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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석탄 폐 지 주변 폐석더미에서 복토와 식생기반재 처리가 

소나무(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와 

참싸리(Lespedeza cyrtobotrya Miq.)의 경쟁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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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 of soil covering depth and vegetation base materials 

on the competition between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and Lespedeza cyrtobotrya Miq., which 

were grown in an abandoned coal mine land for three years after seeding, by comparing their growth 

and stem density. The study site was consisted of sub-plots with four different soil covering depths 

(0cm, 10cm, 20cm, and 30cm) and four different compounds of vegetation base materials (peat moss 

(control), soil conditioner+peat moss (S+P), erosion control material+peat moss (E+P), and soil 

conditioner+erosion control material+peat moss (S+E+P)).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opposite 

pattern between P. densiflora and L. cyrtobotrya with different soil covering depth and compounds of 

vegetation base materials in general. P. densiflora showed the highest growth and stem densit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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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s with 10cm and 0cm depths of soil covering, respectively, while the lowest was shown in plots 

with 20cm depth of soil covering. In contrast, L. cyrtobotrya showed the highest growth and stem 

density in plots with 20cm depth of soil covering, while the lowest was shown in plots with 0cm 

depth of soil covering. In case of vegetation base materials, P. densiflora showed the highest growth 

and stem density in control plots and plots treated with S+P, respectively, while the lowest was shown 

in plots with S+E+P treatment. On the other hand, L. cyrtobotrya showed the highest growth and stem 

density in plots treated with S+E+P, while the lowest was shown in control plots. These results 

suggested the competition between two plants as a major cause of opposite patterns, which is induced 

by the suppressed growth and stem density of P. densiflora by fast growing L. cyrtobotrya. Despite 

the suppression of L. cyrtobotrya on P. densiflora, L. cyrtobotrya can play a positive role in 

improving soil quality, and thus it would be more desirable for restoring abandoned coal mine land 

to manage the growth of L. cyrtobotrya periodically, rather than eliminate them.

Key words：phytorestoration, vegetation cover, mine wastes, soil conditioner, erosion control material.

I.서  론

  국내 에 지 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라 무연탄

의 소비가 격히 감소하면서 부분의 석탄

산은 폐 되었다. 2010년 기 으로 남아있는 가

행 산은 6개소로, 이는 총 석탄 산의 1.5%에 

불과하다(Mine Reclamation Corporation, 2012). 

과거 2차 산업이 활발할 당시 이루어진 범

한 채  활동으로 인해 넓은 면 의 산림이 황

폐화되었다. 특히 체 채탄량의 60% 이상에 해

당하는 폐석들을 모아놓은 폐석더미는 지 까지 

국에 산재하여 있으며, 자연경 을 훼손시킴

은 물론 지반침하와 폐석유실을 일으키는 등 다

양한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Bradshaw 

and Chadwick, 1980; Cho et al., 1995).

  폐석더미를 안정화시키는 수단으로는 다양한 

물리·화학  처리방법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지속효과가 길지 않아 효율 이지 못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Smith and Bradshaw, 1979). 

따라서 이에 한 안으로 폐석더미의 기질특

성을 분석하고, 식물의 생육에 합하도록 개량

하여 식생으로 피복하는 생태 인 근방법이 

제시되고 있다(Lunt et al., 2003). 

  최근 폐석더미의 식생복원을 한 방법으로 폐

석더미 에 복토를 실시하고 토양의 기질을 개

선하여 식물의 생육을 진하는 방안에 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12). 그러나 구체 으로 복토깊이나 

다양한 식생기반재 처리에 의한 토양기질 개선

이 식물의 생장에 미치는 향에 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기존의 연구들은 식

피율을 높이는 데에 을 맞추어 단순히 지

를 조성하거나 선발된 종을 도입하여 단순림을 

조성하는 형태 으며, 이러한 형태는 종다양성 

뿐만 아니라 계층구조 측면에서도 안정된 생태

계를 이루는 생태학  근과는 거리가 멀다

(Lee et al., 2002; Kim, 2005).

  한편, 소나무(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는 우리나라 산림을 이루는 교목수종  

약 23%를 차지하며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는 주

요 수종이다(Korea Forest Service, 2011). 한 

참싸리(Lespedeza cyrtobotrya Miq.) 등의 싸리

나무속은 국 지  산야에 리 분포하며 2

차 천이 기단계에서 표 으로 우 하는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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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 목이다(Song and Kim, 1992). 일반 으로 

식생복원시 가  자생종 주로 녹화하는 것

이 자연천이를 진하고 유 인 교란을 방지

하는 데에 유리한 것을 감안하면(Koh et al., 

2006; Cha et al., 2008), 국내에 리 분포하는 

소나무와 참싸리를 이용한 복원연구의 요성

은 타 수종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참

싸리는 질소고정식물  하나로서 이들의 식재

는 토양기질을 개선하는 데에 효과 일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폐석더미의 복원방안 수립의 

