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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select a proper mixing ratio of soil neutralizer (waste-lime and oyster 

mix) by assessing treatment effect on the root collar diameter (RCD) growth of Pinus densiflora 

seedlings, the inflow of herbaceous vegetation from the forest edge, and soil characteristics in the acid 

soil of abandoned metal mines to increase carbon uptake. The mixing ratios of the soil neutralizer were 

0.6%, 1.0%, 1.2%, and 1.6% in comparison with the soil weight. All soil neutralizer treatments 

promoted RCD growth and survival of P. densiflora seedlings and the inflow of herbaceous vegetation 

from the forest edge. In addition, soil pH was improved by the soil neutralizer treatment. Treatment 

with 1.6% soil neutralizer resulted in increased RCD growth of P. densiflora seedlings, total 

population of herbaceous plants from around the forest, TOC, and total N. In this study, the mixing 

ratio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RCD growth and survival of P. densiflora seedlings, the 

inflow of herbaceous vegetation, soil pH, and TOC.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reatment 

with soil neutralizer at a ratio of 1.6% is applicable for rehabilitation in this abandoned metal mine 

considering the growth of P. densiflora seedlings and herbaceous vegetation, soil chemical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feasibility.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duct field experiments to 

select a proper mixing ratio of soil neutralizers to apply in other abandoned metal mines. 

Key words : abandoned metal mine, acid soil, Pinus densiflora seedlings, inflow of herbaceous 

vegetation, soil neutralizer

요 약 

본 연구는 폐금속광산 산성토양에서 탄소흡수량 증가를 위해 폐석회와 굴패각을 혼합한 토양중화

제가 소나무 묘목 근원경 생장과 주변 산림으로부터의 초본 유입 및 토양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여 토양중화제의 적정 혼합비율을 선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토양중화제 혼합비율은 토양중

량대비 0.6%, 1.0%, 1.2%, 1.6%였다. 모든 중화제 처리구의 혼합비율에서 소나무 묘목의 근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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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림은 육상 생태계 발달과 유지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탄소순환의 중요한 요소이다

(Kang et al., 2017; Lee et al., 2015a; Lee et al., 2015b). 산

림에 존재하는 임목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탄소를 고

정하는 역할을 한다. 임목이 고정한 탄소는 낙엽 및 낙지와 

같은 유기물 형태로 토양에 유입되어 축적되며(Kim et al., 

2020; Lee, 2011), 이러한 임목 탄소 저장량은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Lee et al., 2015a; Kim et al., 

2014). 산림의 이러한 기능과 중요성에 따라 1997년 제 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체택하는 과

정에서 산림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Jang et al., 2011; Kang et al., 2017; Lee et al., 2015b). 우

리나라의 경우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은 국토의 64%를 차

지하는데, 이에 따라 산림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탄소흡

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과학적․정책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Kang et al., 2017; Lee et al., 

2015b; The Repubicof Korea, 2011).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폐광산은 2020년 현재 2,405개소

이며, 폐금속광산은 절반 이상인 1,217개소가 있다(MIRECO, 

2020). 광종으로는 금은광산이 1,001개소로 가장 많으며, 

그밖에 동, 아연, 몰리브덴, 철 등이 존재한다. 금속광산은 

광물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선별, 제련 등의 과정을 거치면

서 광폐석이 발생하며, 대부분 광산지역 인근 산림에 적치

를 해왔다. 이에 따라 광폐석이 적치된 지역은 임목이 제거

되고 광폐석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산림토양이 오

염되는 등(De Bartolomeo et al., 2004; Miro et al., 2004, 

Jung et al., 2020) 산림이 훼손되는 원인이 되는데, 이는 결

국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

(Kwon, et al., 2005). 따라서 폐금속광산에서 광폐석으로 

인해 훼손된 광산지역에서 식생을 도입하여 산림을 복구하

여 산림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필요하다.

폐금속광산의 광폐석은 토양 pH가 낮은 산성토양이 대

부분이다(Jung et al., 2016). 토양 pH가 낮은 산성토양의 

경우 대부분 Al3+ 이온이 높기 때문에 토양내 양분이 쉽게 

용탈되고(Park et al., 2011; Oh et al., 2012), 식물의 양분유

효도가 낮기 때문에(Troug, 1947) 임목을 식재해도 고사하

거나 생육이 불량하고, 주변으로부터 식생의 유입도 어렵

다(Jung, et al., 2020). 따라서 광폐석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산성토양을 중화하여 식생이 생육할 수 

있는 토양환경으로 조성해야 한다(Jung, et al., 2020). 

