991 ha, 낙엽송림 424,668

ha)을 차지하고 있다(KFS, 2012a). 리기다소나무와 낙엽

송 인공림의 전국적인 분포를 보면 리기다소나무림은 주

로 경기, 충남, 전남·북, 낙엽송림은 주로 강원, 충북, 경

북에 분포하고 있다(Figure 1). 리기다소나무는 건조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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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과거 사방조림에 많이 이용되었

으며, 낙엽송 목재는 건축(구조, 내장, 마루판), 토목, 합판,

펄프 등의 원료로 많이 쓰인다. 그러나, 최근 리기다소나

무는 벌기령 경과에 따른 생장량 감소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목재 재질 등의 이유로 주된 갱신 대상 수종이 되었

고 연간 약 20,000 ha 중 6,000 ha 가량이 리기다소나무

벌채지를 대상으로 조림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KFS,

2012b). 낙엽송 역시 벌기령(국유림 60년, 사유림 40년)을

고려하면 향후 주벌 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낙엽송

주벌지를 대상으로 한 조림 사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토양의 이화학적 성질과 임목생장은 밀접한 관련

이 있다고 보고(Chung et al., 1980; Chung et al., 1981)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규모로 조림이 실시될 이들 두

인공림의 토양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산지의 효율적 관리

와 임지 생산성을 고려한 적지적수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맞춤형 조림 수종 선정과 조림 사

업으로 산지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조

림사업 개시 전 리기다소나무와 낙엽송 인공림의 지역 및

임령별 토양 특성과 관련한 연구 자료 획득이 반드시 선

행되어야 한다. 특히 토양 특성을 고려한 조림 수종의 선

정과 관련한 부분은 산림생태계 내에서 양분 순환뿐만 아

니라 토양 특성을 고려한 조림으로 가치 있는 산림을 조

성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리기다소나무와 낙엽송 인공림 내

에서 수행된 토양 특성 분석과 관련된 기존 문헌자료와

국유림 내 이들 두 인공림에서 수행한 조림지 토양 특성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및 임령별 토양 특성을 파악하여

조림 사업에 필요한 입지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

여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기 보고된 문헌자료(8개소)와 전국 국유림 내

에서 2010년과 2011년에 직접 조사·분석한 자료(20개소)

를 바탕으로 리기다소나무 및 낙엽송 인공림 내 토양 특

성을 비교·분석하였다(Table 1). 조사지 내 리기다소나

무 및 낙엽송 인공림은 대부분 4~5영급으로 1960년대에

대규모로 조림되었다. 리기다소나무 인공림 내 토양 분석

조사지는 경기도(가평, 양평, 여주, 평택, 포천), 강원도(양

구, 원주, 인제, 홍천, 횡성), 전라북도(무주), 전라남도(해

남), 경상북도(봉화, 칠곡) 등 총 17개소이다[Figure 1(a)]. 낙

엽송 인공림 내 토양 분석 조사지는 경기도(광주, 양평, 포

천), 강원도(인제, 춘천), 전라남도(장성), 경상북도(김천,

영주), 경상남도(함양) 등 총 11개소이다[Figure 1(b)].

문헌 자료 내에서 두 인공림의 임령, 토양시료 채취 깊

이,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조사하였고, 토심이

10 cm 단위로 구분되어 있는 자료는 이들의 평균값을 이

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국유림 내 리기다소나무와 낙

엽송 인공림의 토양은 2010년 10월과 2011년 4월에 직경

Figure 1. Distribution of Pinus rigida (a) and Larix kaempferi (b) plantations and research sites(●). (Source: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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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m의 토양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토심 20 cm까지 토

양 시료를 채취한 후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

였다. 토성은 비중계법, 토양 pH는 토양과 증류수의 비율

을 1:5로 하여 교반 후 pH meter(model 550A, Orion,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전질소 농도는 Kjeldahl법,

유기물 농도는 Tyurin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효인

산 농도는 Lancaster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양이온

치환용량은 ammonium acetate법을 이용하여 추출한 후

ICP-OES(Vista-PRO, Varian, Australia)로 치환성양이온

농도를 측정하였다. 문헌 조사와 실제 토양 분석을 통해

Table 1. Stand characteristics of Pinus rigida and Larix kaempferi plantations.