일환으로 국내에 자생하는 표 인 교목  

목 수종인 소나무와 참싸리가 계층을 이루며 혼

재하는 상황을 조성하고 이들의 생장  경쟁 

계를 추정하는 연구는 기존의 단일 수종을 

상으로 하는 제한된 연구에 비해 생태학  측면

에서 보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석더미에 복토  

식생기반재를 처리하여 시험지를 조성하고, 그 

에 표 인 교목수종인 소나무와 목수종

인 참싸리를 함께 종한 후 이들의 생장  개

체군 도를 조사하여 각 처리에 따라서 복원 

기의 생장과 수종 간 경쟁이 어떤 형태로 나

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이러한 기의 복

원형태 연구를 통해 장기 인 에서 토양기

질 개선방법  복원방향을 구명하고자 하 다.

II.재료  방법

1.시험지 개황

  본 시험지는 강원도에 치하는 D탄  폐석더

미(N 37° 11’ 21.88”, E 128° 58’ 59.48”) 상에 

조성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연평년 기온(1981-

2010)은 8.7℃, 연평년 강수량은 1,324.3mm이다 

(기상청 자료, http://www.kma.go.kr). 시험구의 

사면경사는 25-30°, 사면방향은 남서사면이다. 

조사지 주변에는 모암이 나출된 노암지가 많고 

반 으로 토양 발달이 빈약하며, 천연림인 소

나무 군락과 인공림인 일본잎갈나무 군락이 분

포하고 있다.

  폐석더미의 입도분석 결과, 모래의 비율이 매

우 높은 사양토이고, 입경 2mm 이하의 폐석이 

체 폐석의 49.7%로 가장 많았으며, 입경 

2mm - 2cm의 폐석은 체 폐석의 3%로 식생

이 착생하기에 비교  양호한 환경이었다. 폐석

의 산도는 pH 4 이하로 강산성을 띠었다. 유기

물 함량은 일반 산림토양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소와 유효인산은 일반 산림토

양과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양이온치환용량을 

비롯한 치환성양이온의 함량은 매우 낮았다.

2.시험지 조성

  본 시험지는 2008년 9월 폐석더미에서 식생

의 활착  생장에 미치는 복토  식생기반재 

처리의 효과를 구명하기 해 조성되었으며, 이

를 해 폐석더미에 기 지반 정리를 한 비탈

다듬기와 단끊기 작업을 선행하 다. 이후 복토

깊이에 따른 소나무  참싸리의 개체군 도를 

비교하기 해 복토를  하지 않은 조구를 

포함하여 10cm, 20cm, 30cm 깊이 등으로 복토

한 4개 시험구를 조성하 다. 복토용 흙은 자갈 

이상 크기의 돌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모재토양

을 사용하 으며, 기타 잡물은 섞여있지 않았

다. 시험지 내 폐석의 크기가 고르지 않았으므로 

폐석 간의 공간을 잘 충진하고 정해진 복토깊이

가 확보되도록 복토하 다. 한 식생기반재 처

리에 따른 개체군 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해 

각 복토처리구 내에 토양개량제(soil conditioner, 

S), 침식방지제(erosion control material, E), 피트

모스(peat moss, P) 등 일반 으로 사용되는 식

생기반재의 혼합을 다양하게 처리한 4개 시험구

(피트모스 처리구( 조구), 토양개량제 + 피트모

스 처리구(S+P), 침식방지제 + 피트모스 처리구

(E+P), 토양개량제 + 침식방지제 + 피트모스 처

리구(S+E+P))를 조성하 다 (Figure 1). 처리구 

조성을 해 사용된 식생기반재 양은 각각 토양

개량제 11,000g m-2, 침식방지제 4g m-2, 피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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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plots with different soil covering depth and plant base materials in abandoned coal mine land 

(S, E, and P indicates soil conditioner, erosion control material, and peat moss, respectively).

Figure 2. Mean height and root collar diameter of Pinus densiflora seedlings (a) and biomass of Lespedeza 

cyrtobotrya (b; Kim et al. (2012)) with different soil covering depth.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errors. The values indicated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other values.

스 0.002ℓ m
-2

 등이었다. 조성된 시험지에 2009

년 7월 소나무와 참싸리 종자를 습식종자뿜어붙

이기(wet seed-spraying measure) 공법으로 직

하 으며, 수종별 종량은 각각 0.01ℓ m
-2 

다. 종자살포가 끝난 사면에는 거 을 지면과 잘 

착하도록 덮었으며, 야생동물 기피제를 3배 

희석하여 거  에 고압 살포하 다.