최근 산성토양을 중화시키는 물질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

게 진행되고 있는데, 폐석회와 굴패각도 그중 하나이다. 폐

석회는 대표적으로 솔베이(solvay)법에 의하여 염화나트

륨(NaCl) 중의 나트륨(Na)과 석회(CaCO3)중의 CO2를 반

응시켜 소다회(Na2CO3)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데

(Oh et al., 201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

거하여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재와 폐기물매립시설의 복

토재로 용도 지정되어 토양개량제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Minesty of Environment, 2021; Oh et al., 2012). 굴패각

은 비표면적이 크고, 다량의 칼슘성분(Ca2+ 40.36%, P2O5 

0.28%, Mg2+ 0.39%)을 가지고 있으며(Oh et al., 2012; 

Yim et al., 1998), 광물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재활용 측면

에서도 가치가 있다(Oh et al., 2012). 이러한 활용성으로 

폐석회와 굴패각을 혼합한 토양중화제(폐석회+굴패각)를 

산성토양에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 토양 중화에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et al., 2016; Jung et al., 2020). 하

지만 광산지역마다 토양특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토양중

화제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대상으로 

중화제의 적정 사용량을 사전에 산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기상조건과 환경에 적응력이 

높아서 가장 넓은 면적에 가장 많이 자라고 있으며(Kang et 

al., 2017), 광산지역 산림복구를 위해 많이 식재되고 있는 

수종 중 하나이다(Kim et al., 2020). 또한 식물에 의한 탄소

흡수는 목본뿐만 아니라 초본도 그 기능을 하고 있다. Kim 

and Sung(2010)에 따르면 낙동강 중 ‧ 하류지역에서 초본

생장과 초본 유입이 촉진되었다. 또한, 토양 pH가 중화제 처리에 따라 개선되었다. 1.6% 처리구가 

소나무 묘목 근원경 생장량과 주변 산림에서 유입된 초본의 총개체수, 토양내 TOC와 총질소 함량

이 다른 처리구에 비해 높았다. 본 연구에서 중화제 혼합비율은 소나무 묘목의 근원경 생장량과 생

존률, 주변 산림으로부터 초본 유입과 토양 pH, TOC 함량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로 폐금속광산에서 소나무 묘목과 초본 생육, 토양 화학적 특성, 중화제 비율에 따른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본 연구 대상지인 폐금속광산에서 산림복구를 위해 1.6% 처리가 적합하다. 하지만 다른 

폐금속광산에 토양 중화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실험을 통해 적정 중화제 혼합비율을 선정해

야 한다. 

주요어 : 폐금속광산, 산성토양, 소나무 묘목, 초본 식생, 토양 중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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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재된 지역의 순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활엽수림의 약 

23.2%, 침엽수림의 약 43.3%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초본 역시 산림생태계에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 장수군에 위치하고 있는 폐

금속광산 광폐석장의 산성토양을 대상으로 폐석회+굴패

각을 비율별로 처리한 후 각 처리비율에 따른 토양특성 변

화와 소나무의 생육특성, 그리고 주변으로부터의 초본유

입현황을 평가하여 대상 현장의 산림복구에 적용하기 위한 

적정 토양중화제 사용량을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실험 방법

실험대상지는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에 위치하

고 있는 폐금속광산 광폐석장이다. 광종은 금, 은, 동이며 

일제 강점기(1920~1930년)에 개발되어 70년대에 폐광되

었다. 80년대 후반에 일부개발 시도했으나 현재는 폐광되

어 2008년에 ㈜ 명화토건에서 광해방지 산림복구사업을 

실시하였다. 산림복구시 오리나무를 식재하고 초본을 파

종하였으나 모든 식재묘목이 고사하였다. Table 1에 대상

지 토양의 이화학 특성 평균 값을 나타냈다. 토성은 모래와 

미사, 점토가 각각 37.9%, 58.1%, 4.0% 였으며, 삼상은 고

상 61.0%, 액상 16.2%, 기상 22.8%였다. 토양 pH는 3.48이

었으며, TOC와 총질소는 각각 0.39%, 0.01%였다. 이를 통

해 계산한 탄질률은 2.75였다. 토양중화제는 폐석회와 굴

패각을 혼합해서 사용하였는데, 혼합비율은 Oh et al.(2012)