Plantation 
species

Location
Stand
age

Investigation
year

Mean

Parent rock ReferenceHeight
(m)

DBH
(cm)

Pinus rigida

Pocheon 31 1997 16 14 Biotite gneiss Kim, 1999

Yangpyeong 37 1993 - 24 Migmatitic gneiss Kim et al., 1996

Yangpyeong 41 1996 10 24 Migmatitic gneiss Lee and Son, 2004

Bonghwa 28 2010 8 14 Biotite gneiss

This study

Inje 31 2010 11 16 Two mica granite

haenam 32 2011 14 14 Sericite schist

Hongcheon 32 2010 11 18 Granitic gneiss

Wonju 35 2010 10 16 Biotite schist

Chilgok 36 2010 10 16 Granitic gneiss

Hoengseong 36 2011 11 14 Biotite granite

Yangpyeong 39 2010 18 20 Aplite

Yeoju 39 2011 11 16 Granite porphyry

Pyeongtaek 40 2010 12 19 Granitic gneiss

Muju 43 2011 9 12 Biotite gneiss

Yanggu 45 2010 16 16 Two mica granite

Gapyeong 46 2010 16 17 Banded gneiss

Pocheon 50 2011 16 20 Biotite gneiss

Larix kaempferi

Yangpyeong 37 1993 - 24 Migmatitic gneiss Kim et al., 1996

Gwangju 29 1996 15 16 Granitic gneiss Lee and Kim, 1997

Pocheon 31 1997 19 17 Biotite gneiss Kim, 1999

Yangpyeong 41 1996 11 25 Migmatitic gneiss Lee and Son, 2004

Hamyang 42 2002 23 31 Biotite gneiss Kim and Cho 2004

Yeongju 31 2010 16 18 Biotite granite

This study

Jangseong 33 2011 18 18 Schist

Inje 34 2010 15 22 Biotite granite

Chuncheon 40 2010 18 28 Biotite gneiss

Inje 55 2010 16 20 Biotite gneiss

Gimcheon 72 2010 21 32 Two mica granite

Table 2. The mean of soil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Pinus rigida and Larix kaempferi plantations.

Plantation 
species

Location Texture pH
T.N.
(%)

Avail. P.
(mg kg−1)

O.M.
(%)

C.E.C.
(cmol

c 
kg−1)

Exch. cations (cmol
c 
kg−1)

Ca2+ Mg2+ K+ Na+

Pinus rigida

Gyeonggi-do Sandy loam 4.64 0.18 14.36 5.96 16.37 1.06 0.21 0.14 0.08

Gangwon-do Sandy loam 5.17 0.24 7.93 6.39 22.67 3.22 0.59 0.25 0.05

Jeollabuk-do Loam 5.26 0.15 5.53 3.28 18.45 4.00 1.60 0.26 0.07

Jeollanam-do Silty loam 4.56 0.45 12.60 11.72 33.83 0.97 0.28 0.26 0.09

Gyeongsangbuk-do Sandy loam 4.92 0.13 7.13 4.19 12.94 1.73 0.47 0.17 0.04

Larix kaempferi

Gyeonggi-do Loam 4.89 0.25 14.95 5.74 11.11 1.35 0.30 0.15 0.14

Gangwon-do Sandy loam 5.19 0.25 10.33 7.55 24.22 3.24 0.50 0.24 0.04

Jeollanam-do Loam 4.43 0.26 14.50 6.78 24.71 0.82 0.19 0.20 0.09

Gyeongsangbuk-do Sandy loam 4.56 0.33 17.41 9.76 27.51 1.28 0.44 0.18 0.03

Gyeongsangnam-do - - 0.40 8.09 6.35 19.13 0.73 0.37 0.39 -



리기다소나무와 낙엽송 인공림의 지역 및 임령에 따른 토양 특성 581

도출된 토양 분석 결과는 도 단위 조사 지역 및 5년 단위

의 임령별로 그룹을 나누어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두

인공림의 임령 및 토양 pH와 토양 화학적 특성과의 상관

관계는 통계프로그램 SAS(ver.9.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SAS Institute Inc., 2009).

