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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 피트층의 토양특성(입지환경)을 분석하여 충남 태안군의 신규 피트 분포지역을 예측하고 피트층의 특
성을 비교하였다. 국내에서는 충남 태안, 경기 평택, 강원 강릉, 울산, 전북 익산 및 전남 장흥 등에서 피트층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었으며, 이 연구 지역들의 피트층 토양에 대한 분포지형, 퇴적양식, 배수등급 및 토양아목의 특성을 통해 입지환
경을 분석하고 피트 분포 예측기준을 선정하였다. 충남 태안군의 사례연구를 통해 피트층 분포 지역은 두 가지 형태로 확
인되었다. 첫 번째로는 곡간지, 충적붕적층, 배수 약간불량 및 aqualfs 특성을 보이는 지역과, 두 번째로는 해성평탄지, 충
적층, 배수 매우불량 및 aquepts 지역들이었다. 실제 피트층의 분포 확인을 위해 현장 탐침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신규 피
트층과 기존 연구 결과를 비교한 결과 국내의 피트 발견지역은 모두 해안선에서 10 km 이내에 위치하며, pH 5, 휴믹산 
15% 이내의 성분으로 구성된 dark brown 계열 색상의 피트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규 피트층은 타지역에 비해 깊이는 깊
고 두께는 두꺼우나 분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피트, 피트 분포, 토양특성, 휴믹물질

Abstract

In this study, the soil characteristics of peat layer in Korea were analysed to predict new peat distribution areas in Taean, 
Chungcheongnam-do. The soil characteristics of peat distribution areas in Taean were compared with those in other 
areas in Korea. In Korea, peat researches were conducted in various regions, such as Taean in Chungcheongnam-do, 
Pyeongtaek in Gyeonggi Province, Gangneung in Gangwon-do, Ulsan, Iksan in Jeollabuk-do and Jangheung in Jeollanam-do. 
We summarized a) topographic distribution, b) deposition type, c) soil drainage classes, and d) soil suborder of previously 
studied area to determine criteria for prediction of peat distribution area. Through a case study, the type of peat layer 
distribution area in Taean were divided into two; (1) a) valley, b) co-alluvium, c) somewhat poorly drained, d) aqualfs 
and (2) a) marine plain, b) alluvium, c) very poorly drained, d) aquepts. A field surve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distribution of the actual peat layer. All peat layer were located within 10-km from the coastal line which is similar 
to previous studies, and the peat layer was characterized with pH 5, humic acid content of less than 15% and dark 
brown color. The new peat layer in Taean was deeper, thicker and less humificated than other studied areas.

Key words : Peat, Peat distribution, Soil characteristics, Humic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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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피트(peat)는 이끼, 갈대, 사초 등의 식물과 소나무, 자작나무 

등 수목질의 유기체가 충분한 수분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퇴적되

어 수천 년에서 수만 년 동안 생지화학적 작용을 받아 분해된 

산물로 국내에서는 주로 토탄, 이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Park 

and Kang, 1992; Kang and Yoshioka, 2005; Jeong, 2014). 

일반적으로 피트는 한랭 습윤한 기후와 습지를 형성할 수 있는 

와지(웅덩이)가 많이 발달해 있는 지역에서 주로 형성된다

(Joosten and Clarke, 2002). 우리나라의 경우 지각운동이 활발

하지 않고 오랫동안 침식작용으로 와지가 매적되고 여름철 높은 

온도로 인한 박테리아의 활동 증가는 식물의 유체를 빠르게 분해

시켜 축적을 줄이고 여름철 집중된 강수로 형성된 습지가 봄, 

가을, 겨울 시기에 수분이 모두 증발해버리고 수면도 낮아져 식

물의 유체가 분해되고 축적되지 않아 지리적·기후적으로 피트 

형성이 제한되어 4대강 인근 지역과 바다와 인접하는 하천, 호수 

등 자연적인 습지 조성지역으로 한랭 습윤한 특성을 보이는 지역

이나 일부 산림 지역 등에 국지적으로 분포한다(Jo, 1990).