이 폐석회와 굴패각을 다양한 비율로 혼합하여 산성토양 

중화 실험을 한 결과 9:1의 비율에서 최적의 효율을 나타냈

다고 한 바 있기 때문에 9:1로 선정하였다. 시험구 처리비율

은 토양중화제의 처리비율은 0.0%(중화제 처리 없이 퇴비

만 처리), 0.6%, 1.0%, 1.2%, 1.6%였다. 폐석회는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영동탄광에서 채취하였으며, 굴패각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료를 사용하였다. 식재시 토양

내 양분 보충을 위해 유기물 30% 함량의 퇴비를 같이 시비

하였다. 

토양중화제 비율별 처리구 조성을 위해 각 처리구를 깊

이 50 cm로 터파기를 실시하고, 토양중화제를 토양과 배합

비에 맞게 혼합한 후 다시 복토하였다. 토양중화제 각 비율

별로 3반복으로 처리구를 조성하였으며, 대조구를 제외한 

토양중화제 처리구는 퇴비 를 토양 중량대비 3.4% 비율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토양중화제와 퇴비를 모두 처리하

지 않은 대조구를 포함하여 총 18개 처리구를 조성하였다. 

소나무 묘목 식재는 토양중화제 처리후 1-0묘를 포트묘로 

각 처리구마다 18주를 식재하여 총 324주를 토양중화제 처

리후 2주 지난 뒤 식재하였다. 

조사 및 분석

각 처리구에 식재된 소나무 묘목의 근원경을 조사하고 

토양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토양을 채취하였다. 조사 시기

는 처리구 조성 직후, 1년 경과, 2년 경과, 7년 경과 총 4회 

실시하였으며, 토양시료는 시험구 조성 전과 7년 경과 후 

2회 채취하였다. 채취한 토양시료는 실험실에서 48시간 동

안 풍건한 후 2 mm 체로 쳐 분석용 시료로 이용하였다. 분

석항목은 토양 pH, 총유기탄소(TOC), 총질소 등이었다. 

토양 pH 측정은 토양시료를 증류수와 1:5 비율로 혼합하여 

30분 동안 진탕한 후 여과하여 pH meter(Orion 3STAR, 

THERMO,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TOC 함량은 

Walkley-Black법(Peech et al., 1947; Walkley, 1947)에 의

해 분석하였다. 토양시료를 1N-K2Cr2O7 용액 및 진한 황산

과 혼합한 다음, 지시약(0.025M o-Phenanthroline-ferrous 

Complex)을 넣었다. 이를 0.5N-FeSO4로 적정하여 총유기

탄소 함량을 구하였다. 총질소 함량은 Micro Kjeldahl법

(Kjeldahl, 1883)으로 정량하였다. 토양시료를 K2SO4, 

CuSO4 혼합촉매와 진한 황산과 혼합한 뒤 약 4시간 동안 

가열하여 분해시켰다. 이후, 분해액을 증류수로 희석하고 

증류 플라스크에서 증류한 다음 표준 황산용액으로 적정하

여 질소함량을 구하였다.

처리구별 소나무 묘목 생육과 초본 유입에 따른 종다양

성지수 및 토양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던컨의 

다중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통계분석은 SPSS 26(Embedded 

on SPSS Statistics 26 Professional., SPSS Inc.) 통계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p < 0.05 수준에서 처리구간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토양중화제 처리에 따른 토양특성 변화

토양중화제 처리구별 토양 화학적 특성을 Fig. 1에 나타

Table 1. Soil phys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area

sand
silt

(%)

clay

(%)

solid

(%)

liquid

(%)

gaseous

(%)
soil pH

TOC

(%)

Total N

(%)
C/N ratio

37.9 58.1 4.0 61.0 16.2 22.8 3.48 0.39 0.01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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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 중화제 처리 전 토양 pH는 3.6 이하의 강산성이었으

며, TOC는 0.33 ~ 0.46%, 총질소는 0.01 ~ 0.02%, 탄질률

은 17.33 ~ 27.00의 범위를 보여, 토양양분도 열악한 상태

였다. 각 처리구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중화제 처리후 7

년 경과한 시점에서 대조구의 토양 pH는 3.5 이하의 강산

성으로 토양 pH의 변화가 없었다. 퇴비만 처리한 0.0% 처

리구는 4.66으로 처리구 중 가장 낮았으나 대조구보다 높

았으며, 처리구 조성전에 비해 약 pH 1.0이 상승하여 다소

의 중화효과가 있었다. 나머지 4개 토양중화제 처리구에서

는 pH 6.41 ~ 7.26의 범위를 보여 중화제 처리 전과 비교하

면 pH 1.06 ~ 3.76이 증가하였으며, 대조구 및 0.0% 처리구

에 비해 높은 토양중화 효과를 보였다. 처리구간 유의한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식생이 발달함에 따라 토양 pH가 낮아

