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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adequate soil manag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oil in

the planting grounds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hich was constructed on a massive land reclamation site. Study

areas were 5 sites at the international business complex, the passenger terminal, the airport support complex, the free trade

zone, and the access road. Soil profile analysis showed that 9 plots out of the 27 plots were hardpan and heterospere

within 80cm from the soil surface. The earth laid on the ground was categorized as gravel based soil(4 plots), dredged

soil from the sea bottom and mixed reclamation materials(2 plots), clay with poor permeability(3 plots) and waste construction

material(1 plot). Average soil hardness was 11.5kg/cm2 and soil textures were sandy soil, sandy loam and loamy sand.

Average soil pH was 6.7 and average organic matter content was 0.7%. Electrical conductivity was 0.0dS/m and exchangeable

cation concentrations were Ca2+ 3.4cmol/kg, Mg2+ 1.5cmol/kg, K+ 0.3cmol/kg and Na+ 1.0cmol/kg. Average cation exchange

capacity was 11.0cmol/kg. Although average figures in Solum mostly meet the landscape design criteria, properties of each

soil layer showed various values sometimes over the limit. Base saturations were Ca2+ 29.9%, Mg2+ 13.3% and K+ 3.7%

for lower soil, Ca2+ 33.3%, Mg2+ 17.0% and K+ 2.7% for mid-soil and Ca2+ 32.6%, Mg2+ 12.2% and K+ 1.9% for upper

soil. Exchangeable sodium percentages were 16.4% for lower soil, 7.5% for mid-soil and 4.7% upper soil. Sodium adsorption

rates were 0.8 for lower soil, 0.3 for mid-soil and 0.2 for upper soil. Factors affecting to the vegetation growth were

heterogeneity and poorness of solum, disturbance of dredged soils, high soil hardness including hardpan in the subsurface

soil layer and shallow effective soil depth, high soil acidity, imbalance of base contents, low organic matter content and

low available phosphate levels in the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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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규모 매립지에 조성된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수목 식재기반에 대한 구조적, 이화학적 특성을 파악함

으로써 합리적인 토양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부 연구 대상지는 국제업무단지, 여객터미널, 공항지원단지,

자유무역지역, 진입도로 등 5개소이었다. 인천국제공항 수목생육 기반에 대한 토양 구조분석결과 표토로부터 80cm 이내에

경반층 또는 이질층의 토양층위가 존재하는 조사구는 총 27개소 중 9개소이었으며, 성토재료로 자갈 매립(4개소), 준설토

와 혼합된 재료 매립(2개소), 점토가 다량 포함되어 투수가 불량한 성토 재료 사용(3개소), 폐골재를 매립한 경우(1개소)

등이었다. 토양의 물리적 특성으로 토양경도는 성토층 평균 11.5kg/cm2이었고, 토성은 모래함량이 많은 사토, 사양토,

양질사토 등이었다. 화학적 특성으로서 토양산도는 성토층 평균 pH 6.7이었으며, 유기물함량은 0.7%, 전기전도도(EC)는

0.0dS/m, 교환성양이온함량은 Ca2+ 3.4cmol/kg, Mg2+ 1.5coml/kg, K+ 0.3cmol/kg, Na+ 1.0cmol/kg, 교환성양이온치환용량(CEC)

은 11.0cmol/kg이었다. 성토층의 절대적 평균치는 대부분 조경설계기준을 만족하였으나 매립지토양특성상 층위별 조사구

별 편차를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성토층위별로 분석한 교환성양이온별 염기포화도(BSP)는 소성토지역 Ca2+ 29.9%,

Mg2+ 13.3%, K+ 3.7%, 중성토지역 Ca2+ 33.3%, Mg2+ 17.0%, K+ 2.7%, 대성토지역 Ca2+ 32.6%, Mg2+ 12.2%, K+ 1.9%이었다.

교환성나트륨백분율(ESP)은 소성토지역 16.4%, 중성토지역 7.5%, 대성토지역 4.7%이었고, 나트륨흡착비(SAR)는 소성토

지역 0.8, 중성토지역 0.3, 대성토지역 0.2이었다. 성토재료의 불균질과 불량, 준설토의 교란, 답압에 의한 높은 토양경도와

지중의 경반층형성, 낮은 유효토심 등의 물리적 요인과 높은 pH, 염기밸런스 불균형, 낮은 유기물, 유효인산 등은 식물생육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매립지, 수목생육, 토양산도, 경반층, 염기포화도

Ⅰ. 서론

국토면적 중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1980

년대 이후 부산 명지지구, 인천 남동공단, 율촌 산업공단, 인천

영종도 공항 등 주거지와 공장부지, 공항부지 조성 등을 목적

으로 집중적인 매립을 진행해 오고 있다. 임해매립지는 매립

특성 상 갯벌 또는 염전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기반층에 대량

존재하고 있는 염분(Koo et al., 1999)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매

립재에 따른 토양 매립 후 환경 변화를 동반(Jang and Kim,

1999)하며, 이러한 환경변화는 식재 수목에 불리한 환경을 조

성한다(Fitter and Hay, 1987; Lovely, 1976; Flowers et al.,

1977; Levitt, 1980). 인천국제공항은 영종도의 서남부지역에서

삼목도를 포함한 용유도 사이의 갯벌을 막아 매립한 지역으로

식재지반은 고극조위보다 낮게 매립하는 저매립공법을 채택하

여조성되었으며, 준설토와산토를병행하여매립하였다(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2000).

임해매립지 토양특성 및 수목생리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임해매립지내조경수목의하자요인에관한연구(Koo and

Ahn, 1993)를 비롯하여 다수의 선행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분

야별주요연구는임해매립지토양특성연구(Koo and Ahn, 1993;

Nam et al., 2008a; Koo et al. 1999; Nam et al., 2008b), 조경

수 생장 및 피해 특성 연구(Choe et al., 2002; Kim et al., 2001;

Kim et al., 2002), 테스트 베드 설치를 통한 실험연구(Ryu et

al., 2001; Byun 2004) 등이 있다.

Koo and Ahn(1993)은 조경수목의낙동강하구둑일대, 안산

시, 시화지구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립지토양은 염분농

도가 높고 유기질함량, 전질소량, 양이온치환용량 등이 부족하

여 수목 생육에는 불리하다고 하였으며, 하자율이 높은 수종

등을 제시하였다. 임해매립지 토양 특성 연구에서 Nam et al.

(2008a)은 광양제철소 매립지의 토양의 깊이별 이화학적 특성

연구에서 토양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pH, 전기전도도, 염분함

량, 유효인산 등이 불규칙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표고

및 지하수위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라고 하였다. 그 외 임해매

립지는 조풍, 풍해 등 입지적으로 수목생육에 불리하며(Oh and

Choi, 1999), 원기반인 매립재의 종류 및 매립과정에서의 중장

비에 의한 토양 경도증가, 경반층 형성, 매립시의 유효토심 부

족, 배수불량(Jang, 2002) 매립 후 조풍과 염류의 상승으로 인

한 표층의 염류집적(Chung et al., 2006), 기후에 다른 염분의

수직적 상승과 하강의 반복에 따른 토양 특성으로 인해 수목에

직접적 피해발생(Fitter et al., 1987) 등에 대한 토양특성이 규

명되었다.

조경수 생장 및 피해 특성연구로써 Choe et al.(2002)은

중․남부권역 8개 임해매립지를 대상에 식재된 수목의 수목피

해도 및 생장량을 조사하여 토양의 염분함량, 토양경도, 토양산

도, 배수시설 설치 여부, 해안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등을 식재

환경요인과 상관성을 분석하였고 동일 수종의 경우, 해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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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이격거리가 크고 배수시설이 설치된 경우 피해도가 낮

다고 하였다. Byun(2004)은 해송, 화백,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수목기반 복토높이에서 식재

수목의 정상적 생육을 위해서는최소복토 높이가 1.5m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복토높이가 증가할수록 고사율이 낮고

생장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임해매립지의 토양이화학적 특성은 다수의 연구

에서 규명되고 일반화되었으나 매립방법, 매립재의 특성, 식재

기반구조 및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및 토양 이온간의 상호 관

계 등복합적 영향을받고 있는 매립지 특성상 수목 식재 기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메카니즘적 해석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규모 인공매립지인 인천국제

공항 조경수식재지를 대상으로 식재기반의 조성방법 및 토양

이화학적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양 이온간의 상호관계성을

포함한 메카니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임해매립지의 식재지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지 개황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하여 2014년 기준 연간약 4,550

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대규모 국제공항으로서 임해매립지 사

Division Location Site(Plot) Type of planted area Major planted tree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Outside of lawn plaza SITE 2(3) Flat land(1), Mound(2)
Pinus thunbergii, Pinus rigida, Acer palmatum, Pinus
yedoensis, etc.