피트의 주성분은 수분과 유기물질(50~95%)로 구성되며

(Inisheva, 2006), 유기물질의 대부분은 휴믹물질인 휴믹산(humic 

acid), 펄빅산(fulvic acid), 휴민(humin)과 펙틴(pectin), 에스트

로겐(estrogen) 등과 분해되지 않은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Cho et al., 1986). 특히 휴믹물질

은 수분 유지, 산소 공급, 면역체계 강화, 해독 작용을 비롯하여 

항균성, 항염성, 항산화, 항노화의 특성을 가져 피부질환(피부염, 

습진, 건선 등) 및 피부 활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럽에서는 치유자원으로 피트 테라피, 피트 치료, 화장

품, 영양제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하고 있다(Wollina, 2009).

피트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화분분석, 

과거 지형 및 기후환경 복원 등에 관련 연구로 주로 피트층의 

존재만을 언급하였다(Oh, 1976; Hwang et al., 1997; Lee, 

2003; Bak et al., 2006; Ryu et al, 2007). Jo(1990)는 국내 

피트 형성 적합지역, 형성과정, 형성시기 등을 조사하고 피트 

분포지를 4가지 유형(basal peat, turing point peat, swale 

peatland, back marsh peatland)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Jeong(2014)은 국내 서남부 지역에 분포하는 피트 성분 및 효능

을 규명하여 화장품의 용도로써 제품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최근 충남 태안군에서 치유자원으로서 피트의 관심이 증가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피트가 퇴적층 또는 표토 아래 묻혀 있

어 발견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에

서 확인된 국내 피트 발견 지역의 토양특성 및 지형 분석을 통

해 공통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충남 태안군을 대상지역으로 선

정하여 피트 분포지의 예측 및 피트층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피트의 생성조건과 형태 등

의 특성을 파악하고 토양특성(분포지형, 퇴적양식, 배수등급, 

토양아목)을 통해 국내 피트 확인지역의 입지환경을 분석하였

으며, 퇴적층 연구 및 유적 발굴 조사 등에서 피트가 언급된 

지역도 확인지역에 포함하였다. 피트 분포지 예측을 위한 기준

을 선정하기 위하여 토양특성 항목 각각에 대하여 빈도 분석

을 통해 피트 입지환경에 대한 공통적인 토양특성을 추출하였

으며, 현장조사(충남 태안군)를 통해 예측지역의 피트층을 확

인하고 각 토양특성 항목의 범위를 중첩 분석하여 피트층 분

포 범위를 예측하였다(Fig. 1). 

현장조사는 Jeong(2014)에서 수행한 방법을 참고하였으며 

핸드오거(gas powered core sampling kit, AMS Inc.)를 이용

하여 예측지역에서 약 2 m 깊이까지 탐침조사를 수행하여 토

양상태를 확인하였고 일부 시료는 지퍼백에 담은 후 실험실로 

옮겼으며 관능검사(무기질, 섬유질, 견밀도), 분해도, 일반성분

(pH, 수분함량, 유·무기물 함량) 및 휴믹물질(휴믹산, 펄빅산) 

분석을 통해 피트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피트층의 깊이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주상시료를 채취하였다.

무기질, 섬유질, 견밀도는 관능검사를 통해 5가지 단계로 등

급화하였고, 분해도는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분해도 등급 

기준(ASTM, 2006)에 따라 일차적인 촉감이나 질감을 비롯한 

육안 식별을 수행하여 분류하였다. pH는 건조한 시료 5 g을 

50 ml 비커에 넣고, 증류수 25 ml를 가한 뒤, 1시간동안 혼합, 

균질화한 후 pH 측정기(S47-K, METTLER TOLEDO)로 측

정하였으며 균질화 과정에서 공기중의 CO2를 흡수하여 pH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비커에 마개를 씌워 공기를 

차단하였다. 수분함량은 3 g의 피트 시료를 자동 수분함량

Fig. 1. Flowchart of the study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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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parative HPLC informations for isolation of humic 
substances.

