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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important to determine optimum soil covering depths for tree survival and growth because soil covering 
depths for establishing tree planting bases in coastal reclaimed lands are related to the costs for soil collection, 
transportation and land reclamatio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carried out to determine optimum soil 
covering depths for the normal growth of planted trees in a coastal reclaimed land. The study sites were located 
in Asa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n Pyeongtaek City, Gyeonggi-do. Four tree species (Pinus thunbergii, 
Chamaecyparis pisifera, Zelkova serrata, Quercus acutissima) with one hundred eighty trees of each species 
were planted in various depths of soil covering (no soil covering, 0.5 m, 1.5 m, 2.0 m soil covering treatments) 
on April 1998, and the tree growth patterns were measured on September 2000. The change of soil properties, 
tree mortality rate, root collar diameter and height growth were measured from each soil covering depth 
treatment on September 2000. Soil pH, EC, exchangeable cations (K+, Na+, Ca2+, Mg2+), anion (Cl-), and base 
saturation increased with decreased soil covering depths. The mortality rates of tree species showed decreased 
with increased soil covering depths. The height growth of tree species increased with increased soil covering 
depths. Height growth of Pinus thunbergii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soil covering depth below 
0.5m and other three covering depths, while the growth of other species (C. pisifera, Z. serrata, Q. acutissima) 
was significantly higher in soil covering depths below 1.5 m than in other soil covering depth treatments. The 
root collar diameter growth of all tree species showed increasing trends with increased soil covering depths. It 
is recommended to cover the soil depths above 1.5 m to decrease mortality and to stimulate the tree growth of 
C. pisifera, Z. serrata and Q. acutissima, while P. thunbergii which is a salt tolerate species could be planted 
in the 1.0 m soil covering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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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국토의 65%가 산지로서 인구에 비해 좁은 가용 국토면적

을 가진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따른 토지수요의 증가와 경

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새로운 토지를 적절히 공급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 ․ 남해안의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지방단체, 기업 등에서 바다를 매립 또는 간척하여 공

업단지, 공항, 항만시설 및 주거단지 등에 필요한 대단위 면

적의 해안매립지가 조성되고 있다 (Choi et al., 2000). 해

안매립지를 조성하는 방법은 바다에 방조제를 쌓고 그 안

에 인근의 산림지역에서 채취한 흙으로 매립하거나, 바다 속

의 모래나 갯벌을 펌프로 끌어 올려 매립하는 두 가지 방식

을 취하고 있다 (Byun, 1997; Choi et al, 2000; Kim, 2001). 

이들 해안매립지에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및 가로수 등

을 조성하고 녹지공간의 확장을 위해 많은 수목이 식재되고 

있다. 그러나 해안매립지는 수목생장에 불리한 토양의 이화

학적 성질, 염분피해, 해풍, 각종 병충해, 수종선정 오류, 이

식에 따른 스트레스, 이식시기 및 식재기술상의 문제점 등 

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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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oil covering experiment site before construction. Fig. 2. Soil covering experiment site after construction.

여러 요인에 의해 식재한 수목이 고사하거나 생육이 매우 불

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oi, 1988; Choi et al, 2000; Kim, 

2001; Koo et al., 1999). 이들 고사원인 중 갯벌이나 준설

토 위에 수목생장을 위한 충분한 복토가 미흡하여 염분이 

다량 함유된 수분의 모세관 상승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나 복토높이가 수목생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국내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해안매립지

에서 식재지반 조성을 위한 복토높이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토양의 채취, 운반 및 매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목의 정상생육이 가능한 최소한의 

복토높이를 구명하는 것은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위한 현

실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이다.