결과 및 고찰

1. 토성

리기다소나무 인공림 내 토성을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

한 결과 경기도 조사지는 사질식양토, 미사질양토, 양토

및 사질양토, 강원도 조사지는 사질양토, 양토 및 미사질

양토, 전라북도 조사지는 양토, 전라남도 조사지는 미사질

양토, 경상북도 조사지는 사질양토 등으로 다양하게 조사

되었다(Table 2).

낙엽송 인공림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경기도 조사지

는 사질식양토, 미사질양토 및 양토, 강원도 조사지는 사

질양토 및 양토, 전라남도 조사지는 양토, 경상북도 조사

지는 사질양토 및 양질사토 등으로 나타났다(Table 2). 두

인공림 전체에서 토성은 양토 및 사질 양토가 가장 많았

으며, 이러한 결과는 Jeong et al.(2002)이 보고한 우리나

라 산림토양의 토성 대부분이 양토로 분류되었다는 결과

와 일부 유사하였다.

2. 토양 pH

리기다소나무 인공림 내 조사 지역별 토양 pH 평균값

은 경기도 조사지 4.64(4.09~4.97), 강원도 조사지 5.17

(4.93~5.34), 전라북도 조사지 5.26, 전라남도 조사지 4.56,

경상북도 조사지 4.92(4.71~5.13)로 나타났다(Table 2). 낙

엽송 인공림 내 조사 지역별 토양 pH 평균값은 경기도 조

사지 4.89(4.59~5.15), 강원도 조사지 5.19(5.01~5.30), 전

라남도 조사지 4.43, 경상북도 조사지 4.56(4.55~4.57)으로

나타났다(Table 2). 리기다소나무 인공림 내 토양 pH 평균

값은 4.86(4.09~5.34)이고, 낙엽송 인공림 내 토양 pH 평

균값은 4.87(4.43~5.30)로 두 인공림의 토양 pH 평균값은

비슷하지만, 리기다소나무 인공림에서 토양 pH 값의 변

이가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 평택 조사지의 토양

산도가 4.09의 강산성이었기 때문이며, 이는 인구와 산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평택 지역에 내리는 강한 산성우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Kim and Hwang, 1998). 두 인공림

모두 토양 산성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으므로 이들 두 인

공림에 새로운 조림 사업이 추진될 때 석회시비 등을 통

Figure 2. Soil chemical properties in 0-20 cm soil depth in Pinus rigida plantation according to plantation ages. r: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oil chemical properties and stand ages. Region; a: Bonghwa, b: Pocheon, c: Inje, d: Hongcheon, e: Haenam, f: Wonju, g:
Hoengseong, h: Yangpyeong, i: Yangpyeong, j: Yeoju, k: Chilgok, l: Pyeongtaek, m: Yangpyeong, n: Muju, o: Yanggu, p: Gapyeong,

q: Po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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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양 pH 교정이 지역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리기다소나무 인공림을 5년 단위의 임령별로 나

누어 토양 pH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26~30년생 조사지는

5.13, 31~35년생 조사지는 4.92(4.56~5.34), 36~40년생 조사

지는 4.72(4.09~5.30), 41~45년생 조사지는 5.17(4.97~5.28),

46~50년생 조사지는 4.54(4.52~4.56)로 나타났다(Figure

2A). 낙엽송 인공림의 경우 26~30년생 조사지는 4.58

(4.57~4.59), 31~35년생 조사지는 4.96(4.43~5.30), 36~40

년생 조사지는 4.96(4.90~5.01), 41~45년생 조사지는 4.92,

55년생 이상 조사지는 4.91(4.55~5.26)로 나타났다(Figure

3A). 리기다소나무와 낙엽송 인공림 모두 임령에 따른 토

양 pH 값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결

과는 임분의 발달 정도인 임령보다 토양 pH에 직접 영향

을 주는 토양 내 양이온 농도, 부식층의 발달 정도, 토양

의 질산화율 등과 같은 주요 요인들이 시·공간적으로 변

화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고(Jeong et al., 1998;

Lee and Park, 2001), 지역 간 토양 pH 값의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전질소

리기다소나무 인공림 조사 지역별 전질소 평균 농도(%)

는 경기도 조사지 0.18(0.10~0.31), 강원도 조사지 0.24

(0.10~0.31), 전라북도 조사지 0.15, 전라남도 조사지 0.45,

경상북도 조사지 0.13(0.12~0.14)으로 나타났다(Table 2).