Condition Humic acid Fulvic acid

Standard
Sigma aldrich 

(Lot.BCBW9655)
IHSS Suwannee River

(2S101F)

Column YMC C18 Column (250 x 4.6 mm, 5um)

UV/vis Detector 
(Wavelength)

YL9120
(254 nm)

Flow rate 0.5 ml/min

Injection volume 3 ul 10 ul

Retention time 30 min 30 min

Mobile phase
50% Water/ACN

(Isocretic)
100% water
(Isocretic)

측정기(SMART system5, CEM)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유

기물과 무기물의 함량은 피트 시료 3 g의 무게를 칭량하여 무

기함량측정기(Phoenix, CEM)에서 550℃로 3시간 동안 회화

시킨 후 회화 전 시료의 무게와 회화 후 시료의 무게 차이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휴믹물질은 기존의 국제 휴믹 물질 협회(IHSS: International 

Humic Substances Society)의 추출 방법을 개선한 추출 개량

법(Jeong, 2014)을 통해 추출하였다. 휴믹물질의 추출은 피트 

시료와 0.1N NaOH를 1:10 비율로 배합 후, 1N NaOH를 

이용해 pH 12로 조절하여 magnetic bar를 이용해 4시간 동안 

교반시킨 후 4℃, 4,000 rpm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한다. 침

전물(휴민)은 제거하고, 상등액을 6N HCl을 이용해 pH 1로 

조절하고 4℃, 4,000 rpm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등액

(펄빅산)과 침전물(휴믹산)로 추출한다. 침전물(휴믹산)은 10 

ml의 0.1N NaOH로 녹여 0.45 um syringe filter로 각각 필터하

였고 각각의 분석조건 및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HPLC(YL9100, 

Younglin)로 분석을 수행하였다(Table 1).

2.1 피트층 토양특성 분석

피트층의 입지환경 분석을 위해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

(http://soil.rda.go.kr)에서 제공하는 토양환경지도를 이용하

였다. 토양환경지도로 제작된 여러 토양특성 항목 중 피트의 특

성을 고려하여 피트층의 입지환경 분석을 위한 항목으로 분포

지형, 퇴적양식, 배수등급, 토양아목을 선정하였고, 현장조사 시 

현재 토지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토양유형, 유효토심 항목을 참고

하였다.

국내에서 확인된 피트지역의 대부분은 강 인근 지역과 바다와 

인접한 하천, 호수 등에 위치하고, 산지에서 발견된 사례는 없

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피트가 생성되는 2가지 형태

인 소택지(호소, 와지)와 같은 저습지와 저평지로 퇴적물의 이

동이 일어나면서 퇴적층이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되는 충적선

상지(Park, 2005; Yoon et al., 2005; Lee and Cho, 2013; 

Jeong, 2014)를 참고하여 피트지역의 지형을 파악하고자 산악

지, 구릉지, 산록경사지, 곡간지/선상지, 해성평탄지, 하성평탄

지, 고원지, 홍적대지, 용암류대지, 용암류평탄 등으로 구분되

는 분포지형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피트는 대부분 후빙기 해

수면 상승과 그 후 퇴적물의 퇴적 과정에서 습지환경이 오랫동

안 지속된 곳에 주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점토

(clay), 그 위에 머드(mud, 진흙), 그리고 피트 순서로 퇴적층을 

이룬다(Jeoung, 2014). 또한 주요 피트 생성형태가 물에 의해 

퇴적물이 옮겨서 순서대로 쌓여서 나타나는 충적층(충적선상지)

이므로 충적층, 붕적층, 충적붕적층, 잔적층 등으로 구분되는 퇴

적양식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물(수분)은 토양의 유기물 분해에 관여하는 요인 중 하나로, 

피트는 식물체가 항상 물에 잠겨있어 산소의 공급이 차단되고 

낮은 기온으로 박테리아의 분해 활동이 억제된 습지와 같은 습윤

한 환경, 충분한 수분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주로 형성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Jo, 1990). 따라서 토양의 수분함유 정도가 피트

Table 2. Soil properties and classification criteria.

Soil properties Classification criteria 

Topographic distribution
- Classified by mountain, hill, pediment, valley/alluvial fan, marine plain, alluvial plain, plateau, diluvial plateau 

and lava terrace.