본 연구는 해안매립지에서 정상적인 수목생장을 위한 최

적 복토높이의 구명을 위해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일대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를 대상으로 복토높이에 따

른 토양 화학성 변화와 임해매립지에 주로 식재되는 해송, 

화백, 느티나무, 상수리나무의 생장특성의 구명을 위해 실

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조사지 개황 및 시험구 설치   본 연구는 아산국가산업

단지 포승지구내 해안매립지를 대상으로 갯벌지역의 8,345 

m
2 
(0.84 ha)에 1998년 1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인근 

산림지역의 산림토양으로 복토높이별 식재시험지를 조성하

였다. 복토높이별 처리내용은 갯벌을 대조구로 하고 인접한 

산림지역으로부터 채취한 토양을 이용하여 갯벌위에 0.5 m 

복토구, 1.0 m 복토구, 1.5 m 복토구, 2.0 m 복토구 등 4개 

복토처리구를 설치하였다 (Fig. 1, 2).

각 복토처리구의 경우 해송, 화백, 느티나무 및 상수리

나무 등 4수종에 대하여 3반복씩 총 60개 시험구를 임의

로 배치하였고 (Fig. 2), 1개 시험구의 크기는 가로 12 m, 

세로 14 m로 면적은 168 m
2
이며 각 처리구내 3 m× 2.5 m

의 식재간격으로 12주씩 식재하였다 (Fig. 3).

공시목은 동일한 포장에서 생산된 수목 중에서 수고, 근

원경 및 수형 등이 균일한 것들을 선발하였다. 수목굴취 시 

뿌리분 크기는 근원경의 5배 이상으로 하였으며, 식재전날 

굴취하고 식재당일 아침에 시험지로 운반한 다음 그 즉시 식

재하였다. 수종별 식재수량은 4개의 복토높이 처리구 및 대조

구 (개흙)에 3반복씩 180주이며 4수종에 대한 총 식재수량은 

모두 720주이었다 (Table 1).

토양분석 및 수목 생장 특성   복토높이가 토양이화학

적 특성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복토처리구 조성 2년 6개월 

후 각 복토처리별로 표토 10 cm 부위와 토양깊이별 (40, 80, 

130 cm)로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된 토양시료는 10 mesh 

(2 mm) 체와 40 mesh (0.5 mm) 체를 통과한 시료를 사용

하여 토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농업과학기술원, 2000), 토

양 pH는 토양과 증류수를 1:5로 희석한 현탁액을 pH meter

로 측정하였고, 유기물은 Tyurin 적정법, 전질소는 Kjeldahl

법, 유효인산은 Lancaster법, 양이온치환용량은 Brown법, 치

환성 양이온은 토양 10 g을 1M-NH4OAC로 침출 후 칼륨과 

나트륨은 Flame photometer (Jenway PFP-7), 칼슘과 마그

네슘은 ICP (JobinYvon JY-24)로 측정하였다. EC는 토양 

10 g에 증류수 50 mL를 가하여 전기전도도 측정기 (TOA 

CM-60S)로 측정하였으며 염분은 0.02 N-AgNO3를 이용한 

Mohs 적정법으로 구하였다.

식재된 묘목은 식재 2년 6개월 후의 복토높이에 따른 고

사율을 조사하였고, 생존묘목을 대상으로 수고생장 특성은 

디지털식 수고측정봉 (Senshin Industry Co, 정밀도 ± 1 mm)

과 근원경은 디지털 캘리퍼 (Mitutoyo Corporation CD-20B, 

정밀도 ± 0.01 mm)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복토높이가 고사율 및 식재목의 생장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AS, 2003) 복토처리 간 5%

에서 유의성이 있는 경우 던컨다중검정에 의해 처리 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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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ree planting space in each soil covering depth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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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ree planting map (A, Pinus thunbergii Parlatore; B, Chamaecyparis pisifera Endlicher; C, Zelkova serrata Makino; 
D, Quercus acutissima Carruthers) in each soil covering depth treatment.

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복토 높이에 따른 토양화학성 변화   공시목 식재전 

토양 화학성은 대조구 (개흙)의 경우, 토양산도는 pH 7.71

로 알카리성이며, NaCl 함량과 전기전도도 (EC)는 각각 1.13%

와 2.77 dS m
-1
로 매우 높았다 (Table 2).