Planted area of Pinus thunbergii
in lawn plaza

SITE 3(3) Flat land(1), Mound(2) Pinus thunbergii, Pinus rigida

Planted area in lawn plaza SITE 4(4) Flat land(3), Mound(1)
Pinus thunbergii, Pinus rigida, Prunus armeniaca var.

ansu, Acer palmatum, Pinus yedoensis

Outside landscape+buffer green SITE 9(2) Flat land(1), Mound(1) Pinus thunbergii, Pinus rigida

Passenger

terminal
Outside landscape+buffer green SITE 1(3) Flat land(2), Mound(1)

Pinus thunbergii, Pinus densiflora, Prunus armeniaca var.

ansu

Airport support

complex
Buffer green(artificial base) SITE 7(3) Flat land(3)

Pinus thunbergii, Pinus rigida,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Betula platyphylla var. japonica, Liriodendron
tulipifera, Zelkova serrata, Quercus mongolica, Quercus
acutissima

Free trade area

No. 1 park SITE 8(2) Flat land(1), Mound(1)
Pinus thunbergii, Pinus yedoensis, Albizia julibrissin,
Rhododendron sp.

No. 2 park SITE 10(3) Flat land(2), Mound(1)
Chionanthus retusus, Quercus variabilis, Quercus
acutissima

Access road

Outside landscape+buffer green,

planted area of Pinus thunbergii
SITE 5(3) Flat land(1), Mound(2) Pinus thunbergii

Outside landscape+buffer green,

planted area of Pinus thunbergii
SITE 6(3) Flat land(1), Mound(2) Pinus thunbergii, Carpinus turczaninowii

Table 1. Overview of study site

업으로 조성되었다.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에 위치하고 있으

며,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를 막아 준설토사와 산토로 매립한

임해매립지로써 대상지 면적은 골프장을 제외 한 55.35km2이

었다. 조경수목 식재지반은 고극조위보다 낮게 매립하는 저매

립공법을 채택하여 조성되었으며, 인천국제공항의 남측에 위치

한 국제업무단지, 여객터미널, 진입도로와 동측에 위치한 공항

지원단지, 자유무역지역 등 총 5개의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기

상청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후자료(2001~2009년)를 살펴

보면, 평균기온은 인천공항의 경우 12.3℃로서 인천시 내륙지

역의 평균기온 12.6℃ 비해 다소 낮았으며, 강수량도 1,147mm

로 인천광역시 내륙지역(1,254mm)에 비해 다소 낮았다. 상대

Figure 1.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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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는 71%로 내륙지역(67%)에비해높았고, 풍속역시 7.3m/s

로 내륙지역(2.6m/s)에 비해 높았다.

토양 시료는 국제업무단지 내잔디광장 외곽부(조사지역 2),

곰솔식재지(조사지역 3), 조경수목식재지(조사지역 4), 외곽부

경관 및 완충녹지(조사지역 9) 등 4개소, 여객터미널 외곽 경

관 및 완충녹지(조사지역 1) 1개소, 공항지원단지 완충녹지대

(조사지역 7) 1개소, 자유무역지역 제 1공원(조사지역 8), 제 2

공원(조사지역 10) 등 2개소, 진입도로 외곽 경관 및 완충녹지

(조사지역 5, 조사지역 6) 등 2개소 총 10 조사지역에서 채취하

였으며 정밀조사구수는 총 29개이었다(Figure 1, Table 1 참

조). 주요식재종은 마운딩지역에 식재된 곰솔, 리기다소나무

등 침엽수와 평지지역에 식재 된 왕벚나무, 살구나무 등 낙엽

활엽수이었다.

2. 조사분석 방법

연구대상지는 예비답사를 통해 수목식재지 중 고사목과 수

세약화 등 생육불량지역과 직원 인터뷰를 통한 배수불량지역

을 선정하여 조사구로 설정하였으며, 조사구별 토양단면구조와

토양화학성 분석을 위해 조사지역별 1～6개의 조사구를 설정

하였다. 마운딩지역과 평지지역을 구분하여 여객터미널 1개 조

사지역(조사구 3개소), 국제업무단지 3개 조사지역(조사구 10

개소), 진입도로 조사구 2개 조사지역(조사구 6개소), 공항지

원단지 1개 조사지역(조사구 3개소), 자유무역지역 2개 조사지

역(조사구 5개소), 여객터미널 1개 조사지역(조사구 2개소) 등

10개 조사지역(조사구 29개)을 선정하였다. 토양단면을 조사하

기 위해 조사용 구덩이(1.5m×1.5m)를굴착하였고 원지반인 해

사(준설토사)가 출토되는 깊이를 기준으로 토양단면을 조사하

였다. 토양단면은 다양한 재질의 토양이 유입되는 매립지 토양

특성상 상토와 준설토만을 구분하였고, 상토는 단순 층위형성

에 따라 A층, B층, C층으로 구분하였다. 토양시료는 토양의 입

도 및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구별 형성된 단층에

따라 채취하였고, 3군데를 기준으로최대 5개의 단층에서 토양

을 채집하여 골고루혼합되도록하였다. 토양구조단면은각층

의 높이는 1회 측정값으로 Autocad Map 2004를 활용해 디지

타이징하였다. 토양의 이화학적 분석을 위해 토심, 토성, 토양

경도 등 물리성과 pH, 전기전도도(EC, Electric Conductivity),

유기물함량(OM, Organic Matter), 양이온교환용량(CEC, Cation

Exchange Capacity), 유효인산(Avail.-P, Available Phosphate),

교환성 양이온함량 등 화학성을 분석하였으며, 기반토로써 준

설토지역을 제외한 성토부를 대상으로 하여 층위의 평균으로

분석하였다. 입경분석은micro-pipette법(Miller andMiller, 1987)

을 이용하였으며, 풍건토양 2g을 50mL centrifuge tube에넣고

분산제 40mL를 가한 후 end-over-end shaker에넣고 50rpm으

로 12시간진탕한 후현탁액이 고루섞이도록흔들어 Stokes의

법칙에 의거하여 2μm 이하의 입자가침강하는데걸리는 시간

(20℃, 1시간 56분 3초) 후 micro pipette으로 2.5cm 깊이에서

5초간에걸쳐서서히 2.5mL의 현탁액을 취하여(clay 분리) 미

리 무게를 달아놓은 weighing pan에 이 현탁액을 옮겨 105℃

건조기에 건조 후 칭량(0.1mg까지)하였다. No. 270(53μm)에

현탁액 2.5mL를취하고 남은 시료를 거르고증류수로맑은 물

이 나올 때까지 세척한 후 미리 무게를 달아 놓은 weighting

pan에옮겨 105℃건조기에건조한 후칭량(sand)하였으며, silt

는 실험에 사용한 토양무게에서 sand와 clay의 무게를뺀값으

로 나타내었다.

토양경도는 산중식(山中式) 토양경도계를 사용하여 토양층

위별 10반복을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토양산도는 유리전극법

(1:1)으로실시하였으며1시간교반후pHmeter(TOAHM30V)

로 3반복 측정하였다. 전기전도도(EC)는 EC meter 측정법으

로 측정하였다. 풍건토양 10g을 100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50mL의 증류수를 가하여 30분간 진탕한 후 여과지로 여과한

여액을 전기전도도 측정기(TOA CM-60S)로 측정하였다. 유

기물함량(OM)은 Walkly-Black법(Walkly and Black, 1934)

에 따라 정량하였으며, 양이온교환용량(CEC)은 1N-초산암모

늄법에 의해 정량하였다. 유효인산은 Bray No. 1법(Bray and

Kurtz, 1945)에따라정량화하였고치환성양이온중Ca2+, Mg2+

는 EDTA법, K+는 원자흡광분광 분석기(SP-9, UNCAM Co.,

U.K.)로 정량화하였다.