낙엽송 인공림 조사 지역별 전질소 평균 농도(%)는 경기도

조사지 0.25(0.16~0.35), 강원도 조사지 0.25(0.21~0.31), 전

라남도 조사지 0.26, 경상북도 조사지 0.33(0.12~0.53), 경

상남도 조사지 0.40으로 나타났다(Table 2). 리기다소나무

인공림 조사지 중 전라남도 해남 조사 지역(0.45%)의 토

양 내 전질소 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았고, 낙엽송 인공

림에서는 경상북도 김천 조사 지역(0.53%)에서 토양 내

전질소 농도가 가장 높았다. 리기다소나무 인공림 내 전

질소 농도(%) 평균값은 0.21(0.10~0.45), 낙엽송 인공림 내

전질소 농도 평균값은 0.28(0.12~0.53)로 분석되었는데, 리

기다소나무 인공림 조사지 내 전질소 농도 평균은 Jeong

et al.(2002)이 제시한 우리나라 산림토양 A층의 평균 전

질소 값인 0.19%와 유사하였다.

리기다소나무 인공림 내 토양 전질소 농도(%)를 5년 단위

의 임령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26~30년생 조사지는 0.14,

31~35년생 조사지는 0.26(0.10~0.45), 36~40년생 조사지는

0.17(0.10~0.28), 41~45년생 조사지는 0.21(0.15~0.24), 46~50

년생 조사지는 0.24(0.17~0.31)로 나타났다[Figure 2(B)].

낙엽송 인공림에서는 26~30년생 조사지 0.17(0.12~0.22),

31~35년생 조사지 0.22(0.24~0.26), 36~40년생 조사지 0.30

Figure 3. Soil chemical properties in 0-20 cm soil depth in Larix kaempferi plantation according to plantation ages. r: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oil chemical properties and stand ages (*P < 0.05). Region; a: Gwangju, b: Yeongju, c: Pocheon, d:

Jangseong, e: Inje, f: Yangpyeong, g: Chuncheon, h: Yangpyeong, i: Hamyang, j: Inje, k: Gim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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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0.31), 41~45년생 조사지 0.38(0.35~0.40), 55년생 이상

조사지 0.37(0.21~0.53)로 나타났다[Figure 3(B)]. 리기다

소나무 인공림 조사지에서 전질소 농도는 토양 pH와 마

찬가지로 임령에 따른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낙엽송 인공림 조사지에서는 임령이 높아질수록 토양 내

전질소 농도가 증가하는 정의 상관관계(r=0.691)를 보였

다[Figure 3(B)]. 이러한 결과는 임령이 증가하고 임분이

안정화됨에 따라 토양이 가지고 있는 전질소 농도가 높아

진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Noh et al.,

2010). 이와 같이 두 인공림 내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토양 내 전질소 농도의 경우 매년 증감이 반복되어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으며(Lee and Son, 2004), 각 수

종마다 낙엽과 낙지의 화학적 구성요소 및 유입량과 세근

고사량(turnover)의 차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Garten et al., 1994; Hwang and Son, 2006; Son and

Lee, 1997).

4. 유효인산

리기다소나무 인공림 조사 지역별 유효인산 평균 농도

(mg·kg−1)는 경기도 조사지 14.36(8.67~29.00), 강원도 조

사지 7.93(2.95~10.51), 전라북도 조사지 5.53, 전라남도 조

사지 12.60, 경상북도 조사지 7.13(5.11~9.15)으로 나타났

다(Table 2). 낙엽송 인공림 조사 지역별 유효인산 평균 농

도(mg·kg−1)는 경기도 조사지 14.95(11.00~18.54), 강원

도 조사지 10.33(5.90~17.59), 전라남도 조사지 14.50, 경

상북도 조사지 17.41(2.72~32.09), 경상남도 조사지 8.09로

나타났다(Table 2). 리기다소나무 인공림 내 유효인산 농

도(mg·kg−1) 평균값은 11.00(2.95~29.00), 낙엽송 인공림

내 유효인산 농도 평균값은 13.32(2.72~32.09)로 나타났다.

