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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effect of soil amendment and loess on physi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dredged soil and primary height growth of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Three types of research plots: control plot (Dredged soil only), DC treatment plot (Dredged soil + soil 

amendment) and DCL treatment plot (Dredged soil + soil amendment + Loess) were set at Okgu 

research site in Saemanguem. 32 trees of U. davidiana var. japonica were planted in each plots after 

14 months from the construction. Soil texture, pH, electrical conductivity (EC), organic matter (OM), 

total nitrogen (TN), available P, exchangeable cation (K+, Na+, Mg2+, Ca2+) and sodium chloride were 

measured after 3 years from the construction. Also, survival rate and height of U. davidiana var. 

japonica were measured 22 months after planting, and the correlation between height of trees and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oil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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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though pH in both DC and DCL treatment plots are lower than control plot, they are still 

alkaline (> pH 8). OM, TN and available P in both DC and DCL treatment were higher than the 

control. Particularly, the content of available P in both DC and DCL treatment plots are 1.4∼5.1 times 

and 2.0∼3.1 times higher than the control respectively. The concentration of exchangeable Mg in DCL 

treatment plot was 1.1∼5.5 times higher than the control (p < .05).

The survival rate of the species was the highest in DCL treatment plot (98%) followed by DC 

treatment plot and the control. The average height of the trees in both DC and DCL treatment plots 

is 1.1m while the control is 0.8m. OM, TN, available P, K+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height 

of U. davidiana var. japonica(p < .01). 

The results indicate that soil amendment affects on soil physi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dredged 

soil and height growth of U. davidiana var. japonica.

Key Words：Saemanguem area, Reclaimed land, Improved Soil, Salty Soil.

I.서  론

바닷가에 치하여 인공 으로 조성된 토지

인 임해 매립지는 설토로 매립한 설토 매립

지, 산지 토양과 설토가 혼합된 매립지, 산지 

토양을 이용하여 매립한 산흙 매립지가 있다

(Seo, 2012). 이  설토 매립지는 해 에 있

는 토양으로 모래 함량이 높아 토양 수분의 부

족, 토양 건조, 낮은 보수력과 보비력, 비산 등

의 문제 이 있으며, 높은 pH와 염분 농도, 

한 산지 토양에 비해 1/10∼1/20정도인 유기물 

 양분 함량으로 수목 생육에 불리한 토양 조

건을 가지고 있다(Hu, 2003). 따라서 임해 매립

지에 식재된 수목은 염분이나 해풍의 피해를 받

기 쉽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생존율이 낮아지고 

수형이 불량해 지는 등의 불량한 수목 생육의 

사례가 많다(Bernstein and Ayers, 1971). 선행 

연구에서, 임해 매립지의 토양 개량의 필요성을 

보여  것과 같이 임해 매립지에 식생 조성  

녹화를 해서는 식재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

수 이다. 

임해 매립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재 기

반 조성 방법 에는 설토 에 오염되지 않

은 산지 토양을 1m∼1.5m의 높이로 복토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산지 토양으로 복토 시 토

사 확보가 어렵고 주변 산지의 훼손이나 생태계 

괴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다른 식재 기반 조

성 방법으로는 복토, 성토, 객토, 토양개량재의 

혼합, 시비, 배수를 이용하여 토양의 성질을 개

량하는 방법이 있다(Kim, 2001). 

토양개량재의 종류에는 유기물을 주원료로 하

는 유기성 토양개량재와 석을 주원료로 하는 

무기성 토양개량재로 구분할 수 있다(Kim at al., 

2009). 그  유기성 토양개량재는 토양 미생물

이 포함되어 있어 토양 양분을 이용하면서 척

박한 토양이나 토심이 깊은 지역에서도 양분을 

균형 있게 증진시켜 다고 알려져 있다. Woo 

(2003)은 경사면의 조기녹화와 토양유실의 억

제에 효과 인 것으로 보고하 고, Huttermann 

et al.(1999)은 토양개량재의 농도에 따라 사질토

에서 Pinus halepensis의 생존율과 토양 수분의 

함량이 증가하 다고 발표하 다. 한 토양개량

재와 배사토를 혼합하여 사용할 시 토양의 용

도, 공극율, 수리 도도  양이온 치환용량에 

개선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Park et al., 1992). 

객토  복토 등으로 이용되는 황토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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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oil treatment on each plot.