토양의 이화화학성 평가는Ministry of Construction Transpor-

tation(2007)의 조경설계기준과의 항목비교와더불어 염기포화도

(BSP, Basic Saturation Percentage)를 산출하여 이상적 염기

포화도비율Ca2+, Mg2+, K+(Korea Airport Construction Authority,

1998)과 대조 분석하여 양료로써의 불균형 여부를 평가하였으

며Na+ 함량확인을위해나트륨흡착비(SAR, SodiumAdsorption

Rate)와교환성나트륨백분율(ESP, Exchangeable Sodium Per-

centage)을 간접 분석하였다. 성토층의 깊이는 대성토(100～

150cm), 중성토(50～100cm), 소성토(0～50cm)지역으로 구분

하여 성토 토심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식재지반 구조 특성

식재지반의 구조 특성은 공간 유형별 평지, 마운딩 등 식재

기반구조가 대표적인 조사구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Figure 2

참조). 국제업무단지는 조사지역 2, 조사지역 3, 조사지역 4, 조

사지역 9를 선정하였으며 조사지역 2는 평지(조사구 2-3)와마

운딩(조사구 2-1, 조사구 2-2)지역 총 3개의 세부 대상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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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운딩형 조사구 2-1을굴착한 결과확인된 토양단면 중 성

토높이는 28cm이었고 그 하부는 준설토이었다. 토양의 색은

어둡고 굴취토양을 손으로 잡았을 때 축축함이 느껴지는 배수

가 불량한 지역이었다. 마운딩형 조사구 2-2는 142cm로써 상

토(A)의 깊이 43cm, 그 하부(B)에는 자갈이 혼합된 산흙이

41cm, 다짐이 된 상태의 산흙이 58cm이었다. 토양은 밝은 황

적색이었고, 약간의 습기가 느껴지는 토양이었다. 평지형 조사

구 2-3의 성토높이는 41cm이었고 상토(A)의 성토재료는마사

토가 다량 혼합된 산흙으로 그 깊이는 21cm이었다. 그 하부에

는 경도가 높은 산흙(사양토)이 20cm의두께로 층위를 구성하

고 있었으며, 그 하부에는 준설토이었다. 조사구 2-3의 토양도

비교적 밝은 황적색이었고, 굴취토양을 손으로 움켜잡았을 때

약간의 습기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이었다.

조사지역 3은 조사지역 2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평지(조사구

3-1)와 마운딩(조사구 3-2, 조사구 3-3)지역을 조사하였다. 평

지형 조사구 3-1의 굴착결과 확인된 성토높이는 48cm이었다.

상토(A)의 성토재료는 마사토가 혼합된 산흙이었고, 어두운

색을 띠고 있었다. 마운딩형 조사구 3-2의 성토높이는 73cm이

었고, 상층부의 성토재료는 마사토가 혼합된 산흙이었다. 마운

딩형 조사구 3-3의 성토높이는 99cm이었으며, 표토에 해당하

는 상층부의 성토재료는 마사토가 혼합된 산흙이었다.

조사지역 4는 조사지역 3과 동일한 선상에서 남동쪽에 위치

하며, 인천공항 진입도로와 인접하여 위치하였다. 평지(조사구

4-1, 조사구 4-2, 조사구 4-4)와 마운딩(조사구 4-3)지역에서

조사되었으며 평지형 조사구 4-1의 굴착결과 확인된 성토높이

는 47cm이었다. 상토(A)의 성토재료는 자갈이 다량 혼합된 산

흙이었고, 산흙의두께는 47cm이었다. 평지형 조사구 4-2는 성

토높이가 50cm이었고 성토재료는 자갈이 다량 혼합된 산흙이

었다. 마운딩형 조사구 4-3의 성토높이는 90cm이었고 상토(A)

의 성토재료는 황토와 자갈이 혼합된 산흙이었다. 그 두께는

40cm이었으며 다짐이 심한 상태이었다. 상토의 하부에는 자갈

함량이더많이 혼합된 산흙(사양토)이 50cm두께로 존재하였

다. 평지형 조사구 4-4의 성토높이는 45cm이었고 상토(A)의

성토재료는 황토가 약간 혼합된 산흙이 사용되었다.

여객터미널은 조사지역 9를 선정하였으며, 인천공항의 북동

쪽 활주로의 끝부분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북동쪽은 자동차용

전용도로 및 공항주차장, 남서쪽으로는 공항활주로 등과 인접

하였다. 평지조사구 9-1은 활주로 주변의 외곽 완충녹지에 위

치하였으며, 조사구 9-2는 조사구 9-1의 서북방향에 위치하여

마운드 상부에근접하는곳이다. 마운드 내부측은 주변의녹지

마운드에 의해 위요되어 있기때문에 물빠짐이 원활하지않은

것으로판단되었다. 토양 단면조사와 이화학적 분석을 위한 시

료채취는 평지지역(9-1), 마운드지역(9-2)에서 각각 실시하였

으며, 조사구 9-1의 굴착결과 확인된 성토높이는 17cm이었다.

상토(A)의 성토재료는 산흙이었고, 조사구 9-2의 성토높이는

89cm이었다. 상토(A)의 성토재료는 마사토가 혼합된 산흙으

로 39cm가 성토되어 있었으며, 그하부로 18cm의 다른 성토층

이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11cm 정도의 준설토층이 형성되

어 있었으며, 21cm의 산림토양은 준설토층 하부에 형성되었는

데 성토 시 준설토와 섞이면서 교란된 층이 형성된 것으로 판

단되었다.

여객터미널지역내 위치한 조사지역 1은 평지(조사구 1-1, 조

사구 1-3), 마운딩(조사구 1-2)지역 등 총 3개소에 설정하였으

며, 평지형 조사구 1-1의 성토높이는 75cm이었다. 상토(A)의

성토재료는 산흙으로 그 깊이는 55cm이었으며, 그 하부(B)에

는 점토가 혼합된 산흙이 답압된 상태로 20cm 두께의 경반층

을 형성하고 있었다. 마운딩형 조사구 1-2의 성토높이는 161cm

이었으며, 상토(A)의 성토재료는 산흙이 사용되었고, 그 두께

는 110cm이었다. 그 하부(B)에는 발파암과 점토가 혼합된 답

압상태의 산흙이 51cm 형성되어 있었다. 평지형 조사구 1-3의

성토높이는 76cm이었으며, 상토(A)의 깊이는 54cm이었고 그

하부에는 다짐이 매우 심한 상태의 2개의 경반층(B, C)이 존재

하였다. 조사구의 위치에서 북쪽방향은 도로의 우수측구와 인

접해 있으나 남쪽방향은 지대가 낮고, 배수가 불량한 평지와

마주하고 있으므로 이곳에서 집적된 염류가 조사구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항지원단지내 위치한 조사지역 7은 모두평지(조사구 7-1,

조사구 7-2, 조사구 7-3)에 세부 조사구를 설정하였다. 조사구

7-1은 토목정비고앞도로변의완충녹지에 위치하였으며, 지표

로부터 110cm까지의 토양단면을확인결과 다양한 층이 형성되

었다. 표토는 9cm로 얇게 형성되었고, 그 하부는 경도가 매우

높은산흙이 34cm이었다. 그다음은점질성이있는산흙이 53cm

두께로 다짐이 심한 상태이었고, 경도가 낮은 발파암 등 쇄석

이 혼합된 산흙이 기반을 구성하였다. 조사구 7-2의 성토 깊이

는 97cm이었으며 상토(A)는 28cm이었다. 그하부는마사토가

혼합되어 답압된 산흙이 28cm, 그 다음으로 소자갈이 혼합되

어 답압된 산흙(21cm)과왕자갈 및발파암이 혼합되어 심하게

답압된 산흙등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조사구 7-3의 성토층깊

이는 85cm이었으며, 상토(A)의 성토재료는 소자갈이 혼합된

산흙(65cm)이었고, 그 하부는 경도가 높고왕자갈과 발파암이

혼합된 산흙이었다.

인천공항 동측에 위치한 자유무역지역 내 위치한 조사지역

8과 조사지역 10은 물류단지 내에 조성된 공원녹지지역에 설정

하였다. 조사지역 8은 평지(조사구 8-1) 1개소와 마운딩(조사

구 8-2) 1개소 등을 조사하였으며, 평지형 조사구 8-1의 성토

층은 100cm까지의 토양단면을 확인하였다. 상토(A)의 성토재

료는 돌과 자갈이 다량 혼합된 산흙이었고, 그 두께는 56cm이

었다. 상토의 하부(B)는 점토가 혼합된 산흙이었으며, 흑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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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 토양에습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통기

및 배수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B층의 하부에는 기반조

성이나 조경수목 식재과정에서 사용한 듯 백색의 석회가 혼합

된 흙이 출토되었다. 마운딩형 조사구 8-2의 굴착결과 지표로

부터 110cm까지의 토양단면을 확인하였다. 상토(A)의 성토재

료는 돌과 자갈이 다량 혼합된 산흙이 사용되었고, 그 두께는

50cm이었다. 상토의 하부에는 토색이 어둡고 점토가 혼합된

산흙으로 되어 있었다. 토심은 1m 이상깊었으나큰바위와돌

Area Site
Type of planted area

Area Site
Type of planted area

Flat land Mound Flat land Mound

1

Site

2
3
Site

7

Plot 2-3 Plot 2-2 Plot 7-2 Plot 7-3(평지)