산림토양 복토처리구는 pH 5.3-5.58로 우리나라 산림토

양의 평균 pH 5.50 (Jeoung et al, 2002)의 범위에 분포하

였으나, 유기물 함량은 0.1-0.3%로 조경수목의 식재를 위한 

적정범위인 3% (Nakajima, 1992)보다 매우 낮은 함량이었다. 

전질소 함량도 0.01-0.02%로 매우 낮았고 유효인산은 3-25 

mg kg
-1
으로 채취 깊이에 따라 기복이 심하였으며 평균함량

은 13 mg kg
-1
으로 조경수목 식재를 위한 적정함량인 50 mg 

kg
-1
 (Nakajima, 1992)에 비해서는 절반수준이었다. CEC는 

4.4-7.92 cmolc kg
-1
으로 조경수목의 식재를 위한 최소한

의 함량인 10 cmolc kg
-1
 (Nakajima, 1992)에 비해 낮았다.

복토처리 2년 6개월 후 처리별 표토 10 cm 깊이에서 토

양 pH 변화를 살펴 보았다. 0.5 m 복토구는 pH 5.45, 1.0 m 

복토구는 pH 5.77, 1.5 m 복토구에서 pH 5.67, 그리고 2.0 m 

복토구 pH 5.52로 공시목 식재 전보다 높아졌으나 복토높

이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10 cm 깊이의 경우 식재 

2년 6개월까지 토양 pH를 모니터링 해본 결과 수목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범위로 변화하지 않았다. 복토처리

별 (0.5 m, 1.0 m, 1.5 m, 2.0 m) 10 cm 깊이에 EC는 각

각 0.74, 0.49, 0.16, 0.07 dS m
-1
로 복토높이가 낮을수록 

EC가 증가하였고, 특히 0.5 m 복토구는 공시목 식재전 0.04 

dS m
-1
보다 2년 6개월 후에 EC 값이 약 18.5배 증가하였으

며, 1.0 m 이하 복토구는 식물생육에 크게 유해한 값인 0.4 

dS m
-1
 (Richards, 1954)보다 높아 수목고사 증가와 생장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복토처리별 (0.5 m, 1.0 m, 

1.5 m, 2.0 m) 10 cm 깊이에 염분함량은 0.26%, 0.15%, 0.05%, 



아산지역 해안매립지의 복토높이에 따른 토양화학성, 수목 고사율 및 생장 특성 50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lanted trees by soil covering depth treatments.

Tree species Size† Soil covering treatment Quantity Origin place of planting tree

P. thunbergii
H2.5

×
W0.8*

Tidal soil
0.5 m 
1.0 m
1.5 m
2.0 m
Total

 36
 36
 36
 36
 36
180

Chungnam Seosan City
Gobookmyun Namjungri

C. pisifera
H2.5

×
W0.8

Tidal soil
0.5 m
1.0 m
1.5 m
2.0 m
Total

 36
 36
 36
 36
 36
180

Chungnam Seosan City
Palbongmyun Eosongri

Z. serrata
H3.0

×
R6.0

Tidal soil
0.5 m
1.0 m
1.5 m
2.0 m
Total

 36
 36
 36
 36
36
180

Chungnam Taeangoon
Taeaneup Pyungchunri

Q. acutissima 
H2.5

×
R6.0

Tidal soil
0.5 m
1.0 m
1.5 m
2.0 m
Total

 36
 36
 36
 36
 36
180

Chungnam Seosan City
Woonsanmyun Keosungri

Total 720
†H, Tree height (m); R, Root collar diameter (cm).

Table 2. Soil chemical properties of each soil covering depth (before planted).

Soil covering
treatment Depth pH OM T-N Avail. 