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인체에 무해하여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주로 석 이 심인 미

사 크기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CaCO3, 

MgCO3와 같은 가용성 염류가 많이 포함된 연

황색 퇴 물이다. 일부 세립질 입자의 크기는 

0.01∼0.05mm이며, 약 0.05mm인 입자는 수목 

생육에 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Jeong et al. 

(201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황토의 주성분은 

SiO2와 Al2O3이며 80.7%, 67.2%를 차지하고 있

으며 Fe2O3의 함량은 12.8%로 나타났다. 그  

SiO2는 결합성  성형성을 좋게 하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하 다. 한 황토의 콜로이드 입자

는 물질을 응집 흡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황토를 변형(제올라이트, 란타늄-황토, 알루미늄-

황토)하여 이용하고 있다(Hong, 2002; Shin et al., 

2012).

임해 매립지에 수목 식재를 해서는 토양 

개량 뿐만 아니라 임해 매립지에 응이 가능한 

수종을 선정이 필수 이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느릅나무(Ulmus davidiana var. japonica)는 임

해 매립지에 응능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으

며, Park et al.,(2003)의 연구에서 임해 매립지

에서의 고사율이 7.33%로 낮게 나타나 비교  

임해 매립지에 잘 응하고 있는 수종으로 밝

졌다. 한 구덩이를 서 식재하는 방법인 단

목 객토 지역에서의 느릅나무 고사율이 5.43%

로 낮아 내염성과 내조성이 강하고 이식이 용이

한 수종임을 확인하 다.

새만  사업은 녹지, 주거용지, 산업 용지 등

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자 계획되었으며, 이 

지역은 바다 외곽에 방조제 축조로 노출된 간척

지에 설토나 갯벌로 매립하여 조성 할 계획이

다(Prime minister’s office, 2011).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설토의 수목 생육 기반 조성 연구의 

일환으로, 설토의 이화학성을 증진시킬 것으

로 기 되는 유기성 토양개량재와 황토를 이용

하여 토양개량재 혹은 토양개량재와 황토의 혼

합이 설토 이화학성 향상  수목 생장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II.재료  방법

1.시험지  시험구 조성

시험지의 치는 방  35° 53 38.05 N, 126° 

41 55.35 E로서 행정구역으로는 라북도 군산

시 옥구읍에 있다(Figure 1). 본 시험지는 새만

 방조제의 축조로 간척지가 노출되었으며, 

설공법으로 매립 될 정이다. 본 연구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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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hysi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soil amendment.

OM N P K Water contents Lime MgO NaCl

% % % % % % % %

31.25 0.86 0.39 0.21 42.43 3.94 0.15 0.24

Table 2. The Physi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loess.

　 Soil 

texture

pH OM TN Avail. P Ex-Cations(cmolc kg-1) NaCl

　 1 : 5 % % mg kg-1 K+ Na+ Ca2+ Mg2+ %

Loess SL 4.74 0.24 0.02 24.91 0.37 0.25 2.13 1.98 0.16

*park, 2014. 

토로 매립했다는 제 하에 진행하 고 처리구

는 조구( 설토 100%, D), 설토(100%)와 

토양개량재(DC) 혼합 처리구, 설토(80%)  

토양개량재와 황토(20%)(DCL) 혼합 처리구인 

총 3개의 처리구로서 2011년 5월에 조성하 다.

각 처리구의 규모는 폭 3.5m × 길이 20m × 

깊이 1.6m이며, 시험지의 체 규모는 14.7m × 

20m이다. 토양개량재의 함량은 토심 0∼0.3m

까지 개량재 60kg/m3, 토심 0.3∼0.7m는 개량재 

30kg/m3, 토심 0.7∼1.3m는 개량재 10kg/m3으

로 층 별 처리하 고 토심 1.3m∼1.6m까지 쇄

석을 포설하여 배수층을 조성하 다. 토양개량

재는 염해지 용 개량재로 시 에 매되고 있

는 제품을 사용하 다. 토양개량재의 이화학성 

분석은 Table 1과 같으며, 토양 개량재는 칼슘-

마그네슘 화합물 45%, 철-알루미늄 화합물 1%, 

규소 화합물 5%, 식물성 유기물 32%, 석회 3.9%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2.토양 조사  분석