Site

3

4

Site

8

Plot 3-1 Plot 3-2 Plot 8-1 Plot 8-2

Site

4

Site

10

Plot 4-2 Plot 4-3 Plot 10-1 Plot 10-2

Site

9

5

Site

5

Plot 9-1 Plot 9-2 Plot 5-3 Plot 5-2

2
Site

1

Site

6

Plot 1-3 Plot 1-2 Plot 6-3 Plot 6-2

Figure 2. Soil profile status of survey sites and plots on plantation area i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1: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2: Passenger terminal, 3: Airport support complex, 4: Free trade area, 5: Access road

과 자갈이 혼합된 불량한 토질이었다. 조사지역 10은 평지(조

사구 10-1, 조사구 10-3)와 마운딩(조사구 10-2) 지역에 설정

하였으며 평지형 조사구 10-1의 성토높이는 34cm이었다. 상토

(A)의 성토재료는 마사토가 혼합된 산흙이었고 그 하부에는

폐골재가 매립되어 있었다. 마운딩형 조사구 10-2는 지표로부

터 100cm까지의 토양단면을 확인하였다. 상토(A)의 성토재료

는 돌과 자갈이 혼합된 산흙이었고 그 두께는 38cm이었다. 상

토의 하부에는 토양구조가 치밀하고 답압된 점토가 30cm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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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존재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답압의 영향을 적게 받은 왕자

갈이 혼합된 산흙으로 구성되었다. 평지형 조사구 10-3은 지표

로부터 100cm까지의 토양단면을 확인하였다. 상토(A)의 성토

재료는 마사토가 혼합된 산흙이었고, 그 두께는 45cm이었다.

상토의 하부에는 점토가 다량 혼합된 산흙으로 되어 있었다.

근권부에 존재하는 점토층은 토색이 어둡고, 수분이 많으며, 찰

진 촉감을 가지고 있어 차수재를 포설한 것과 같은 배수불량

층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로 진입하는 도로의 우측에 조성

된 도로변 완충녹지에는 조사지역 5와 조사지역 6을 설정하였

다. 조사지역 5는 평지(조사구 5-3)와마운딩(조사구 5-1, 조사

구 5-2)에 세부 대상지 3곳을 설정하였는데마운딩조사구 5-1

의 성토높이는 15cm이었으며, 마사토가 혼합된 산흙이었다. 상

토 하부에는 식물의 뿌리가 산포되어 있는 뻘흙이 48cm 두께

로 존재하였고 마운딩형 조사구 5-2의 성토높이는 128cm이었

다. 상토(A)의 성토재료는 자갈이 다수 혼합된 산흙이었고, 상

토의 하부에는 모래가 혼합된뻘흙으로 구성되었다. 평지형 조

사구 5-3의 성토높이는 20cm이었으며, 상토(A)의 성토재료는

마사토가 혼합된 산흙이었다. 조사지역 6은 평지(조사구 6-3)

와 마운딩(조사구 6-1, 조사구 6-2)지역에 설정하였으며, 마운

딩형 조사구 6-1은 성토재료로 산흙이 사용되지 않았다. 지반

이 모두 뻘흙으로만 되어 있고, 매우 단단하였다. 표토의 상부

70cm는 밝은 색의 뻘흙, 그 하부에는 암회색의 뻘흙으로 구성

되어 있다. 마운딩형 조사구 6-2의 성토높이는 152cm이었다.

상토(A)의 성토재료는 돌과 자갈이 다량 혼합된 산흙이었고,

그 두께는 132cm이었다. 조사구의 토양은 발파암이나 굵은 자

갈이 다량 혼합되어 있었다. 평지형 조사구 6-3은 지반이뻘흙

으로만 되어 있었고, 암회색으로 입자가 매우 미세하며칠면초,

퉁퉁마디 등 염생식물이 번성하였다.

2.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1) 물리적 특성

토양경도는 연구대상지에서 토양경도를 측정한 결과(Table

2 참조), 전체 27개의조사구(해사제외)에서 11개조사구(38%)

가 조경설계기준(Ministry of Construction Transportation, 2007)

의 ‘중급’ 토양경도 기준인 21～24mm(7.3~11.8kg/cm2)를 초

과하였다. 낮은 토심(0～50cm)에서 높은 토양경도를 보이는

조사구는 1-1, 1-3, 2-3, 4-3, 5-2, 6-2, 7-1, 7-2, 7-3, 8-1, 10-3

이었고, 표토로부터 50cm 이하의 지중(地中)에 토양층위가 존

재하면서 토양경도가 높은 조사구는 1-3, 2-3, 7-1, 7-2, 9-2,

10-2이었다. 기반토양인 준설토 및 뻘흙의 평균 토양경도는

7.80kg/cm2이었고, 준설토부분에서 토양경도가 높은 조사구는

1-1, 1-3, 5-3, 6-2이었다. 성토층(해사 제외)의 토양경도는 평

Area Plot Soil horizon
Soil hardness

(kg/cm2)
Soil texture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2-1 Mountain soil 8.6 Sandy loam

2-2

Mountain soil A 14.1

Sandy loamMountain soil B 6.1

Mountain soil C 8.8

2-3
Mountain soil A 39.8

Sandy loam
Mountain soil B 22.7

3-1 Mountain soil 5.5 Loamy sand

3-2 Mountain soil 4.5 Loamy sand

3-3 Mountain soil 3.8 Sandy loam

4-1 Mountain soil 6.3 Sandy loam

4-2 Mountain soil 4.2 Sandy loam

4-3
Mountain soil A 14.1 Loam

Mountain soil B 10.1 Sandy loam

4-4 Mountain soil 5.3 Sandy loam

9-1 Mountain soil 5.8 Sandy loam

9-2

Mountain soil A 3.0 Loamy sand

Mountain soil B 19.5 Sandy loam

Hardpan 3.5 Sand

Mountain soil C 20.9 Loamy sand

Passenger

terminal

1-1
Mountain soil A 12.1 Loamy sand

Mountain soil B 5.8 Sandy loam

1-2
Mountain soil A 3.8 Sandy loam

Clay 6.5 Loamy sand

1-3

Mountain soil A 15.4 Sandy loam

Mountain soil B 25.0 Loamy sand

Mountain soil C 29.0 Sandy loam

Airport support

complex

7-1

Mountain soil A 6.6 Sandy loam

Mountain soil B 38.5 Loam

Mountain soil C 24.3 Loamy sand

Mountain soil D 6.6 Sandy loam

7-2

Mountain soil A 12.8

Sandy loam
Mountain soil B 26.6

Gravel A 12.2

Gravel B 24.1

7-3
Gravel A 37.4

Sandy loam
Gravel B 15.6

Free trade area

8-1
Mountain soil 12.0

Sandy loam
Clay 21.8

8-2
Mountain soil 9.7

Sandy loam
Clay 2.8

10-1
Mountain soil 3.4 Loam

Aggregate concrete 7.5 Loamy sand

10-2

Mountain soil 4.3 Sandy loam

Clay A 34.5 Loam

Clay B 17.0 Sandy loam

10-3
Mountain soil 11.9 Sandy clay loam

Clay 5.3 Loamy sand

Access road

5-1 Mountain soil 7.5
Sandy loam

5-2 Mountain soil 14.8

5-3 Mountain soil 6.5 Loam

6-2 Mountain soil 13.9 Sandy loam

※ Plot 6-1, 6-3 are excepted(dredged soil)

Table 2. Hardness and soil texture according to the soil layer of survey

plots on plantation area i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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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11.5kg/cm2이었고, 동일한 조사구라도 토양층위의 유무와

답압정도, 성토재료에 따라달라졌다. 전체조사구 중에서 성토

가 이루어지지않은 무성토(無盛土) 조사구는 2개소이었고, 평

균 토양경도는 8.5kg/cm2이었다. 50cm 미만의 소성토 조사구

는 9개소이었고, 평균 토양경도(해사 제외)는 5.84kg/cm2이었

다. 50~99cm범위의 중성토 조사구는 9개소이었고, 평균 토양

경도(해사 제외)는 13.3kg/cm2이었다. 100cm 이상의대성토 조

사구는 9개소이었고, 평균 토양경도(해사 제외)는 12.5kg/cm2

이었다. 성토높이에 따른 평균 토양경도의 변화는 중성토지역

이 가장 높았고, 대성토, 소성토 조사구순으로 낮았다. 중성토

지역의 토양경도가 가장 높은 것은 마운드의 토압이 중성토지

역으로 집중되었거나 중성토지역을 작업거점으로 이용하여 대

성토지역의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

성토지역의 토양경도가 낮은 것은 저지대 운반로나 보행로 등

제한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 표토

층은 토양경도가 높거나 경반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Kim(2000)