P2O5
CEC

Exch. Cation
NaCl EC Total

base BS.
K+ Na+ Ca2+ Mg2+

cm (1:5) % % mg kg-1 cmolc kg-1 ----------- cmolc kg-1 ----------- % dS m-1 %
Tidal soil   5 7.71 0.9 0.03 51 8.36 3.95 9.90 3.97 6.63 1.13 2.77 24.45 293 

0.5 m
 10 5.39 0.3 0.01 15 4.84 0.13 0.23 5.36 2.57 0.01 0.04 8.29 171
 40 5.42 0.1 0.01 28 4.40 0.10 0.46 4.10 2.43 0.05 0.05 8.09 184

1.0 m
 10 5.40 0.3 0.01 25 4.84 0.09 0.29 6.56 3.25 0.03 0.10 10.19 211
 40 5.44 0.2 0.02  5 5.72 0.09 0.53 5.04 4.07 0.06 0.05 9.73 170
 80 5.30 1.2 0.02 22 7.92 0.18 0.30 5.78 3.14 0.03 0.07 9.40 119

1.5 m

 10 5.36 0.1 0.01 14 5.28 0.09 0.30 4.36 2.96 0.03 0.12 7.71 146
 40 5.58 0.1 0.01  7 7.06 0.07 0.33 5.02 2.57 0.04 0.12 7.99 113
 80 5.52 0.2 0.01  9 4.84 0.07 0.31 3.88 2.84 0.01 0.03 7.10 147
130 5.40 0.1 0.01 16 5.06 0.08 0.29 3.94 2.42 0.01 0.03 6.73 133

2.0 m

 10 5.27 0.1 0.01  8 7.70 0.11 0.22 5.50 2.67 0.03 0.07 8.50 110
 40 5.42 0.2 0.01  8 6.92 0.07 0.26 5.44 2.70 0.04 0.05 8.47 122
 80 5.33 0.2 0.01  3 7.26 0.13 0.30 5.33 2.12 0.02 0.08 7.88 109
130 5.12 0.2 0.01  7 7.18 0.15 0.28 4.88 3.04 0.06 0.11 8.35 116

0.02%로 0.5 m와 1.0 m 복토구는 식물의 생육한계인 0.05% 

(Honma, 1973) 이상으로 수목에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위로 나타났다. 치환성양이온 (K, Na, Ca, Mg) 함량

도 복토높이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이들 양이온

들이 pH와 EC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일반 산림

토양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값을 보였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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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oil chemical properties of each soil covering depth (after 30 month).

Soil covering
treatment Depth pH OM T-N Avail. 

P2O5
CEC

Exch. Cation
NaCl EC Total

base BS.
K+ Na+ Ca2+ Mg2+

cm (1:5) % % mg kg-1 cmolc kg-1 ----------- cmolc kg-1 ----------- % dS m-1 %
Tidal soil 5 7.71 0.9 0.03 51 8.36 3.95 9.90 3.97 6.63 1.13 2.77 24.45 293 

0.5 m
10 5.45 0.3 0.01 20 6.22 0.35 3.43 6.07 5.16 0.26 0.74 15.01 242 
40 5.50 0.2 0.01 15 7.47 0.32 4.53 4.41 3.41 0.29 0.96 12.68 172 

1.0 m
10 5.77 0.3 0.02 23 6.89 0.33 0.79 7.11 3.67 0.15 0.49 11.89 174 
40 5.65 0.2 0.01 33 7.62 0.33 1.17 6.29 3.44 0.22 0.69 11.24 148
80 5.49 0.3 0.01 40 7.18 0.34 3.71 4.33 3.80 0.34 1.10 12.17 169 

1.5 m

10 5.67 0.2 0.01 9 8.86 0.31 0.60 5.81 3.29 0.05 0.16 10.00 113 
40 5.75 0.2 0.01 6 9.42 0.32 0.50 5.14 3.50 0.05 0.14 9.46 101 
80 5.59 0.2 0.01 6 9.31 0.33 0.68 4.59 3.75 0.11 0.30 9.36 100 
130 5.42 0.2 0.01 11 9.46 0.33 2.01 4.22 3.44 0.27 0.70 10.00 105