Deposition type - Classified by alluvium, co-alluvium, colluvium and residuum.

Soil drainage class

- Classified by excessively drained, well drained, moderately well drained, somewhat poorly drained, poorly
drained and very poorly drained depending on the water flow rate, permeability and water table.

  •Excessively drained : water is removed very rapidly and water holding capacity is very low.
  •Well drained : water is removed from the soil readily but not rapidly. High water table is not within 

the rooting zone long enough during the growing season to adversely affect yields.
  •Moderately well drained :water is removed from the soil somewhat slowly during some periods of the 

year. High water table is within the rooting zone for a sufficiently long period of time to adversely affect
some crops unless the soil is artificially drained.

  •Somewhat Poorly Drained : water is removed slowly so that the soil is wet at a shallow depth for significant
periods. High water table is near the surface for periods long enough to affect yields unless an artificial 
drainage system is installed.

  •Poorly drained : water is removed so slowly that High water table is at or near the surface during a 
large part of the year. The soil is wet at shallow depths periodically or remains wet for long periods.

  •Very poorly drained : water is removed from the soil so slowly that high water table is at the surface 
most of the year.

Soil classification
(Sub-Order)

- The soil suborders within an order are differentiated on the basis of soil properties and horizons which 
depend on soil moisture and temperature.

  •Soil Orders of Inceptisols(Aqu-, Ud-), Entisols(Aqu-, Orth-, Fluv-, Psamm-), Ultisols(Ud-), Alfisols(Aqu-, 
Ud-), Andisols(Vitr-, Ud-), Histosols(Hemi-, Sapr-) and Mollisols(Ud-) are distributed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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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하여 토양이 물에 불포화되

는 지속기간이나 빈도를 나타내는 배수등급(약간불량, 불량, 매

우불량)을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토양목은 토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과 그들 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연관성을 고려한 

토양분류 항목 중 하나로 토양 생성과정의 기후요인의 종류와 세

기에 의해서 형성되는 감식층위의 유무를 근거로 분류된다. 국내

의 토양목은 유기물이 많은 몰리졸(mollisol), 피트 등 유기질 토

양으로 알려진 히스토졸(histosol), 인셉티졸(inceptisol), 엔티졸

(entisol), 울티졸(ultisol), 알피졸(alfisol), 안디졸(andisol)의 총 7

가지로 확인되나 토양목은 가장 넓은 토양 분류단위로 피트가 형

성되는 환경조절 요소(토양수분상, 토양온도상)를 반영하지 못

하는 반면 토양목의 하위분류인 토양아목은 토양목을 수분과 온

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한 것으로 피트 형성 환경요소를 반영하고 

있어 기준으로 선정하였다(Table 2).

고도는 1:5,000 수치지형도(국토정보플랫폼)와 QGIS 3.10.9를 

이용하여 추출하였고, 추가적으로 google earth를 통해 고도를 

확인하였다.

2.2 대상지역 분석

최근 태안군 천리포수목원 일대에서 피트가 재조명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피트층은 후빙기 

해수면 상승과 그 후 퇴적물의 퇴적과정에서 습지환경이 오

랫동안 지속된 곳에서 주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o, 1990). 태안군의 경우 바다와 인접하고 있어 피트층 형

성에 있어 좋은 조건을 가진다. 현재 해안선은 매립이 진행

된 이후 형성되어 피트층이 형성되는 수천 년~수만 년 보다 

시간적으로 상당히 짧으나 매립 이전 해안선이 위치한 곳(현

재 상부조간대 부근)은 피트층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

다. 또한 현재 상부조간대 지역은 주로 논과 밭이 위치하여 

피트층이 잔존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기후, 환경, 

서식 식물의 종류 및 생태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3. 결과 및 토의

3.1 국내의 피트층 입지 환경 특성 

국내에서 피트층이 확인된 대표적인 지역은 6개 지자체(충

남 태안군, 경기 평택시, 강원 강릉시, 울산시, 전북 익산시, 전

남 장흥군)이며, 이들 지역 중에 행정단위인 동/리로 제시된 

지역까지 포함하여 총 14개 지점으로 파악되었다(Table 3). 경

기 평택시의 피트층은 turing point 피트로 해수면이 안정됨에 

따라 해침이 중지되고 하천을 통한 퇴적물의 이동으로 골짜기

가 메워지는 과정으로 해안선이 후퇴하면서 두껍게 형성됨에 

따라 타지역보다 여러 지점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Oh, 1976; Jo, 1990; Ryu, 2007; Kim and Park, 

2008; Jeong, 2014; Pyeongtaek Cultural Center, 2015).