3.조사방법

  2012년 9월 각 처리구별로 2m × 2m 크기의 

방형구 내 소나무 치수의 수고, 근원경  개체

수를 3반복으로 측정하 다. 참싸리의 자료는 

2012년 8월 Kim et al. (2012)이 동일한 시험지

에서 측정한 생체량  개체수를 이용하 다. 

참싸리가 소나무와 달리 맹아력이 강한 수종임

을 감안하여, 소나무 치수의 수고  근원경과 

참싸리의 생체량을 각 수종의 생장량을 표하

는 척도로써 비교하 다. 한 한 시험구 내 두 

수종의 개체군 도를 비교하여 상호 경쟁 계

를 추정하 다. 복토깊이  식생기반재 처리에 

따른 수종별 생장 경향  개체군 도를 비교

하기 하여 SAS 9.2 (analytical software)를 이

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III.결과  고찰

1.복토깊이에 따른 소나무  참싸리의 생장 비교

  복토깊이에 따른 소나무의 생장을 비교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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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tem density of Pinus densiflora seedlings 

and Lespedeza cyrtobotrya with different 

soil covering depth.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errors. The values indicated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other values. Captial letters and small 

letters are used for P. densiflora and L. 

cyrtobotrya, respectively.

과, 수고  근원경은 서로 유사한 경향을 보

다(Figure 2a). 수고  근원경은 모두 복토를 

10cm 깊이로 처리하 을 경우 가장 높았으며, 

20cm 깊이로 처리하 을 경우 가장 낮았다. 한

편, 참싸리의 생체량은 20cm 깊이의 복토처리구

에서 가장 높았으며, 소나무의 생장과 비교하

을 때 체로 반 되는 경향을 보 다(Figure 2).

  복토깊이에 따른 소나무의 개체군 도를 비

교한 결과, 20cm 깊이의 복토처리구에서 가장 

낮았으며 타 시험구와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

를 보 다(p < 0.05). 가장 높은 개체군 도를 

보인 것은 복토를  하지 않은 조구 으나 

10cm 는 30cm 깊이로 복토 처리한 시험구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ure 3). 한편 참싸리의 

개체군 도는 20cm 깊이의 복토처리구에서 가

장 높고, 무복토 조구에서 가장 낮아 소나무

의 복토깊이에 따른 개체군 도와 반 되는 경

향을 보 다(Figure 3).

  반 으로 두 수종 모두 생장량과 개체군 

도 간에는 서로 비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어느 한 수종의 생장량이 높은 시험구에서 다른 

수종의 생장량이 낮은 경향을 보 다. 특히 각 

수종에 유리한 복토처리 깊이는 소나무의 경우 

무복토처리구, 참싸리의 경우 20cm 깊이 복토

처리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

난 원인  하나로 복토처리가 토양의 산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류 는 

목류가 상 으로 우 하기에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Pichtel et al., 

1994)를 고려할 수 있다. 즉 복토처리구의 소나

무 생장이 무복토처리구에 비해 낮은 결과는 복

토처리가 참싸리의 생장을 진시켜 상 으

로 생장속도가 느린 소나무의 생장을 해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복토를 30cm 깊이로 처

리하 을 경우 참싸리의 생장은 무복토처리구

에 비해서는 높으나 10cm 는 20cm 깊이 복

토처리구에 비해서는 낮아 복토깊이와 참싸리

의 생장이 항상 비례하지 않는 결과를 보 다. 

복토깊이에 따른 식생의 생장량을 직 으로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식생의 종류에 따

라 더 좋은 생장을 보이는 복토의 깊이는 서로 

다르다는 기존 연구 결과(Buchanan et al., 

2005)는 이러한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경향

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폐석더미

를 본류  목류 등의 하층식생으로 빠르게 

피복하기 한 목 으로는 복토를 20cm 깊이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고, 생장이 느린 침염수 

교목림을 조성하기 해서는 본류  목류 

등의 하층식생을 주기 으로 제거해주는 작업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식생기반재 처리에 따른 소나무  참싸리의 

생장 비교 

  식생기반재 처리에 따른 소나무의 생장을 비

교한 결과, 소나무의 수고  근원경은 조구 

 토양개량제 처리구에서 높고, 토양개량제와 

침식방지제를 함께 처리한 시험구에서 가장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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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ean height and root collar diameter of Pinus densiflora seedlings (a) and biomass of Lespedeza 

cyrtobotrya (b; Kim et al. (2012)) with different compounds of vegetation base materials.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errors. The values indicated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other 

values.

Figure 5. Stem density of Pinus densiflora seedlings 

and Lespedeza cyrtobotrya with different 

compounds of vegetation base materials.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errors. The 

values indicated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other values. 