토양 시료는 각 처리구 당 2지 에서 심토 

0.1m, 0.3m, 0.6m, 0.9m에서 500g씩 채취하여 

혼합하 으며 2011년 10월( 조구)과 2014년 4

월(모든 처리구)에 채취하 다. 채취한 토양은 

완 히 건조되도록 105°C 건조기에서 건조 후 

분석을 실시하 다. 토양화학분석법에 따라 토

성(Soil Texture), 수소 이온 농도(pH), 기 

도도(EC, Electriccal Conductivity)는 공시 토양

의 포화 추출액을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치

환성 양이온 (Ca2+, Mg2+, K+, Na+)은 Brown법, 

질소는 CNS, 유효인산은 비색법, 염분 농도

(NaCl, Sodium Chloride)는 Mohr법으로 측정하

다.

3.공시 수종

공시 수종은 내염성이 있는 느릅나무(Ulmus 

davidiana var. japonica)로 선정하 다. 느릅나

무의 묘목은 각 처리별로 각 32본씩, 총 96본을 

2012년 6월에 식재하 다. 모든 묘목을 상으

로 이식 직후에 측정한 느릅나무의 평균 수고는 

조구 0.8m, DC 처리구 0.9m, DCL 처리구 

0.9m이었다.

4.수목 생존율  수목 생장

수목 생존율은 2014년 4월 조사한 수목을 

상으로 고사목을 제외한 나머지 수목을 조사하

여 생존율을 계산하 고, 수고 생장량은 식재 

기(2012년)와 식재 22개월 후(2014년)의 수고

차를 이용하 다.

5.통계분석

토양 처리구 간 이화학성은 Tukey 검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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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ticle size of dredged soil in 2011.

Soil 

depth

Sand Silt Clay

% % %

Dredged soil

(D)

0 84.60 14.12 1.28 

0.3 79.76 17.67 2.57 

0.6 84.54 12.89 2.57 

0.9 85.48 11.95 2.57 

Table 4. Chemical properties of dredged soil in 2011.

Soil depth

m

pH EC OM TN Av-P Ex-Cations(cmolckg-1) NaCl

1 : 5 dS m-1 % % mg kg-1 K+ Na+ Ca2+ Mg2+ %

D

0 8.34 2.42 0.43 0.01 58.24 0.64 0.60 9.53 1.53 0.03 

0.3 8.66 1.70 0.46 0.01 75.18 0.64 0.47 9.70 1.66 0.02 

0.6 9.11 1.22 0.30 0.01 42.44 0.47 0.42 9.78 1.37 0.02 

0.9 9.04 1.41 0.25 0.01 38.64 0.43 0.45 7.53 0.98 0.03 

Titer1) 5.5∼6.5 ≤1.0 ≥3.0 ≥0.06 ≥100 ≥0.6 ≤0.52) ≥2.5 ≥0.6 ≤0.2

1)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02. landscape plan standard
2) Soil fertilization handbook. 1995

으며, 느릅나무의 수고와 토양 이화학성의 상

계분석을 하 다. 모든 통계는 통계 로그

램인 SPSS를 이용하여 실시하 다.

III.결과  고찰

1. 설토의 토양 분석 결과

노출 간척지의 매입재료인 설토에 한 분

석 결과, 모래질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Table 3) 보수성과 보비성이 낮을 것으로 단

된다. 시험 조성 당년(2011년)에 이화학성을 분

석한 결과 pH 8.3 이상의 높은 알카리성을 띠었

으며, EC는 기 치 1보다 높은 1.22∼2.4dS m-1

를 보 다. 토양 양 물질인 유기물, 질소, 

유효인산은 각각 0.25∼0.46%, 0.01%, 38.64∼

75.18mg kg-1로 정 수 에 미달하 다. 토심 

0.6m 와 0.9m에서의 K+과 표토에서의 Na+을 제

외한 나머지의 치환성 양이온은 성 수 이었

다. 염분 농도 한 0.2% 이하로 기존 연구들에 

의해 알려진 설토의 염분 함량보다 낮은 결과

를 보 다. 