총 14개 지점의 토양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수행하였고 행

정단위인 동/리로 제시된 지역은 해당지역에 나타나는 모든 

토양특성을 고려하여 분포 예측을 위한 기준을 선정하였다. 국

내 피트층의 분포지형은 해성평탄지, 곡간지/선상지, 구릉지, 

하성평탄지에 분포하며, 대부분 지형은 해성평탄지(63.2%)에 

해당하였고 해성평탄지와 이어지는 곡간지/선상지(26.3%)에 

또한 많은 분포를 보였다(Fig. 2a). 퇴적양식으로 살펴본 결과, 

물의 흐름에 의해 퇴적되어 나타나는 충적층에 70.6%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충적붕적층에 29.4%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

인되어 이전 문헌들에서 언급한 해안충적평야(Jo, 1990) 및 충

적선상지(Jeong, 2014)와 유사한 환경으로 확인되었다(Fig. 

2b). 퇴적양식에 있어서 산악지는 잔적층이 발달하며 산록경

사지는 붕적층, 곡간지/선상지는 충적붕적층, 홍적대지는 홍적

층, 그리고 하천변을 따라서는 충적층이 발달하므로, 빈도분석

을 통해 확인된 피트층은 해성평탄지와 곡간지/선상지 및 충

적층과 충적붕적층과 관련되었다.

국내 피트층 출토지의 배수등급 분포는 매우불량 지역이 약 

36.4%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약간불량 31.8%, 불량 18.2%, 

Table 3. Previous study area in South Korea.

Area Latitude & Longitude Reference 

Chungnam
Taean

Uihang-ri N 36°47′53.4″, E 126°08′58.5″ Jeong, 2014

Gyeonggi Pyeongtaek

Ingwang-ri N 36°57′49.4″, E 126°55′41.4″ Jeong, 2014

Dodae-ri, N 36°57′19.0″, E 126°54′54.9″ Jeong, 2014

Hwayang-ri N 36°57′57″, E 126°54′45″ Ryu, 2007; Pyeongtaek Cultural Center, 2015

Daeban-ri - Oh, 1976

Huigok-ri - Kim, 2008

Noseong-ri (Joongsimridle) - Jo, 1990

Yulbuk-ri - Pyeongtaek City 

Yongi-dong - Pyeongtaek Cultural Center, 2015

Gangwon Gangneung 
Chodang - Jo, 1990

Jumunjin - Jo, 1990

Gangneung Banguhjin - Jo, 1990

Jeonbuk Iksan Hwangdeung - Jo, 1990

Jeonman Jangheung Baesan-ri N 34°44′51.4″, E 127°00′14.4″ Jeo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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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9.1%, 약간양호 4.5%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은 배수가 불량

한 환경에 85% 이상 입지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피트가 형성되

는 습윤한 환경 조건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Fig. 

2c). 토양아목은 aqualfs 47.8%, aquepts 26.1%, aquults 

13.0%, hemists 4.3%, udalfs 4.3%, fluvents 4.3% 순으로 파악

되었다. aqualfs, aquepts는 온대와 (아)열대 습윤기후에서 생성

되는 토양목인 inceptisols, alfisols의 토양수분상태를 반영하여 

분류한 것으로 피트층 출토지의 대부분 토양이 물에 포화된 토양

으로 피트층 형성에 적합한 환경으로 생각된다(Fig. 2d).