Captial letters and small letters are used 

for P. densiflora and L. cyrtobotrya, 

respectively.

은 경향을 보 다(Figure 4). 한편, 참싸리의 생

체량은 소나무의 생장량과 반 로 조구에서 

가장 낮고, 토양개량제와 침식방지제를 함께 처

리한 시험구에서 가장 높았다(Figure 4).

  소나무의 개체군 도는 조구와 침식방지제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토양개량제와 침식

방지제를 모두 처리한 시험구에서 가장 낮았다. 

한편 참싸리의 개체군 도는 조구에서 가장 

낮고 토양개량제와 침식방지제를 모두 처리한 

시험구에서 가장 높아, 소나무의 식생기반재 처

리에 따른 개체군 도와 체 으로 반 되는 

경향을 보 다(Figure 5).

  참싸리의 경우 식생기반재 처리에 따른 생체

량과 개체군 도는 같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Figure 4b와 5), 소나무는 토양개량제만 처리한 

시험구에 한해서 수고  근원경 생장과 개체군 

도가 다른 경향을 보 다(Figure 4a와 5). 식

생기반재 처리에 따른 소나무의 개체군 도는 

수고와 근원경에 비해 비교  변화가 심한 것으

로 미루어 토양개량제 처리구에서 소나무의 생

장이 해되기 보다는 고사된 개체목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식물의 생장이 토양산도  양분이 일정한 

수 으로 유지되는 곳에서 진되며(Pichtel et 

al., 1994), 토양개량제  침식방지제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일반 으로 알려진 사실

이나, 이와 반하는 본 연구에서의 소나무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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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결국 참싸리의 생장과 계가 깊은 것으

로 추정된다. 즉 폐석더미에 처리된 토양개량제 

 침식방지제는 소나무와 참싸리의 생장에 모

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들의 처

리효과가 생장속도가 빠른 목수종인 참싸리

의 생장에서 더 크게 나타나면서 소나무의 피압

정도 한 커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3.폐석더미의 복원

  폐석더미의 복원에 있어서 빠른 피복은 요

하게 고려할 요인  하나지만, 본류 는 

목류의 피복은 교목류의 피복에 비해 미 상으

로 질이 낮으며 지속 으로 짧은 주기의 리가 

요구되므로 장기 인 에서 볼 때 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목류의 기 유입은 빠른 

뿌리 발달을 통해 뿌리분비물과 미생물 활성의 

효과로 토양의 입단형성을 진시켜 비옥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Oades, 1993; Tisdall, 1994; 

Six et al., 2007), 장기 으로 볼 때 복토  식생

기반재 처리의 부재는 토양유실 는 비옥도의 

감소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식물의 생장을 

해할 수 있다(Fox and Bryan, 1992; Brandsma 

et al., 1999; Manna et al., 2005). 따라서 교목류

만을 주로 하는 피복은 토양 기질의 개선과 

복원의 지속성 측면에서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생장이 느린 침염수 교목림을 지속가능한 형태

로 조성하기 해서는 복원 기에 한 깊이

의 복토  식생기반재 처리를 통하여 본류와 

목류에 의한 피복을 한 수 으로 유도함

으로써 토양의 물리  성질을 개선하고, 침엽교

목 치수를 함께 식재하면서 이들이 본류  

목류에 의해 피압되지 않도록 주기 으로 

리하는 방안이 할 것으로 사료된다.

IV.결  론

  본 연구는 국내에 자생하는 표 인 목 

 교목수종인 참싸리와 소나무를 이용한 폐석

더미의 복원방안과 련하여 복토처리 깊이와 

식생기반재 처리에 따른 복원 기 두 수종의 

생장량  개체군 도를 비교함으로써 상되

는 복원형태를 추정하고, 복원목 에 부합하는 

처리형태를 제시하고자 하 다. 결과 으로 두 

수종은 복토깊이  식생기반재 처리에 따라 뚜

렷한 생장 차이를 보 으며, 생장속도가 빠른 

참싸리의 우 이 소나무의 생장량  개체군 

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토양개량제와 침식기반재를 

함께 처리하고 복토를 한 깊이로 처리하

을 때 맹아력이 강한 목류의 생장을 진시킴

으로써 폐석더미의 빠른 피복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폐석더

미의 복원 방안을 수립하기 해서는 복원 속도

뿐만 아니라 복원 이후의 식생 피복 형태, 복원

의 지속성, 그리고 복원 비용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를 통해 두 수종의 생장  경쟁과

정을 장기 으로 조사하여 단기 인 연구로 추

정하기 어려운 천이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 시험지 내 토양의 물리·화학  성질 변화

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이들이 개선되는 최 의 

조건을 구명하는 연구를 통해 가장 효과 이고 

효율 인 폐석더미 복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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