토양 내 유효인산의 농도는 토양 pH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Hwang and Son, 2006), 토

양 pH가 낮을 경우 유효인산의 농도 역시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반대로 토양 pH와 유효인산

농도가 약한 부의 상관관계(리기다소나무 인공림:r=

-0.471, 낙엽송 인공림:r=-0.400)를 보였는데(Table 3) 이

러한 결과는 유효인산 농도가 동일 지역에서도 변이가 매

우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Jin et al., 1994; Lee, 1981).

리기다소나무 인공림 내 유효인산 평균 농도(mg·kg−1)

를 5년 단위의 임령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26~30년생

9.15, 31~35년생 12.84(2.95~12.60), 36~40년생 10.22

(5.11~15.34), 41~45년생 9.03(7.90~13.67), 46~50년생 12.57

(10.30~14.84)로 나타났다[Figure 2(C)]. 낙엽송 인공림에

서는 26~30년생 2.72, 31~35년생 11.00(7.51~14.50), 36~40

년생 18.07(17.59~18.54), 41~45년생 11.70(8.09~15.30),

55년생 이상 19.00(5.90~32.09)으로 나타났다[Figure

3(C)]. 리기다소나무 인공림 조사지 토양 내 유효인산 농

도는 임령의 증가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대

부분 5~15 mg·kg−1의 범위 내에 분포하였다. 반면 낙엽

송 인공림에서는 임령이 증가함에 따라 토양 내 유효인산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r= 0.370).

5. 유기물

리기다소나무 인공림 조사지 내 지역별 평균 유기물 농

도(%)는 경기도 조사지 5.96(2.59~8.96), 강원도 조사지

6.39(4.34~9.01), 전라북도 조사지 3.28, 전라남도 조사지

11.72, 경상북도 조사지 4.19(3.87~4.51)로 나타났다(Table

2). 낙엽송 인공림 조사지 내 지역별 유기물 평균 농도(%)

는 경기도 조사지 5.74(1.60~10.10), 강원도 조사지 7.55

(6.33~9.05), 전라남도 조사지 6.78, 경상북도 조사지 9.76

(3.64~15.87), 경상남도 조사지 6.35로 나타났다(Table 2). 리

기다소나무와 낙엽송 인공림 내 유기물 농도(%) 평균값은

각각 6.06(2.59~11.72)과 7.11(1.60~15.87)로 나타났다.

리기다소나무와 낙엽송 인공림 조사 대상지는 우리나

라 산림 토양의 A층 평균 유기물 농도 값이 4.49%임

(Jeong et al., 2002)을 고려할 때 유기물 농도가 상대적으

로 높음을 알 수 있고, 지역별 유기물 농도 값 또한 모두

변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 간 토양

유기물 농도 값의 큰 변이는 토양 내 유기물 분해 속도가

기상 조건(온도와 강수량)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

다(Burke et al., 1989; Heath and Smith, 2000; Vance,

2003).

리기다소나무림 내 유기물 평균 농도(%)를 5년 단위의

임령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26~30년생 3.87, 31~35년생

7.22(3.60~11.72), 36~40년생 5.23(2.59~6.93), 41~45년생

5.92(3.28~8.96), 46~50년생 6.94(6.07~7.80)로 나타났다

[Figure 2(D)]. 낙엽송림의 경우 26~30년생 2.62(1.60~3.64),

31~35년생 5.76(3.23~7.28), 36~40년생 8.54(8.03~9.05),

41~45년생 8.23(6.35~10.10), 55년생 이상 11.10(6.33~15.87)

으로 나타났다[Figure 3(D)]. 낙엽송 인공림에서는 임령이

증가함에 따라 토양 내 유기물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

(r = 0.664)을 보였는데, 이러한 상관관계는 기존의 연구 결

과와도 일치한다(Noh et al., 2010; Peichl and Arain,

2006; Smithwick et al., 2009; Vesterdal et al., 2008).