2.0 m

10 5.52 0.3 0.01 7 8.73 0.35 1.23 6.23 3.22 0.02 0.07 11.02 128
40 5.65 0.2 0.01 5 8.80 0.32 0.37 6.04 2.94 0.02 0.06 9.67 110 
80 5.69 0.2 0.01 3 8.21 0.35 0.35 4.21 2.71 0.04 0.07 7.62 97 
130 5.43 0.3 0.01 6 9.72 0.35 0.38 4.77 3.89 0.05 0.10 9.4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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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ree mortality rates by soil covering depth treatments 
(Means by the same latter in each soil covering depth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토심 40 cm 부위의 토양 pH는 5.50-5.75에 분포하였

으며 복토높이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유기물, 전

질소,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 등도 복토높이 처리간 차이

가 없으나 염분함량과 EC의 경우 0.5 m와 1.0 m 복토구

가 1.5 m나 2.0 m 복토구에 비해 약 4-10배 정도 높은 

함량으로 이는 토양용액에 포함된 염분이 모세관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 m 복토구는 타 복토높이 

처리구에 비해 염분 및 EC가 가장 낮은 값을 보여 복토높

이가 높을수록 염분차단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

심 80 cm 부위의 염분과 EC값은 토심 130 cm에 비해 낮

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토심 130 cm 부위가 80 cm에 비

해 개흙과 접촉할 수 있는 깊이가 낮기 때문이다.

표토의 높은 치환성나트륨 백분율 (ESP : exchangeable 

sodium percentage)은 강우 후 토양구조를 악화시키고 투

수속도가 저하된다. 또한 엷은 피막을 쉽게 형성하고 건조

하면 단단하고 불투수층으로 되며 소다 흡착률이 높아진

다. 미농무성에서는 ESP 15를 작물생육 저해 임계농도로 보

고 있고 ESP 25~30이면 대부분의 식물은 고사하며, ESP

에 의한 구분은 15이상은 함염 토양 (Saline soils), 15이하

는 함염 알카리토양 (Saline Alkali soils)으로 분류하였다 

(U. S. Salinity laboratory staff, 1954). 

복토처리별 (0.5 m, 1.0 m, 1.5 m, 2.0 m) ESP는 식재

당년에는 각각 4.8%, 7.4%, 5.9%, 6.0%로 처리간에 큰 차

이는 없었다. 식재 1년 6개월 후에는 처리별로 53.6%, 6.4%, 

5.9%, 5.5%로 변화하여 복토높이가 가장 낮은 0.5 m 복토

구에서 무려 48.8%가 증가하였으며, 그 밖의 처리구는 변화

가 없었다. 2년 6개월 후에는 각각 55.2%, 11.5%, 6.8%, 6.5%

로 약간씩 증가하였다. 1.0 m 복토구 이하에서의 ESP는 

군산국가공단 근린공원의 11.0~18.6%, 녹지대의 7.0~13.8 

(Jang et al, 1999)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었고, 혐기적 조

건에서 식물이 영향을 받는 수준인 3~5%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었다.

복토높이별 수목 고사율 및 생장특성   대조구인 개흙

에서는 화백, 느티나무 및 상수리나무가 식재 당년에, 해송

이 식재 3년차에 전량 고사하였다. 수종별 및 복토높이별 

고사율은 해송의 경우 0.5 m 복토구는 27.8%이었고, 1.0 m 

복토구는 8.3%의 낮은 고사율을 보였으며, 1.5 m 복토구 이

상에서는 1주도 고사하지 않아 내염성이 강한 수종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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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soil covering 
depth treatemets and tree mortality rates.

Treespecies Correlation coefficients (r)
P. thunbergii  -0.8520 (p<0.01)
C. pisifera -0.9466 (p<0.01)
Z. serrata -0.9701 (p<0.01)
Q. acutissima -0.9625 (p<0.01)

Table 5. Tree height and root collar diameter growth in each soil covering depth.