2.토양개량재와 황토 혼합에 의한 설토의 이화

학성 변화

D, DC, DCL의 처리구별 입도 분석 결과, 모

든 처리구에서 모래 함량이 80% 이상으로 높았

다(Table 5). 토양 개량에 의한 pH의 결과는, 모

든 처리구에서 pH　9.47∼8.03으로 알카리성을 

보여 일반 산림토양 pH 5.8보다 훨씬 높은 수치

를 보 다(Table 6). 설토는 pH는 2011년의 

pH보다 2014년에 오히려 증가하 다. DC 처리

구와 DCL 처리구는 조구에 비해 낮게 나타

났으나 DC 처리구와 DCL 처리구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5). 개량재 처리가 pH를 

크게 낮출 것이라는 기 와는 달리 pH가 크게 

낮아지지 않은 것은 개량재에 포함된 석회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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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article size of treatment plots in 2014.

Soil depth
Treatment

Sand Silt Clay

m % % %

0.1

D 86.0 9.8 4.2 

DC 86.2 9.6 4.2 

DCL 88.2 7.3 4.5 

0.3

D 86.0 9.8 4.2 

DC 86.0 10.4 3.5 

DCL 83.9 10.3 5.8 

0.6

D 88.1 9.0 2.9 

DC 87.3 7.9 4.8 

DCL 81.4 12.2 6.4 

0.9

D 86.9 9.2 3.9 

DC 82.5 10.4 7.1 

DCL 83.0 10.6 6.4 

Table 6. Chemical properties of treatment plots in 2014.

depth Treat

ment

pH EC OM TN Av-P EX-Cations(cmolckg-1) NaCl

m 1 : 5 dS m-1 % % mg kg-1 K+ Na+ Ca2+ Mg2+ %

0.1

D 8.45 a 0.45 a 0.47 b 0.02 b 22.21 c 0.34 ab 0.07 6.04 b 1.30 b 0.01

DC 8.24 b 0.38 b 1.14 a 0.05 a 69.42 a 0.31 b 0.06 3.34 c 0.74 c 0.01

DCL 8.28 b 0.49 a 0.97 a 0.03 ab 57.89 b 0.38 a 0.07 6.58 a 1.49 a 0.01

0.3

D 8.89 a 0.50 b 0.44 c 0.01 b 20.60 c 0.51 a 0.08 a 8.00 a 1.16 b 0.00

DC 8.46 b 0.57 a 0.68 b 0.02 a 43.87 b 0.22 b 0.05 b 3.70 b 0.85 c 0.01

DCL 8.48 b 0.55 a 1.01 a 0.02 a 63.50 a 0.45 a 0.08 a 8.16 a 1.92 a 0.01

0.6

D 9.47 a 0.64 a 0.46 b 0.01 22.50 c 0.54 a 0.14 a 10.00 a 0.53 c 0.01

DC 8.59 b 0.59 b 0.51 b 0.02 31.50 b 0.52 a 0.08 b 6.22 c 1.86 b 0.01

DCL 8.64 b 0.61 ab 0.77 a 0.02 47.38 a 0.53 a 0.16 a 8.37 b 2.53 a 0.01

0.9

D 9.18 a 0.59 b 0.42 b 0.01 b 19.02 c 0.24 c 0.12 b 5.41 c 0.45 c 0.00

DC 8.03 c 0.47 c 1.98 a 0.08 a 97.45 a 0.72 a 0.08 c 6.93 b 1.85 b 0.01

DCL 8.75 b 0.66 a 0.62 b 0.01 b 38.78 b 0.53 b 0.28 a 7.60 a 2.46 a 0.01

Titer1) 5.5∼6.5 ≤1.0 ≥3.0 ≥0.06 ≥100 ≥0.6 ≤0.52) ≥2.5 ≥0.6 ≤0.2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1)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02. landscape plan standard
2) Soil fertilization handbook.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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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2. Growth of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a, control; b, DC plot; c, DCL plot).

의한 것으로 단된다(Lee et al., 2012). 

EC는 조구(2014년)에서 0.45∼0.64dS m-1

로 2011년도 1.22∼2.42dS m-1에 비해 하게 

낮아졌으며, 모든 처리구에서 0.38∼0.66dS m-1

로 정 수 인 1dS m-1 미만을 보 다(Table 6). 