은 조경수목 생장에 영향을 가장크게 미치는 토양요인은 토양

경도라 하였으며, 주원인은 식재지반 조성 등에 의한 장비의

전압(轉壓)이라고 한바있다. 토성은 해사를 제외한 성토부를

분석하였는데 대부분 모래함량이 많은 사토, 사양토, 양질사토

이었다. 일부 공항지원단지, 자유무역지역, 진입도로의 표토에

서 식물생육에 적합한 양토가 분석되었으나 비율은 미미하였

다. Kim et al.(2001), Kim et al.(2002)은광양만 임해매립지내

곰솔식재지의 수목생육특성 중 연륜생장은 토양경도, 유효토심

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뿌리 발달 저해와 관련이 깊다고 하였

다. 이와 더불어 조경식물 생육상 불리한 토양성질 중 토양의

이질성을 제시한바 있다. Choe et al.(2002)도 중부 및 남부권

역 8개 임해매립지를 대상으로한 식재환경에 따른 조경수목 피

해현황 분석에서 수목피해도에 대한 토양경도의 영향이 큰 것

으로 분석하였고, 갯벌토양에서 뿌리부분까지 최소 1.7m의 성

토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2) 화학적 특성

인천국제공항의 지역에 따른 토양이화학적 특성은 Table 3

에서 제시하였다. 토양산도는 전체 27개 조사구(해사 제외)에

서 8개 조사구(28%)는 본 연구대상지의 조경수목 식재지의 토

양평가기준에 적용되는 조경설계기준 토양평가등급(Ministry

of Construction Transportation, 2007)의 ‘중급’ 토양산도 기준

인 pH 5.5～6.0, pH 6.5～7.0 범위를 초과하는알칼리성 토양이

었고, 1개소는 기준범위 미만의 산성토양으로 도출되었다. 소

성토지역(0～50cm)에서 중급 토양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국

제업무단지내조사구 2-1(pH 7.1)과진입도로변조사구 5-3(pH

8.7) 등 2개소이었으며 중성토지역(51～100cm)에서는 국제업

무단지내 조사구 4-3(pH 7.5)과 조사구 9-2(pH 7.8), 여객터미

널내 조사구 1-1(pH 8.6) 등에서 조경설계기준을 초과하였다.

대성토지역(101～150cn)에서는 국제업무단지내 조사구 2-2(pH

7.5)와자유무역지역의 조사구 10-2(pH 7.1)와 조사구 10-3(pH

7.4)에서 기준을 초과하였다. 성토층(해사 제외)의 토양산도는

평균 pH 6.7로 매우 높았으며, 기반토양인 준설토의 평균 pH는

8.4로 성토층보다 토양산도가 높았다. 준설토의 pH가 높은 것

은 준설토 내에 상당량의 잔류염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Chung et al.(2006)은 해안지대나 건조 및 반건조지

대의 내륙지방에서는 염류의 집적에 의하여 염기포화도와 토

양용액중 염기의농도가 높아지고그로 인하여 토양반응이 중

성 내지 알칼리성으로 된다고 하였는데 객토시의 산림토양의

pH값이 장기간의 염류집적으로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성토층의 평균 pH값은 Koo et al.(1999)의 연구 결과인 임해매

립지 토양의 평균값(pH 5.7~7.8)과는 유사하였고, Byun(2004)

의 연구에서의 복토구 1.0m의 평균값 pH 5.77보다는 염류가

많이 집적된 상태이었다. 이는 실험구 설치 후 2년 6개월이 지

난 후의 수치인 반면 본 연구대상지는 10년 후에 측정된 수치

로써 염류가 장기간 집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Koo et al.

(1999)는높은염분은식물생육에부정적영향을준다고하였다.

토양유기물을 분석한 결과, 전체조사구 27개소 모두에서 조

경수목 식재지의 토양평가기준에 적용되는 조경설계기준 토양

평가등급(Ministry of Construction Transportation, 2007)의 ‘중

급’ 유기물함량기준(3.0～5.0%-O.M.)에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산지토양의 유기물함량은 토양단면의 특징과 토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양토는 사토보다 유기물함량이 많고, 초지

(草地)가 임지(林地)보다 유기물함량이 높다(Lee, 2000). 연구

대상지의 유기물함량(해사 제외)은 평균 0.7%로서 조경설계기

준(3.0～5.0%)보다 낮았고, 기반토양인 준설토의 유기물함량은

평균 0.6%로 성토보다 낮았다. 유효인산함량은 평균 2.2mg/kg

으로조경설계기준(100～200mg/kg) 이하이었다. 기반토양인준

설토의 유효인산함량은 평균 3.8mg/kg으로 성토층보다 높았으

나 조경설계기준에는 크게 미달하였다. Jun(2011)은 율촌 제1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토양 입지조건 및 수직단면상의 이화학

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해안가에 입지한 지역은 유효인산함량

및 유기물함량이 적정기준에 비해 낮다고 한 바 있다.

전기전도도(EC)는 대부분 조경설계기준의 ‘중급’ 전기전도

도(EC)기준인 0.2~1.0dS/m보다 낮았고, 준설토를 제외한 성

토지역의 평균 EC는 0.0dS/m로 조경설계기준 이하이었다. 하

나 이상의 층위에서 EC 0.2dS/m를 초과하는 조사구는 3개소

(3-3, 5-1, 5-3)이었다. 기반토양인 준설토 또는 심토지역보다

표토지역의 전기전도도가 높게 도출됨으로써 기반토양에서 성

토층으로의 염류상승이나 배수불량에 의한 염류집적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조사구는 2-3, 3-3, 4-4, 5-1, 5-3, 7-3,

8-2이었다. Kim et al.(2001)은 표토층 하부에서 준설토층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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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도도가 높은 이유는 삼투압에 의해 염류가 상승과 하강

을 반복하면서 상층의 객토와 하층의 준설토가 서로 이질적인

토성으로 인하여 모세관현상이 연결되지못하고 이 부분에 염

류가 집적되거나 정체되기 때문으로 분석한 바 있다.

기반토양인 준설토의 EC는 평균 0.26dS/m으로 조경설계기

준상의 ‘중급’의 EC 기준 이내이었으며, 성토지역보다는 높았

다. 현재의 준설토에는잔류염류량이 있으므로 토양을 개량하

지않고곧바로 수목을 식재하기에는 적합하지않은 것으로판

단된다.

교환성양이온함량은 성토지역(해사 제외) 분석결과, Ca2+ 함

량은 평균 3.4cmol/kg, Mg2+ 함량은 평균 1.5cmol/kg, K+ 함량

은 평균 0.3cmol/kg, Na+ 함량은 평균 1.0cmol/kg이었다. 조경설

계기준의 교환성양이온 ‘중급’ 함량기준(Ministry of Construction

Transportation, 2007)과 이를 비교한 결과 교환성칼륨(K+)의

Area Plot Mounding hight
pH EC(1:5) O.M. Avail.-P Ca2+ Ma2+ K+ Na+ CEC

W1:5 dS/m % mg/kg cmol/kg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2-1 Low mounding 7.9 0.0 0.7 1.3 4.2 1.9 0.1 0.3 11.5