Tree species† Soil covering depths
Tree height Root collar diameter

1998 2000 1998 2000
----------------------------------------------- cm -----------------------------------------------

P. thunbergii 

0.5 m 197
(2.74)a

309
(3.76)b

4.9
(0.10)a

5.8
(0.17)a

1.0 m 195
(2.71)a

314
(3.73)ab

5.0
(0.11)a

6.4
(0.18)b

1.5 m 197
(3.10)a

323
(4.01)a

5.1
(0.09)a

7.0
(0.22)a

2.0 m 192
(2.24)a

322 
(4.61)a

5.0
(0.08)a

6.8
(0.13)ab

C. pisifera 

0.5 m 226
(2.38)a

0.0
(0.00)c

4.8
(0.10)a

0.0
(0.00)c

1.0 m 230
(3.43)a

271
(5.06)b

4.8
(0.29)a

5.6
(0.25)b

1.5 m 225
(3.88)a

301
(5.93)a

5.0
(0.18)a

6.5
(0.25)a

2.0 m 229
(3.88)a

299
(3.65)a

4.8
(0.17)a

6.2
(0.25)ab

Z. serrata 

0.5 m 372
(5.10)a

380
(5.35)ab

6.0
(0.13)a

6.7
(0.23)c

1.0 m 368
(3.38)a

373
(3.75)b

5.5
(0.09)a

7.5
(0.19)b

1.5 m 364
(2.87)a

388
(3.17)a

5.6
(0.05)a

8.5
(0.17)a

2.0 m 365
(2.09)a

389
(2.26)a

5.6
(0.04)a

8.5
(0.15)a

Q. acutissima 

0.5 m 254
(3.24)a

267
(5.16)b

5.3
(0.13)a

5.8
(0.14)b

1.0 m 251
(4.53)a

260
(4.80)b

5.1
(0.13)a

5.8
(0.16)b

1.5 m 255
(4.52)a

300
(5.93)a

5.2
(0.10)a

6.3
(0.19)a

2.0 m 258
(6.86)a

302
(6.84)a

5.4
(0.10)a

6.5
(0.11)a

†Trees were planted in 1998 and measured after 38 months (2000). Means with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arenthesis values are standard error.

며 타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된바 있다 (Byun, 1997; 

Choi, 1988; Choi et al., 2000; Forest Research Institute, 

1992; Kodaira et al, 1984). 화백의 복토처리별 (0.5 m, 1.0 m, 

1.5 m, 2.0 m 복토구) 고사율은 각각 100%, 66.7%, 58.3%, 

33.3%로 복토높이가 높을수록 고사율이 점차 낮았으며, 2 m 

복토구에서도 33.3%나 고사하여 식재 수종 중 내염성이 가

장 낮은 수종으로 나타났다. 느티나무의 고사율은 복토처리

별로 각각 75%, 50%, 8.3%, 2.8%로 1.5 m 이상에서 고사율

이 유의적으로 낮아졌다 (p<0.05). 상수리나무는 식재 3년차

에 집중적으로 고사하였으며 복토처리별 (대조구, 0.5 m, 1.0 m, 

1.5 m, 2.0 m 복토구) 고사율은 각각 100%, 63.9%, 52.8%, 

16.7%, 16.7%로 복토높이가 높을수록 고사율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2 m 복토구에서도 비교적 높은 고사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복토높이는 식재 수종간 생존율에 상당한 차이

의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식재수종의 내염성은 해송, 느티

나무, 상수리나무, 화백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들은 내

염성이 수종 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하고 있

으며 (Allen et al., 1994; Choi, 1988; Dunn et al. 1994; 

Niknam and McComb, 2000; Tomar et al., 2003) 이는 수

종 고유의 생리적, 유전적 기작 차이가 원인으로 잎에 부

착되거나, 토양용액을 통하여 뿌리로 흡수되는 Na
+
와 Cl

-
 

이온의 흡수 기작이 내염성 차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

고되고 있다 (Allen et al., 1994; Pallard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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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토높이에 따른 수종별 고사율 사이에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해송, 화백, 느티나무 및 상수리나무 등 4수종 

모두 강한 부의 상관을 보여 (r=- 0.85, r=-0.97) 복토높이

가 높을수록 고사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이는 복토높이가 낮을수록 토양층에 염류가 집적되고 토

양 용액내 삼투압이 증가하여 수목뿌리로부터 토양용액의 

흡수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양분흡수를 방해하여 길항작용

을 일으켜 식물생육억제나 고사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

문이다 (Okazaki et al., 1982; Storey, 1995).