6. 양이온치환용량

리기다소나무 인공림 조사지 내 지역별 평균 양이온치

환용량(cmol
c
·kg−1)은 경기도 조사지 16.37(11.50~21.99),

강원도 조사지 22.67(13.40~29.89), 전라북도 조사지는

18.45, 전라남도 조사지 33.83, 경상북도 조사지 12.94

(12.16~13.72)로 나타났다(Table 2). 낙엽송 인공림 조사지

내 지역별 평균 양이온치환용량(cmol
c
·kg−1)은 경기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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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11.11(9.80~12.42), 강원도 조사지 24.22(20.83~27.71),

전라남도 조사지 24.71, 경상북도 조사지 27.51(15.86~

39.15)로 나타났다(Table 2). 리기다소나무와 낙엽송 인공

림 내 양이온치환용량(cmol
c
·kg−1) 평균값은 각각 19.13

(11.50~33.83), 21.83(9.80~39.15)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토양 내 양이온치환용량은 토양 pH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wang and Son, 2006; Jeong et

al., 2002). 그러나 리기다소나무 인공림에서는 조사지 내 분

석 값의 변이가 커서 일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낙엽송 인공림 조사지에서는 양이온치환용량과 토양 pH

사이에 약한 부의 상관관계(r=-0.357)가 나타났다(Table 3).

리기다소나무 인공림 내 평균 양이온치환용량

(cmol
c
·kg−1)을 5년 단위의 임령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26~30년생 13.72, 31~35년생 21.59(11.50~33.83), 36~40년생

16.94(12.16~26.88), 41~45년생 18.85(14.30~23.81), 46~50년

생 21.58(21.16~21.99)로 나타났다[Figure 2(E)]. 낙엽송인

공림의 경우 26~30년생 15.86, 31~35년생 18.45(9.80~24.71),

36~40년생 27.71, 41~45년생 12.42, 55년생 이상 31.64

(24.12~39.15)로 분석되었다[Figure 3(E)]. 리기다소나무 인

공림 조사지 내 양이온치환용량은 임령이 증가함에 따라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지만, 낙엽송 인공림 조사지는

임령 증가에 따라 양이온치환용량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r=0.548).

7. 치환성양이온

리기다소나무 인공림 조사지 내 지역별 평균 치환성 Ca2+

과 Mg2+(cmol
c
·kg−1) 분석 결과 각각 경기도 조사지

1.06(0.38~2.03), 0.21(0.10~0.43), 강원도 조사지 3.22

(1.75~5.94), 0.59(0.37~1.07), 전라북도 조사지 4.00,

1.60, 전라남도 조사지 0.97, 0.28, 경상북도 조사지 1.73

(0.52~2.94), 0.47(0.14~0.80)로 나타났다(Table 2). 낙엽

송 인공림 조사지 내 지역별 평균 치환성 Ca2+과 Mg2+

(cmol
c
·kg−1)은 각각 경기도 조사지 1.35(1.24~1.51),

0.30(0.19~0.40), 강원도 조사지 3.24(2.77~3.75), 0.50

(0.46~0.53), 전라남도 조사지 0.82, 0.19, 경상북도 조사지

1.28(1.01~ 1.54), 0.44(0.25~0.63), 경상남도 조사지 0.73,

0.37이다(Table 2). 리기다소나무 인공림 조사지에서는 경

기도와 전라남도 조사지의 치환성 Ca2+은 낮은 수준이었

고, 치환성 Mg2+은 전라북도 조사지에서 가장 높았다. 낙

엽송 인공림 조사지에서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내 조사

지의 치환성 Ca2+ 평균값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은 수준

이었다. 리기다소나무 인공림 조사지 내 치환성 Ca2+, Mg2+,

K+, Na+의 평균 값(cmol
c
·kg−1)은 각각 1.94(0.38~5.94),

0.44(0.10~1.60), 0.19(0.08~0.36), 0.06(0.01~0.12), 낙엽송 인

공림에서는 각각 1.79(0.73~3.75), 0.38(0.19~0.63),

0.21(0.10~0.39), 0.08 (0.03~0.25)로 분석되었다.