한편, 국내의 피트 출토 지역의 표고는 대부분이 5~20m 이

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2e). 이는 과거 해침과 해

퇴과정에서 해수면 선단부의 육상에 가까운 습지환경에서 피

트층이 생성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

트층 분포를 예측하기 위해 분포지형에 대한 기준은 해성평탄

지(인근 곡간지/선상지)이며, 퇴적양식은 충적층, 배수등급은 

불량한 환경으로 약간불량, 불량, 매우불량 3가지 모두를 포함

하였으며, 토양아목은 Aqualfs, Aquepts로 및 표고는 20m 이

내로 선정하였다(Table 4).

3.2 대상지역의 피트층 분포

국내 피트층 출토지의 대부분은 충적평야, 골짜기,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Jo, 1990; Park, 1990) 분포지형, 퇴적양식, 

배수등급, 토양아목 등의 토양특성으로 살펴본 피트 출토지는 

유사한 환경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피트층 

분포예측을 위해 각 특성 항목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태안군 내 환경적 특성이 유사한 피트 분포 예상지역

을 알아보았다.

국내 입지환경 분석에서 피트층은 일부 곡간지/선상지가 포

함되므로 태안군의 피트층 분포 예상지 선정시 해성평탄지뿐

만 아니라 곡간지/선상지도 기준에 포함하였으며, 곡간지/선

상지 지형의 퇴적양식이 주로 충적붕적층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1919년도 인쇄된 고지도와 비교한 결과 태안군에서 나타

난 충적층의 대부분은 과거 바다(또는 갯벌)였으나 현재는 매

립된 지역으로 확인되었으며, 매립된 시기는 100년 이내로 일

반적으로 피트가 형성되는 시간(수천 년~수만 년)보다 상당히 

짧아 충적층에서 피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작아 충적층과 접하고 

Fig. 2. Frequency of the soil properties in the domestic peat layers. (a)topographic distribution, (b)deposition type, (c)soil drainage
class, (d)soil classification(sub-order), (e)elevation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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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map of prediction region. The circles are the location 
of the predicted peat layers.

있는 충적붕적층을 기준에 포함하였다. 태안군은 바다와 인접

하고 있어 일부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해성평탄지가 확인되어 

표고를 약 50 m 이내로 국한시켰다(Table 4).

태안군의 지리환경을 고려한 상기 기준을 바탕으로 예측된 

피트층은 소원면 황촌리 일대(T-1), 남면 몽산리 일대(T-2), 

원청리 일대(T-3)로 확인되었으며(Fig. 3), 토양특성이 갖는 

범위를 중첩하고 고도, 지적도 등의 자료를 중첩하여 경계를 

결정하였다(Fig. 4). Fig. 4은 예측된 지역 중 넓은 범위의 피

트층을 보이는 남면 몽산리 일대의 토양특성을 나타낸 것이며, 

몽산리 일대는 황촌리 일대와 원청리 일대의 토양특성과 유사

하여 대표 지역으로 제시하였다. 예측지역 모두 분포지형은 해

성평탄지와 곡간지가 인접하고 있으며(Fig. 4a), 퇴적양식은 

충적붕적층과 충적층(Fig. 4b), 배수등급은 약간불량과 매우불

량(Fig. 4c), 토양아목은 aqualfs와 aquepts(Fig. 4d)가 인접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토양특성의 분포지형과 퇴적

양식은 유사한 경계 분포를 보였으며, 배수등급과 토양아목 또

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실제 피트층의 분포 확인을 위해 현

장 탐침조사를 수행한 결과 남면 몽산리의 피트층은 곡간지, 

충적붕적층, 약간불량, aqualfs의 토양특성(type-1)을 보이고, 

소면원 황촌리의 피트층은 해성평탄지, 충적층, 매우불량, 

aquepts의 토양특성(type-2)을 보였으며, 소면원 원청리는 몽

산리와 동일한 type-1의 토양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태안군 

대상지역에서의 피트층은 토양특성 분포에 따라 2가지 타입으

로 선정할 수 있다.