복토높이별 수목 생장변화   복토높이별 수고생장은 

해송의 경우 복토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생장이 양호하였다. 

그러나 화백은 0.5 m 복토구에서 모두 고사하였고 1.5 m와 

2 m 복토구 사이에 수고 생장차가 크지 않았으며 느티나

무는 1.5 m와 2 m 복토구 사이에 수고생장이 유사하였다 

(Table 4). 상수리나무의 경우도 복토높이가 높을수록 수

고생장이 양호하였으며 1.5 m와 2 m 복토구는 생장차가 크

지 않았다. 근원경의 경우 해송은 복토높이가 높을수록 생

장이 양호하였으며 화백은 1.5 m 복토구의 근원경 생장이 

양호하였다. 느티나무는 1.5 m와 2.0 m 복토구 사이에 근

원경의 생장차가 없었다. 상수리나무 근원경도 복토높이가 

높을수록 생장이 양호하였으나 1.5 m 복토구와 2.0 m 복토

구 간 생장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복토높이에 따른 근

원경 및 수고생장의 차는 토양 내 염분함량이 식재수목의 

생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Allen, 1994; Niknam and McComb, 2000). 예를 들면 

토양내 과도한 염분함량은 양분흡수를 담당하는 세근의 

뿌리로부터 탈수 (dehydration)를 증가하여 뿌리손상에 따

른 수분과 양분흡수가 저해되고 (Madsen and Mulligan, 2006; 

Storey, 1995) 엽에서는 부분적인 기공폐쇄와 함께 이산화

탄소의 흡수가 감소되어 광합성 효율 감소에 의한 생장 

저하 (Pallardy, 2008)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 

조사구에서도 0.5 m와 1.0 m 복토구의 경우 타 복토 처리구

에 비해 염분함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Table 2) 이들 처리

구의 생육불량은 과도한 염분상승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요     약

해안매립지에서 식재지반 조성을 위한 복토높이에 따른 

토양의 채취, 운반 및 매립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큰 차

이가 있기 때문에 수목의 정상생육이 가능한 적정 복토높

이를 구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아산국가산

업단지에서 해송, 화백, 느티나무 및 상수리나무에 대하여 

복토처리별 (대조구, 0.5 m, 1.0 m, 1.5 m, 2.0 m 복토구)

로 식재 후 2년 6개월 경과한 후 토양화학성, 수목 고사율, 

수고 및 근원경 생장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토양화학성은 

복토높이가 낮을수록 pH, EC, 염기총량 및 염기포화도가 

높아지고 K
+
, Na

+
, Ca

2+
, Mg

2+
, Cl

- 
등 염류함량이 증가하

였다. 특히 1 m 복토구 이하에서 이들 화학성분의 농도가 

높아져, 수목의 고사율 및 생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

으로 나타났다. 수목 고사율은 복토높이가 높을수록 낮아

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1.5 m 복토구 미만에서 고사율이 급

격히 증가하였다. 수고와 근원경 생장은 복토처리가 높을

수록 양호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수고생장은 해송

의 경우 0.5 m 복토구와 나머지 3개 처리 간에 유의적인 생

장차이가 있었으며 화백, 느티나무, 상수리나무는 1.5 m 복

토구 미만에서 유의적인 생장차가 있었다. 근원경의 경우 

식재수종 모두 복토높이가 높을수록 생장이 양호하였으며 

1.5 m 복토구와 2.0 m 복토구 간 생장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안매립지의 복토높이에 따른 고사율 

및 생육특성은 식재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해송의 경우 

1 m 이내의 복토도 가능한 반면에 화백, 느티나무 및 상수

리나무는 1.5 m 이상 복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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