2-2 High mounding 7.5 0.0 0.5 0.8 3.8 1.7 0.4 0.4 10.4

2-3 Low mounding 6.8 0.0 1.3 2.1 2.2 1.3 1.1 1.0 12.6

3-1 Low mounding 6.5 0.0 0.3 1.4 4.5 1.0 1.0 0.6 9.5

3-2 Middle mounding 6.2 0.0 0.5 1.4 3.7 1.2 0.9 0.5 10.2

3-3 Middle mounding 5.8 0.4 1.1 6.4 2.3 2.3 0.1 0.3 12.2

4-1 Low mounding 7.0 0.0 0.5 0.5 3.8 1.8 0.5 0.3 13.2

4-2 Low mounding 6.2 0.0 0.8 0.9 2.4 1.3 0.3 0.3 10.0

4-3 Middle mounding 7.5 0.0 0.5 0.8 4.6 2.2 0.1 0.4 13.5

4-4 Low mounding 6.4 0.0 0.6 0.8 2.6 1.7 0.2 0.8 16.5

9-1 Low mounding 6.3 0.0 1.1 0.5 3.8 2.1 0.3 0.3 12.9

9-2 Middle mounding 7.8 0.0 0.6 1.6 3.3 1.4 0.2 0.3 8.8

Passenger

terminal

1-1 Middle mounding 8.6 0.0 0.3 3.2 2.4 1.8 0.2 0.5 6.3

1-2 High mounding 5.8 0.0 0.7 1.8 2.6 1.6 0.1 0.5 8.9

1-3 Middle mounding 6.5 0.0 0.5 2.1 3.6 1.6 0.2 0.4 8.7

Airport

support

complex

7-1 High mounding 7.0 0.0 0.8 2.1 3.1 1.8 0.1 0.6 12.2

7-2 Middle mounding 7.0 0.0 0.5 2.3 3.6 1.0 0.2 0.5 8.6

7-3 Middle mounding 6.2 0.0 1.0 3.3 3.1 1.3 0.2 0.5 10.4

Free trade

area

8-1 High mounding 6.3 0.0 0.7 2.1 3.7 1.3 0.1 0.5 9.3

8-2 High mounding 6.7 0.0 0.5 3.0 3.6 1.1 0.1 0.3 8.2

10-1 Low mounding 7.0 0.0 1.1 1.8 2.9 0.3 0.1 0.3 7.6

10-2 High mounding 7.1 0.0 0.7 2.2 6.8 0.8 0.2 0.6 14.4

10-3 High mounding 7.4 0.0 0.3 5.2 6.4 0.3 0.2 1.1 14.8

Access road

5-1 Middle mounding 6.2 0.3 0.6 1.0 2.4 2.1 0.2 3.4 11.0

5-2 High mounding 5.6 0.0 0.8 1.3 1.4 1.7 0.6 0.4 10.5

5-3 Low mounding 8.7 1.1 0.6 6.8 3.4 2.7 0.2 12.5 10.7

6-2 High mounding 5.9 0.0 1.2 1.9 2.2 1.5 0.1 0.6 15.1

※ Plot 6-1, 6-3 are excepted(dredged soil)

Table 3. Average soil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y of survey plots on plantation area i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함량만은 조경설계기준 이하이었고, 교환성칼슘(Ca2+)과 교환

성마그네슘(Mg2+)의 함량은 조경설계기준 이내인 것으로 도

출되었다. 기반토양인 준설토의 평균 양이온함량은 Ca2+가 3.6

cmol/kg으로 성토층(3.4cmol/kg)보다 약간 높았으며, Mg2+는

1.4cmol/kg으로 성토층(1.5cmol/kg)보다 약간 낮았고, K+는

0.2cmol/kg으로 성토층(0.3cmol/kg)보다 약간 낮았으며, Na+는

3.2cmol/kg으로 성토층(1.0cmol/kg)의 나트륨함량보다 3배 정

도 높았다. 토양분석결과, 성토지역(해사 제외)의 Ca2+함량은

평균 3.4cmol/kg으로 조경설계기준 ‘중급’의 함량기준에 적합

하였고, Mg2+함량은 평균 1.5cmol/kg으로 조경설계기준 ‘중급’

의 함량기준에 적합하였다. K+함량은 평균 0.3cmol/kg으로 조

경설계기준 ‘중급’의 함량기준(3.0～0.6cmol/kg)에 미달하였다.

나트륨(Na)을 제외한 양이온의 평균함량이 준설토층과 성토층

의 차이가크게 나지않는 것은 연구대상지의 특성상 해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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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된 준설토를 기반으로 주변의 산흙을 성토재료로 사용하

여 조성된 식재지반이기 때문에 식재지반의 조성초기에는 성

토재료인 산흙 또는 산림심토의 토양특성이 강하지만 시간이

경과되면서 산토(山土)와 준설토간의 균질화 하려는 상호작용

과 자연의 자정작용의 결과 양이온의 평균함량이 준설토층과

성토층의 차이가크게 나지않는 지금의 토양특성을 보이는 것

이라판단된다. Jun(2011)은 율촌 제1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토

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한 바 있으며 그 중 본 대상지와

유사한 단지 내부의 식재기반 치환성 Ca의 분석결과는 3.40~

4.86, K은 0.18~0.20, Mg은 1.01~2.29이었다. 교환성양이온함

량에 대하여 평균치를 적용하면, K는 조경설계기준에 ‘미달’,

Ca2+, Mg2+의 함량은 조경설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

지만 조사구별․토양층위별 실측치를 적용하여 평가하면 Ca2+,

Mg2+, K+의 함량이 조경설계기준에 모두적합한 조사구는 2개

소에 불과하였고, Ca2+ 부족 조사구는 13개소, K+ 부족 조사구

는 9개소이었으며, 일부는 조경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조사구도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 성토층의 평균 양이온함량을 적용하

면 칼륨을 제외한 항목이 대체적으로 조경설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토양층위를 고려한 세부평가에서는 칼륨이

온은 대부분의 조사구에서 부족한 것으로 도출되었고, 칼륨의

경우 일부 조사구에서 부족하였다. 마그네슘의 경우는 대부분

의 조사구에서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양이온교환용량(CEC)의 분석결과, 성토층의 평균 CEC는

11.0cmol/kg으로 조경설계기준(6～20cmol/kg)에 적합하였고,

우리나라의 갈색산림토양(12~15cmol/kg)보다약간낮은 수준

이었으며, 토성으로 비교하면 식양토(10.7cmol/kg) 이상 미사

Figure 3. Exchangeable cations and total BSP of survey plots on plantation area i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질양토(12.2cmol/kg) 이하이었다. 기반토양인 준설토의 CEC는

평균 7.8cmol/kg으로 성토층(11.0cmol/kg)보다 낮았다.

인천국제공항의 식재지반에 대한 구조 및 지역별 토양이화

학적 분석 결과, 토양조성 시의 토양기반 형성 재료 및 중기에

의한 답압 등 조성 환경에 따라 조사구 및 층위별 토양이화학

적특성이국지적으로분석되는경향이있어수목기반조성형태

인평지형마운딩저지대와마운딩고지대를소성토(0~50cm)지

역, 중성토(50~100cm)지역, 대성토(100~150cm)지역으로 각

각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조경식재설계기준의 정량적

척도가 아닌 상대적인 비율에 의한 염기포화도(BSP)를 분석

함으로써 양료로서의 불균형 여부를 평가하고, 이온 상호간의

길항작용의 유무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전기전도도(EC), 교환

성나트륨백분율(ESP), 나트륨흡착비(SAR) 등은식물생육에 염

류 피해정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염기포화도(BSP)는 조경설계기준의 토양평가등급에는 적용

되지않으나토양의이상적염기포화도(BSP)의비율은Ca2+ 65%,

Mg2+ 10%, K+ 5～10%(Korea Airport Construction Authority,

1998)로 보고되고 있으며 절대적인 수치와더불어 염류의 불균

형이 길항작용 및 상조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개별 양이온에

대한 염기포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Figure 3 참조). 소성토지

역의 평균 염기포화도(BSP)는 63.6%이었고, Ca2+함량비율은

17.5~47.4%(29.9%), Mg2+ 3.%~25.2%(13.3%), K+ 0.9~10.5%

(3.7%), Na+ 3.0~116.8%(16.7%)이었다. 중성토지역의 평균 염

기포화도(BSP)는 60.5%이었고, Ca2+함량비율은 18.9~41.9%

(33.3%), Mg2+ 11.6~28.6%(17.0%), K+ 0.7~8.8%(2.7%), Na+

2.5~30.9%(7.5%)이었다. 대성토지역의평균염기포화도(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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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1.5%이었고, Ca2+함량비율은 13.3~47.2%(32.6%), Mg2+

2.0~18.0%(12.2%), K+ 0.7~5.7%(1.9%), Na+ 3.7~7.4%(4.8%)

이었다. 조사구별로 편차는 있으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소성

토지역은 칼슙함량비는 다소 부족하고 칼륨의 함량비는 적절

하였으며, 마그네슘의 함량은 과잉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성

토지역은 칼슘과 칼륨의 함량비는 다소 부족하며 마그네슘의

함량비는 역시 과잉이었다. 대성토지역은 중성토 지역과 마찬

가지로 칼슘과 칼륨의 함량비는 이상적 염기포화도에 비해 다

소 낮았으나 마그네슘의 함량비는 과잉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적 기준에 의한 평균값으로 Mg2+함량은 1.54cmol/kg이었고,

조경설계기준 ‘중급’의 함량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토양층위를 고려하였을 경우, 부적절한 토양층이 존재

하였으며, 특히, 염기포화도(BSP) 분석을 통한 함량비를 분석

Mounding hight Area Plot EC(dS/m) ESP(%) SAR

Low mounding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4-2 0.0 3.0 0.2

9-1 0.0 2.3 0.1

4-4 0.0 4.8 0.4

3-1 0.0 6.3 0.3

2-3 0.0 7.9 0.5

4-1 0.0 2.3 0.1

2-1 0.0 2.6 0.1

Free trade area 10-1 0.0 3.9 0.2

Access road 5-3 1.1 116.8 5.1

Average of low mounding area - 0.1 16.7 0.8

Middle mounding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3-3 0.4 2.5 0.1