토양 내 양 물질인 유기물, 총질소 유효인

산 함량은 조구, DC 처리구, DCL 처리구 각

각 유기물 0.42∼0.27%, 0.51∼1.14%, 0.62∼

1.01%, 총질소 0.01∼0.02%, 0.02∼0.08%, 0.01

∼0.03%, 유효인산 19.02∼22.50mg kg-1, 31.50

∼97.45mg kg-1, 38.78∼63.50mg kg-1로 나타났

다(Table 6). 유기물, 총질소, 유효인산의 함량은 

조구보다 처리구에서 높았으며, 특히 유효인

산의 함량은 조구보다 DC 처리구와 DCL 처

리구에서 각 1.4∼5.1배, 2.0∼3.1배 높은 유의차

를 보 다(p < .05)(Table 6). 양 물질의 함량 

증가는 토양개량재 내에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

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Clarholm, 

1981), 본 연구의 개량재 처리구에서 양분 함량 

증가는 질소와 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갯버들

의 생장이 왕성했던 Seo et al.,(2005)의 연구 결

과와 마찬가지로 수목 생육에 향을 주었을 것

으로 기 된다. 모든 처리구의 유효인산의 함량

(2014년)은 2011년 조구(42.44∼75.18mg kg-1)

보다 감소하 다. 

토양 내 염분 함량은 조구와 처리구 모두에

서 기 치 0.2% 이하를 유지하 다(Table 6). 본 

연구에서 염분 함량이 감소한 것은 조성 후 3년

이 경과되어 자연 인 제염 작용의 향이 큰 것

으로 단되며, 이러한 결과는 염류가 충분히 용

탈 될 수 있도록 1∼2년간 방치해야 제염 작용

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한 Byun(2006)의 결

과와 같다. 개량재 처리로 인한 염분 농도 감소 

효과를 단하긴 어렵다.

치환성 양이온의 함량은 Table 6과 같다. 조

경설계기 에 따르면 K+, Ca2+, Mg2+, Na+의 

정 범 는 각각 0.6cmolckg-1 이상, 0.5cmolckg-1 

이하, 2.5cmolckg-1 이상, 0.6cmolckg-1 이상의 범

이다. 2014년도 설토의 치환성 양이온(K+, 

Ca2+, Mg2+, Na+)은 2011년도 조구에 비해 모

두 감소하 다. K+은 조구와 처리구 모두 

0.24∼0.54cmolckg-1로 정 범 에 미달하여 개

량재의 처리로 향상하지 못한 것으로 단되었

다. Na+의 함량은 DC 처리구에서 가장 많이 감

소하 고, 모든 처리구에서 정 수 에 도달하

다. Ca2+은 조구에 비해 DC 처리구가 0.6배

∼1.3배, DCL 처리구는 0.8∼1.4배 증가하 다. 

Mg2+의 함량은 DCL 처리구에서 조구 보다 

1.1배∼5.5배 증가하 다. 한 토심 0.9m에서 

다른 토심의 치환성 양이온의 함량보다 높은 것

은 력에 의한 치환성 양이온의 이동 혹은 수

목의 뿌리에 의한 치환성 양이온의 흡수로 토심 

0.1∼0.3m(근권부)의 함량보다 높은 것으로 

단된다(Parvathy et al., 2014). 

3.토양개량재의 수목 생육 진 효과

느릅나무의 수고는 가시 으로 DC 처리구와 

DCL 처리구의 생육이 조구 보다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2). 느릅나무의 생존율

은 조구 84%, DC 처리구 81%, DCL 처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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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 Correlation between heights of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and Physi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soil.

 Height Sand Silt Clay pH OM TN Av.P K+ Na+ Ca+ Mg+ EC

Height 1 -.444** .160 .603** -.671** .539** .459** .706** .162 .052 -.224 .609** .014

Sand 1 -.861** -.866** .327 -.438** -.340* -.457** -.471** -.419* -.213 -.740** -.146

Silt 1 .493** -.063 .164 .078 .182 .185 .352* .133 .401* .171

Clay 1 -.498** .589** .507** .604** .625** .372* .234 .874** .082

pH 1 -.698** -.743** -.772** -.060 .412* .477** -.379* .632**

OM 1 .943** .944** .417* -.230 -.105 .264 -.442**

TN 1 .896** .377* -.333* -.233 .174 -.558**

AP 1 .336* -.222 -.177 .322 -.420*

K+ 1 .313 .675** .571** .195

Na
+

1 .445** .451** .684**

Ca
+

1 .363* .505**

Mg+ 1 .277

EC 1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Figure 3. The survival rates and heights of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98%로 모든 처리구에서 80% 이상의 높은 생존

율을 보 다(Figure 3). 이는 이팝나무의 생존율

이 설토  산지 토양과 개량재가 혼합된 토

양에서 자란 이팝나무가 설토에서 자란 이팝

나무보다 7∼10배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동

일하 다(Park, 2014).