3.3 태안군 피트층의 특성

토양특성으로 예측된 태안군의 신규 피트 지역을 대상으로 

피트 분포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피트 가능성이 

있는 시료를 대상으로 관능검사, 분해도, pH 및 휴믹물질 등 

피트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신규 피트층

의 깊이는 얕게는 55.5~113 cm, 깊게는 100.5~209.5 cm에 

위치하며, 두께는 57.5~109 cm 범위로 조사되었다. 샘플링 

직후 실시한 관능검사에서 무기질, 섬유질, 견밀도는 각 2~3, 

2~4, 2~3으로 확인되었으며, 분해도는 H3~H5 정도, pH는 

3.2~5.5, 수분은 49.0~58.7%의 범위이었다. 휴믹물질 중 휴

믹산은 5.9~16.4%, 펄빅산은 0.2~0.7%의 범위로 조사되었

다. 또한 무기물은 30~41% 수준이었으며, 유기물은 8~16% 

범위로 확인되어 지점별 큰 차이가 없었다(Table 5). 신규 피

트와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피트층을 비교·분석한 결과, 국내

의 피트 발견 지역은 모두 해안선에서 10 km 이내의 근거리

에 위치하며, pH 5 이내이며 휴믹산 15% 이내의 성분으로 구

성된 dark brown 계열 색상의 피트로 확인되었다(Table 5).

피트는 일반적으로 수목질의 유체가 충분한 수분이 존재하는 

한랭습윤한 조건에서 퇴적·분해되어 생성되는 점을 감안하다면 

퇴적물질이 높은 곳에서 저지대의 평지로 이동되어 해안선을 따

라 축적되어 피트층이 깊지 않고 다양한 지리적ㆍ환경적 영향을 

받아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트 생성 형태는 일반적으로 호

소와 같은 저습지에서 생성된 형태와 평지로 퇴적물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퇴적층이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된 충적선상지 지형

에서 생성된 형태가 있다(Park, 2005; Yoon et al., 2005; Lee 

and Cho, 2013; Jeong, 2014). 기존 태안군의 피트 발견지의 

Table 4. Comparison of selection criteria of peat layer.

Division This study (Taean) Previous study

Topographic distribution Marine plain, Valley/alluvial fan Marine plain (Valley/alluvial fan)

Deposition type Alluvium, Co-alluvium Alluvium

Soil drainage class
Somewhat poorly drained,

Poorly drained,
Very poorly drained

Somewhat poorly drained,
Poorly drained,

Very poorly drained

Soil classification
(Sub-Order)

Aqualfs, Aquepts Aqualfs, Aquepts

Elevation < 50 m < 2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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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와 같은 저습지에서 생성된 피트의 형태를 제외하고는 신규 

피트 발견지와 평택, 장흥 지역 모두 충적선상지 지형에서 생성

된 피트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태안군의 피트층

은 50~216 cm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평택시와 장

흥군 피트층은 40~130 cm까지 분포함으로써 태안군의 피트층

이 상대적으로 다소 깊은 곳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트의 두께 또한 태안군이 50~109 cm이었으며, 평택시와 장흥

군은 15~90 cm로써 태안군은 1.2~3.3배 더 두꺼운 피트층으로 

Fig. 4. Estimation of distribution range in peat regions. (a) topographic distribution, (b) deposition type, (c) soil drainage class, (d)
soil classification, (e) elevation, (f) peat area(dotted red line).

Table 5. Comparison of peat layer properties.

Division Depth
(m)

Thickness
(cm)

Soil
Color

Sensory evaluation*
Degree of 

humification
pH

(1:5)

Water
content

(%)

Inorganic 
material

(%)

Organic 
material

(%)

Humic material(%)

Inorganic 
material

Fibric 
material Consistance Humic 

acid 
Fulvic 
acid

This
study

Hwangchon-ri
(T-1) 132.5~216 83.5 Dark

Brown 2 2 2 H3 4.8~5.2 53.1~55.0 36.0~38.5 8.4~8.9 12.8~12.9 0.5~0.7

Mongsan-ri
(T-2) 100.5~209.5 109 〃 2~3 3~4 3 H3~5 5.4~5.5 49.4~51.6 34.6~41.1 9.5~13.8 11.3~16.4 0.2~0.4