리기다소나무 인공림 내 평균 치환성 Ca2+과 Mg2+

(cmol
c
·kg−1)을 5년 단위의 임령별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

과 각각 26~30년생 2.94, 0.80, 31~35년생 1.48(0.83~2.05),

0.31(0.12~0.41), 36~40년생 1.46(0.38~4.54), 0.24(0.10~

0.73), 41~45년생 3.79(1.44~5.94), 1.03(0.43~1.60), 46~50

년생 1.26(1.04~1.48), 0.30(0.29~0.31)로 조사되었다(Figure

2F, G). 낙엽송 인공림에서 평균 치환성 Ca2+과 Mg2+

(cmol
c
·kg−1)은 각각 26~30년생 1.54, 0.63, 31~35년생

1.70(0.82~2.77), 0.34(0.19~0.50), 36~40년생 2.53(1.31~

3.75), 0.36(0.19~0.53), 41~45년생 0.98(0.73~1.24), 0.38

(0.37~0.40), 50년생 이상 2.10(1.01~3.19), 0.36(0.25~0.46)

으로 분석되었다[Figure 3(F), (G)]. 리기다소나무 인공림

조사지 내 36~45년생의 Ca2+ 농도와 41~45년생 치환성

Mg2+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임령에 따라 변이가 크게

나타났다. 낙엽송 인공림 조사지 토양 내 치환성 Ca2+과

Mg2+ 역시 임령 증가에 따라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

다. 한편, 두 인공림에서 임령에 따른 치환성 K+ 은 일정

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지만, 치환성 Na+ 은 임령이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는 약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리기다

소나무 r=-0.304, 낙엽송 r=-0.323)[Figure 2(H), (I), Figure

3(H), (I)].

치환성양이온과 토양 pH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리기다소나무 인공림에서는 강한 정의 상관관계(치환성

Ca2+:r=0.706, 치환성 Mg2+:r=0.788, 치환성 K+: r=0.746)

를 보였고, 낙엽송 인공림에서는 약한 정의 상관관계(치

환성 Ca2+:r=0.519, 치환성 Mg2+:r=0.750, 치환성 K+:

r=0.460)를 나타냈다(Table 3). 본 결과는 토양 내 치환성

양이온은 pH와 비례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토

양 산성화가 심하면 치환성 Ca2+이 낮게 나타난다는 기존

보고(Hwang and Son, 2006; Jeong et al., 2002)와 일치

Table 3. The correlation coefficient (r) between soil pH and soil chemical properties in Pinus rigida and Larix kaempferi
plantations.

T.N. Avail. P. O.M. C.E.C.
Exch. cations

Ca2+ Mg2+ K+ Na+

Soil pH of Pinus rigida -0.098 -0.471 -0.278 0.007 0.706** 0.788** 0.746** 0.237

Soil pH of Larix kaempferi -0.236 -0.400 -0.091 -0.357 0.519 0.750* 0.460 0.043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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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산림 토양에서 치환성 양

이온은 Ca2+>Mg2+>K+>Na+ 순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Jin et al., 1994), 본 연구 결과도 위와 같은 순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는 리기다소나무와 낙엽송 인공림 내에서 지역

및 임령별로 조사된 토양 특성 자료를 분석하여 향후 조림

사업에 필요한 입지 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

행하였다. 리기다소나무 인공림 내 대부분의 토양 특성은

임령에 따라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낙엽

송 인공림 내 전질소 및 유기물 농도는 임령에 따라, 그리

고 리기다소나무 인공림 내 치환성양이온(Ca2+, Mg2+, K+)

은 토양 pH와 유의하게 증가하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두 인공림에 대한 지역 및 임령별 토양 특성 분석 결과는

리기다소나무와 낙엽송 벌채 후 조림목의 생육특성 및 입

지환경 구명과 토양 양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조림수

종 선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입지 특

성이 고려된 식재 시험을 통하여 현지 적용 가능한 조림 기

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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