3-2 0.0 4.9 0.2

4-3 0.0 3.0 0.2

9-2 0.0 3.4 0.1

Passenger terminal
1-1 0.0 7.9 0.2

1-3 0.0 4.6 0.2

Airport support complex
7-2 0.0 5.8 0.2

7-3 0.0 4.8 0.2

Access road 5-1 0.3 30.9 1.6

Average of middle mounding area - 0.1 7.5 0.3

High mounding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2-2 0.0 3.8 0.2

Passenger terminal 1-2 0.0 5.6 0.2

Airport support complex 7-1 0.0 4.9 0.3

Free trade area

8-1 0.0 5.4 0.2

8-2 0.0 3.7 0.1

10-2 0.0 4.2 0.2

10-3 0.0 7.4 0.4

Access road
5-2 0.0 3.8 0.2

6-2 0.0 4.0 0.3

Average of high mounding area 　- 0.0 4.8 0.2

Table 4. EC, ESP and SAR according to the mounding hight on plantation area i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한 결과, Mg2+이 길항작용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매립 초기(Korea Airport Construction Authority, 1998)에

측정된 토양의 SAR은 19.5이고, ESP는 23.2%로써 임해매립

지 토양분류체계상 ‘나트륨성 토양’으로 분류되었으나 연구대

상지의현재 소성토지역의 SAR은 평균 0.8, ESP는 평균 16.4%,

중성토지역의 SAR은 평균 0.3, ESP는 평균 7.5%, 대성토지역

의 SAR은 평균 0.2, ESP는 평균 4.7%로 도출되었다(Table 4

참조). 중성토지역과 대성토지역은 EC<4.0dS/m, ESP<15%,

SAR<13이므로 임해매립지 토양분류상에서 정상토양(Normal

soil)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러한 화학적 변화는 강우에 의한 자

연적 탈염이 진행되면서 전기전도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

다. 소성토지역의 경우 수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뻘

흙으로 되어 있는 조사구 5-1의 ESP 30.5%와 뻘흙 지반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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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cm 정도의 성토를 하여 초지로 방치되어 있는 조사구 5-3의

ESP 116.8%가 전체평균 ESP 값에 영향을 미친결과로 이두

조사구를 제외하면 소성토지역의 평균 ESP는 3.8%에 지나지

않는 정상토양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전체 식재지반은 임해

매립지 토양분류상 대체로 정상토양(normal soil)으로 분류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수목생육 영향 메커니즘

1) 토양의 물리적 영향 메커니즘

물리성에 있어 수목생육에큰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Kim,

2000)된 토양경도는 토양의 견밀도를 조사하는 한 방법이며,

토양의견밀도는 토층의딱딱한 정도와 치밀도를 의미한다(Jin,

1993). 대부분의 수목의뿌리는 대체로 토심 1m 이내에 존재하

며, 대부분의 뿌리는 토심 20cm 이내에 있는 것(Lee, 2000)을

고려하면 1m 이내의 토양 기반 환경이 생육에큰영향을 주는

것으로판단된다. 인천국제공항 토양기반은 표토로부터 0~50cm

사이에서 높은 토양경도값을 가지며 성토층 사이에 경반층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 조사구가 27개 중 총 11개 조사구로 많

아 식물생육 시 수분과 양료의 흡수와 이동을 저해하며, 토양

의 수직적 불균질성(Chung et al., 2006)을 가중시키는 등 수목

의 토양이용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뿌리발달과 생장을 저해할

것으로판단되었다(Table 5 참조). 또한, 높은 토양경도를 가진

토양은 하층토양으로부터 상승하는 모세관수를 차단하여 건조

피해를 유발하고, 상층토양으로부터 유입되는 토양수의 투과를

어렵게 하여 과습으로 인한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Lee(2000)는 토양의 견밀도가 뿌리의 호흡 또는 성

장에 큰 영향을 주어 기계화 작업에 의한 답압은 대공극을 없

애고 삼투압과 침투능을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며, Jin(1993)은

토양 중의 중간층위에견밀한 부분이 있으면 생육이뿌리의신

Plot Contents

1-1, 1-3, 2-3, 4-3, 5-2, 6-2, 7-1, 7-2, 7-3, 8-1, 10-3 ◾ Plots with high soil harderness in rhizosphere(0～50cm)

1-3, 2-3, 7-1, 7-2, 9-2, 10-2 ◾ Plots with hardpan of high soil hardness in more than 50cm

Table 5. Plots with high soil hardness in planted area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Plot Contents

5-2, 6-2, 7-3 ◾ Plots of topsoil with high soil hardness

1-1, 1-3, 2-2, 2-3, 4-3, 7-1, 7-2 ◾ Plots of topsoil with high soil hardness and with hardpan in underground

1-2, 10-2 ◾ Plots of topsoil with low soil hardness and with hardpan in underground

8-1, 10-3 ◾ Plots with hardpan formed on the mountain soil

9-2 ◾ Plots with hardpan formed on dredged soil

7-3, 10-1 ◾ Plots with soil horizon formed by gravel and wasted aggregates

Table 6. Plots with types causing low effective soil depth in plated area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장이 방해되고 수분 유지 상태가 되어 임목의 생장을 저해한다

고 하였다. Cho(1981)는 토양경도와 수근의 분포관계에서 토

양의 경도와 세근 분포의 관계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고 한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 식재지반의 토양단면을 조사한 결과, 주변 식

재수종(교목/관목 등)에 비해 토심이크게 부족한 조사구는 없

었으나 유효토심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다수 확인되

었다. 유효토심이 부족한 원인은 식재지반이 뿌리가 자랄 수

없는 강한 경토이거나 성토재료의 불균일로 고결화 또는 점토

층으로 층화를 이루고 있거나 자갈, 폐골재 등의 불량한 토양

이 중간층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등이었다(Table 6 참조).

Byun(2004)은 시화공단, 아산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시험식재

에서 복토층별 고사율을 시험한 결과를 통해 뻘흙의 대조구에

서의 고사율이 가장 높았고, 유효토심인복토층의 높이가 높아

질수록 고사율이 감소하며, 2m 이상에서 급감하는 것으로 분

석한 바 있다.

우수배제 불량 및 침수에 관련하여 우수관거에 의한 배수장

애와 지형적 요인에 의한 배수장애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수관거는 대부분 녹지내부에 가설되어 있으며 도로의 우수

유출수는 녹지로 유입된 후 녹지내부에서 집수되는데 이때 약

간의 마운드로 녹지에서 표면유출된 빗물도 함께 집수되어 유

출수와 녹지 유출수가 함께 배출되는 합류식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강우시 지하로침투된 중력수는 지하의 준설토를 투과하여

지하수 방향으로 일부는 배제되지만 일부 포화수가 되어 표토

로 상승한 후 명거의 측벽을 따라 월류하여 배수되게 된다. 이

러한 배수체계는 배수로 주변 저지대의 수목에 침수해를 입히

고 녹지에서 용탈된 염류의 배출을 저해하여 염류집적에 다른

녹지토양의 염기포화도를 상승시키며 도로의 오염물질을 녹지

로 운반하여 집적시키는 역기능을 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의기반은고극조위보다낮게매립하는저매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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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채택하여 성토량을 최소화한 지역(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2000)으로 공항의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

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극조위보다 낮게(평균 EL +5) 매

립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문제는 해수의 수위가 고극조위에

도달하는 백중사리 발생기에 집중강우가 내릴 경우 강우 유출

수의배제능력부족 및 지하수의 수위상승, 해수압의작용 등에

의해 연구대상지의 저지대가침수될우려가 높으며, 침수가일

어날 경우 저지대 수목생장환경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 참조).

식재지반의 과습과 토양삼상 중액상비율의현저한증가, 토

양 중 공기의 부족과 환원성 반응을촉진하고, 미량금속원소의

용탈 등 수목의 정상적인 생장을 저해하는 토양환경이 조성되

어 있다. 또한 배수불량으로 용탈된 염분이 식재지반 외부로

배제되지 못하고 재순환됨으로써 토양의 화학성을 악화시키고

염류를 집적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집적된 염류에 의해 토

양 내 영양염의 불균형과 길항작용에 따른 영양장해가 유발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Lee(2000)는 과습지에서 뿌리생장은 저하되며 썩게 된다고

하였으며 Chung et al.(2006)은 임해매립지와 같이 염류농도

가 높은 식재지반에서는 배수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하

였다.