느릅나무의 수고는 조구 0.8m, DC 처리구 

1.1m, DCL 처리구 1.1m로 처리구에서 조구에 

비해 1.4배 높았지만 DC 처리구와 DCL 처리구 

간의 유의 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igure 3). 

처리구에서 수목의 생장이 좋은 것은 설토의 

개량에 의한 토양의 이화학성의 변화가 수목의 

생장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측된다. 따라서 

정확한 상 계를 확인하고자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4.느릅나무의 수고와 토양 이화학성 간의 상 계

수고는 토양의 환경에 따라 수목의 양분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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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이용이 결정되며, 토양의 이화학성과 토성

은 토양의 개량에 따라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느릅나무의 생육을 표할 수 있는 인자로는 수

고와 흉고직경(근원경), 생존율이 있지만 그  

생육 상황을 쉽게 알 수 있고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수고를 이용하여 느릅나무의 수고와 토양

의 이화학성 인자들의 상 을 분석하여 느릅나

무의 수고 생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

색코자 하 다. 따라서 느릅나무의 수고와 토양 

간의 상 계를 보기 하여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상 계 분석 결과, 토성을 결정하는 모래, 

미사, 토  모래는 수고와 부의 상 을 보

고, 토는 정의 상 을 보 다. 토양 이화학성

의 pH는 부의 상 을 보 고, 토양 양분인 유

기물, 총질소, 유효인산과는 모두 정의 상 을 

보 다. 치환성 양이온  치환성 마그네슘만

이 유의성 있는 정의 상 을 보 다(p < 0.01) 

(Table 7). 

IV.결  론

본 연구는 토양개량재가 설토의 이화학  

특성의 변화와 수목 생육 향상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실시하 다. 시험구는 설토, 설토와 

개량재의 혼합구 그리고 설토  개량재와 황

토 혼합구로 조성 하 다. 토양 개량 효과를 

해 토양 이화학성을 분석하고, 수목의 생존율과 

수고를 측정하여 유의  차이를 규명하 다. 토

양 이화학성과 수고의 상 분석을 실시하 으

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토양의 pH는 정 기 에 미치지 못하

지만 설토와 개량재 혼합처리구, 설토  

개량재와 황토 혼합 처리구에서 조구에 비해 

유의 인 차이로 감소하 다. 하지만 안정 인 

수목 생육을 해서는 pH를 더 낮추어야 할 것

으로 단된다.

2. 처리구의 총질소, 유기물, 유효인산의 함

량은 조구에 비해 증가하 으며, 느릅나무의 

수고와 토양 내 양 물질은 높은 상 계를 

보이며 수고의 생장에 향을  것으로 단

된다. 

3. 염분 함량과 치환성 나트륨의 함량은 조구

와 처리구에서 정 범 (0.2% 이하, 0.5cmolckg-1 

이하)로 감소하 으며, 개량재의 향 보다는 자

연 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4. 느릅나무 생존율은 설토  개량재와 

황토 혼합 처리구에서 98%로 가장 높았으며, 

모든 처리구에서 80%이상으로 높았다. 느릅나

무의 수고는 처리구에서 조구에 비해 높았

으며, 설토와 개량재 혼합처리구와 설토 

 개량재와 혼합처리구는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5. 느릅나무의 수고와 토양의 이화학성의 상

계분석을 한 결과, 수고에 향을 미치는 

토양의 이화학성 인자는 모래와 토의 함량, 

pH, 양 물질, 치환성 마그네슘과 1% 유의수

에서 수고에 유의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졌으며, pH와는 부(-)의 상 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토양개량재가 설토의 이화학  

특성의 변화와 느릅나무의 생육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기 한 것으로 토양개량재와 토

양개량재  황토의 혼합이 설토의 이화학

성을 향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황토를 

혼합하는 것이 토양개량재 단일 처리 보다 향

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느릅나무의 수고는 

개량재의 처리에서 향상하 으나, 개량재와 

개량재  황토의 혼합토양간의 차이가 없었

다. 본 연구는 수목의 기생육에 한 연구

로 추후 지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기

정착 후 토양의 조건뿐 아니라 바람에 의한 

생육의 향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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