Woncheong-ri
(T-3) 55.5~113 57.5 〃 2 2~4 2~3 H3~4 3.2~5.4 49.0~58.7 33.0~35.2 8.3~15.8 5.9~12.7 0.5~0.6

Previous 
study

(Jeong, 
2014)

Uihang-ri,
Taean 50~100 50 〃 Having a large quantity of 

organic matter H7 - 53~82 - - 15~18 4~14

Ingwang-ri,
Pyeongtaek 40~130 90 〃 Having a large quantity of 

organic matter H9 - 82.8 - - 15.2 12.4

Dodae-ri, 
Pyeongtaek 75~90 15 〃 Having a large quantity of 

organic matter H8 - - - - - -

Baesan-ri, 
Jangheung

55~90
105~125 55 〃 Having a large quantity of 

organic matter H7~8 5 45 - - 12 16

* Sensory evaluation : 1(very low), 2(low), 3(normal), 4(high), 5(ver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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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그러나 분해도(H)의 경우에는 기존 태안 천리포 수

목원을 제외하고는 신규 발굴 피트인 태안군 3개 지역이 H3~5 

정도로써 타지역이 H7~9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낮은 분해도를 보

였다(Table 5). 피트 성분을 비교해보면, 피트 생성과 밀접한 연관

이 있는 수분함량은 천리포수목원와 평택시 인광리 2개 지역이 최

대 82%이였으며 나머지 지역은 50% 내외로 확인되었다. 피트의 

유용성분인 휴믹산은 신규 발견지역에서 5~17% 범위로 타지역

(12~16%)과의 함량 차이가 적은 반면 펄빅산은 태안의 신규 발굴

지역의 함량이 1% 미만으로 타지역(4~1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펄빅산은 지역별 함량 차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트층은 굴토, 객토 등 외부 환경요인에 따라 부분적

으로 교란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점토 위에 

머드, 머드 위에 피트가 순서대로 퇴적되는 양상을 보이며(Jeong, 

2014) 신규 피트층와 기존 피트층 모두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피트 토양의 특성 및 지형 분석을 통해 

피트 분포지를 예측하고 대상지역 피트층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1) 국내 피트층의 분포지형은 해성평탄지, 곡간지/선상지, 

구릉지, 하성평탄지에 분포하며, 대부분 해성평탄지(63.2%)에 

해당하였고 해성평탄지와 이어지는 곡간지/선상지(26.3%)에 

많은 분포를 보였다. 퇴적양식으로 살펴본 결과, 충적층이 

70.6%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충적붕적층에 29.4%가 분포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트 토양의 배수등급은 매우불량 지

역이 약 36.4%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약간불량이 31.8%, 불

량이 18.2%로 대부분 배수가 불량한 환경에 85%이상 입지하

고 있어, 피트가 형성되는 습윤한 환경조건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양아목은 aqualfs 47.8%, aquepts 26.1% 그

리고 aquults 13.0% 등으로 파악되었다.

2) 피트 분포지 예측을 위한 기준을 해성평탄지 및 곡간지/

선상지(분포지형), 충적층 및 충적붕적층(퇴적양식), 불량~매

우불량(배수등급), Aqualfs 및 Aquepts(토양아목)로 선정하여 

충남 태안군을 대상지역으로 피트 분포지를 예측하였다.

3) 충남 태안의 사례연구를 통해 곡간지, 충적붕적층, 약간

불량, aqualfs의 토양특성을 보이는 지역(type-1)과 해성평탄

지, 충적층, 매우불량, aquepts의 토양특성을 보이는 지역

(type-2)에서 피트층이 확인되었다.

4) 태안군의 신규 피트층의 두께는 57.5~109 cm 범위로 조

사되었고, 분해도는 H3~H5 정도, pH는 3.2~5.5, 수분함량은 

49.0~58.7%, 휴믹산은 5.9~16.4%, 펄빅산은 0.2~0.7%로 예

측 지점별 큰 차이는 없었으나, 타 지역에 비해 피트층 깊이가 

깊고, 두께가 두꺼우나 분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피트의 

유용성분인 휴믹산은 타지역(12~16%)과 함량 차이가 적은 반

면 펄빅산은 타지역(4~16%)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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