2) 토양의 화학적 영향 메커니즘

화학성에 있어 수목생육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높은 pH와

낮은 교환성양이온용량(CEC) 및 높은 염기포화도(BSP)로 분

석되었다. 토양의 높은 pH는 토양생물의 생육이나 식물 양분

의 유효성, 식물에 대한 유해성분의 용해도 등에 큰영향을 끼

치며(Jin et al., 1994), 특히, 붕소, 구리, 망간, 철과 같은 미량

원소의 식물흡수를 저해한다(Chung et al., 2006). 또한, Lee

(2000)는 산림토양의 CEC는 토양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교환성 Ca와Mg 함유율보다는 염기포화도(교환성염기의 함유

율/CEC)로 나타내는 것이 더 정확하게 토양조건을 나타낸다

고하였으며Kim et al.(2004)은길항작용(拮抗作用, antagonism)을

유발하는 양이온은 Na+-Ca2+, K+-NH4
+, Mg2+-K+-Ca2+, 길항

작용을 유발하는 음이온은 H2PO4
－-NO3

－-Cl－이고, 상조작용

(相助作用, synergism)은 질소-인산, Ca2+-NH4+-K+ 사이에서

잘 나타난다고 하였다.

각양이온별 BSP를 산출하여이상적염기포화도와대조하여

Plot Contents

Planted area in the buffer zone beside the road ◾ Plots with open ditch in which rainfall form the road run off

Low land of Site 2～4
◾ Flood from changes of ground water by rise of sea level and heavy rainfall

◾ Plots with drainage obstacles in the mound area

Table 7. Plots with poor drainage system in plated area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토양내의 과잉으로 존재하는 양이온색출결과마그네슘(Mg2+)

이 주도적으로 토양의 화학성을 악화시키거나 이온간의 경쟁

에의해식물의양분흡수가저해되는길항작용(Brady andWeil,

1996)을 유발한 것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이 토양의 화학적 특

성은 특정 단일인자에 의해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자

들이 상호 긴밀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토

양경도나 성토재료와 같은 물리적 특성이나 토양내의 양이온

들의길항작용 및 토양내 식물의 흡수 가능한 이온간상호흡수

를돕는 상조작용(Brady andWeil, 1996) 등과같은 다양한 변

수들이 화학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의외의 결과가 도출되는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인

천국제공항 조경 수목 식재지반은 준설토 내에 함유된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양이온이 식재지반의 하층으로부터 상승하여

유입되고, 상층의 표토에서는 조풍등의 외부요인에 의해 염류

가 유입되고 있어 토양의 염기는 과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Mg2+의 과량유입은 길항관계에 있는 K+과 Ca2+의 흡수

를 저해하고 염분내에 함유된 Cl은 유효인산과 질소의 흡수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국제공항의 토양화학적 메카니즘 측면에서, 높은 pH는

식재지반의 이질적인 토양층위 및 토양경도는 토양의 투수성

과 통기성에 영향을 주어 토양 유기물질(OM)의 이동에 영향

을 주고 유기물질의 함량 변화는 양이온교환용량(CEC)을 변

화시키며, CEC의 대소에 따라 교환성 나트륨이온 등의 토양

내 거동과 반응양상이달라지는 것으로판단된다. 낮은 CEC는

염기포화도를 상승시키고 토양교질과 결합력이 취약한 Na+,

K+ 등의 이온들은 용탈되어 토양의 pH를증가시키게 된다. 토

양의 pH 상승은각종 영양분의손실 및 흡수율 저하를 초래하

게 되며, 특정 양이온의 과량이나 결핍 등은 길항작용 및 상조

작용에 의한 영향장해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식재기반의 구조 및 토양이화학적 특성분석결과를 통해 수

목 생육환경이열악한 것을알수 있으며 식재된 수목 중곰솔,

리기다소나무, 소나무 등 침엽수에 대한 수목 피해 특징은 대

부분의 조사구에서 2～3년생 잎이 심하게 변색되었으며, 작년

잎의낙엽율도 높았다. 신초 생장은 불량하였으며일부 소지가

고사된 것이 관찰되었다. 벚나무, 살구나무, 이팝나무, 소사나

무 등도 수세는 약해진 상태이었고 신초생장이 대부분 불량하

였다. 대부분 소지 역시 고사하였다. 특히, 진입도로변의 조사

지역 5와 6은 뻘흙이 노출된 지역에 소성토 후 식재된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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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피해 정도가 가장 심각하였다.

Ⅳ. 결론

인천국제공항의 조경수목 식재지반은 고극조위보다 낮게 매

립하는 저매립공법을 채택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평시에는 지

하수위가 비교적 안정된 위치에 있으나 해수면이 상승하는 시

기와 집중호우가 중첩될 때에는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는 배수불량, 저지대 식재지반의 침수,

준설토의 염류상승 등과 같은 수목생장의 위해요소가 내재되

어 있었다. 또한 매립기반 조성과정에서는 기반의 무기적인안

정을 도모하기 위해 점토와 유기물질을 선택적으로 배제한 해

사(준설토사)를 사용함으로써 식재지반의 유기물함량 부족, 유

효인산 부족, 칼륨 부족, 낮은 CEC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

다. 특히, 성토재료의 불균질과 불량, 준설토의 교란, 답압에 의

한 높은 토양경도와 지중의 토양층위는 토양의 물리성 악화는

물론 토양의 화학성 악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쳤고,

기반토양층에서의 상승하는 염류와 조풍 등을 통해 외부로부

터 유입되는 염분은 식재지반의 염기밸런스를 파괴하여 이온

상호간의 길항작용 및 상조작용을 유발케 함으로써 pH 상승,

영양장해, 미량원소의 흡수장애 등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

다. 인천국제공항 조경 수목 식재기반의 특성은 첫째, 불량한

성토 재료이다. 자갈․발파암등이 다량 혼입된 불량한 성토재

료가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폐골재를 매립한곳, 준설토와 성토

재료가 교란되어 층위가 형성된 곳 등이 확인되었다. 둘째, 지

중에 존재하는 토양층위는 유효토심을 저감시키는 원인이 되

었고, 토양중의 물순환체계 교란 및배수불량, 양료순환 및 기

체순환을 저해함으로써 식물생장에 불량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셋째, 인천국제공항 식재지반은 답압에 의해 뿌리발달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토양경도이었고, 식재지반 성토층의

평균산도는 약산성이었으나 준설토는 잔류염분이나 용탈된 염

류의 집적에 의해알칼리성을띠고 있었다. 토양의 유기물함량

과 유효인산함량은 매우 낮았으며, 전기전도도(EC)는 조경수

목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범위로 낮았으나간혹기반토

양인 준설토나 심토지역에 비해 표토층의 전기전도도가 높게

도출됨으로써 기반토양에서 성토층으로의 염류상승이나 배수

불량에 의해 상토부분에 염류가 집적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되

는 지역도 있었다. 넷째, 준설토의칼슘(Ca2+) 집적과 pH 상승

은 준설과정에서 준설토에 혼입되어 들어온 패류의 잔재물이

분해되면서발생되는현상으로판단되었다. 임해매립지의일반

적인 우려와는달리칼슘(Ca2+)의 과도한 집적은 없었으며, 오

히려 이상적인 염기밸런스 이하로 칼슘이 부족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도출되었고, Mg2+의 경우는 토양내의 함량기준으로 평

가하면 대부분 ‘적합’하였으나 염기포화도(BSP)를 기준하여

평가하면 많은 지역이 ‘과잉’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반면에 K+

는 대부분 부족한 상태이었다. 이와같이 양이온의 염기밸런스

불균형은 이온간의길항작용, 상조작용 등에 따른 영양장해와

토양의 화학성 악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연구의 한계로써 인천공항 식재기반 조성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매립토양 특성을 사전에 파악한 후 대표성을띠는 지역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광범위한 매립 대상지 특성상 전체를 대

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

사구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매립초기에

조사된 교환성양이온의 함량에 대한 분석 결과와의 비교를 시

도하였으나 당시의 측정방법과 산출단위가 상이하여 비교 분

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매립 후 약 20년 정도

경과한 인천국제공항의 수목 식재 기반에 대한 종합적 메커니

즘해석을 시도했다는데의의가 있다고판단되며 향후, 수목관

련 피해도에 대한 조사․분석이 보완되고 토양기반 간의 메커

니즘 해석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임해매립지와 같이 특수성을 지닌 수목 식재 기반 조

성 기준은 현재의 조경설계기준에서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

며, 반입토 성분 관리 및 교환성양이온의 염기포화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임해매립지의 경우, 식재기반

조성 이후 수목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수지역 수목 생육 관리

기준 및 방법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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