지는 원인에 대해 Hur et al.(2009)은 양이온 흡수량은 증가

하지만 수소이온의 방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1.6% 처리구는 Table 2와 Fig. 2

에서 나타났듯이 타 처리구에 비해 소나무 생장량이 많았

을 뿐만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초본이 더 많이 유입되어 식

생이 발달하면서 이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전라북도 산림토양 평균 pH는 A층에서 5.10, B층에

서 5.25로 보고된 바 있으며(Jeong et al., 2002), 국가표준 

(KSC, 2021)에서 폐탄광 산림복구를 위한 복토재의 품질

기준으로 권장하는 토양 pH 범위(pH 5.6 ~ 7.3)와 비교하

면 처리구별 토양 pH는 식생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산림복구사업후 토양 pH는 시

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Jung, et al., 

2021)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토양 pH

가 식생생육 범위보다 감소할 경우 추가적으로 토양중화제

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각 처리구별 TOC를 비교한 결과 대조구를 제외한 나머

지 5개 처리구는 시험구 조성전에 비해 TOC 함량이 증가

하였다. 7년 경과시점에서 1.6% 처리구가 2.50% 가장 높

았으며, 0.0% 처리구가 1.73%로 두 번째로 높았다. 0.6%

와 1.0%, 1.2% 처리구는 각각 1.07%, 1.00%, 1.15%로 서

로간 차이는 없었으며, 대조구(0.29%)보다 높았다. 총질소

도 TOC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 대조구를 제외한 나머지 5

개 처리구에서 시험구 조성 전보다 총질소 함량이 증가하

였으며, 7년 경과시점에서 1.6% 처리구(0.13%)와 0.0% 처

리구(0.13%)에서 가장 높고, 대조구(0.01%)에서 가장 낮

았다. 나머지 3개 처리구는 0.08%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TOC와 총질소값으로 탄질률을 계산한 결과 대조구와 중

화제 처리구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폐광산지역에서 산림복구사업후 시간 경과

에 따라 TOC와 총질소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ole et al., 1993; Jung et al., 2015; Shrestha and Lal, 

2010; Singh et al., 2004). 또한 토양내 총질소 함량은 일반

적으로 토양 유기물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Kim, et al., 1991). 이는 지상부 식생이 발달하면서 

토양으로 유입되는 낙엽량이 증가하면서 산림토양에 지속

적으로 축적되기 때문이다(Jung et al., 2011; Jung et al., 

 

 

Fig. 1. Soil chem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oil neutralizer treatments.

*Different letters (a, b, and c) indicate differences at a 5% significance level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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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림복구지에서 양분유입은 인위적인 시비를 제외

하면 이와 같은 경로로 유입되기 때문에 지상부 식생이 발

달하면 할수록 유기물 공급량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토양 

특성이 개선되어 식생발달에 더 유리하게 된다. 

한편, 1.6% 처리구에서 다른 처리구에 비해 TOC와 총질

소 값이 높은 것은 소나무 묘목의 생장량과 주변으로부터

의 식생 유입이 다른 처리구에 비해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한 

유기물 유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0.0% 처리구에

서 TOC와 총질소값이 높은 이유는 지상부 식생이 발달하

진 못했지만 주변 산림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관

계로 주변 산림으로부터 낙엽이 바람에 의해 유입되어 유

기물 유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산림복구사업시 주변 산림 토양에서 발생하는 낙엽을 

대상지 토양의 보온, 보습 및 유기물 공급을 위한 멀칭재로 

사용한다면 초기 식생활착 및 생육촉진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TOC는 토양내 유기물을 나타내는 지표이다(Jung et al., 

2021). 토양 내 유기물은 식생과 상호작용을 하는 토양 미

생물의 서식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식물생육에 필요한 

각종 양분을 공급하는 한편, 토양의 보습, 보은 등 산림생태

계가 유지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Jin, et al., 

1994; Jung et al., 2021). 질소의 경우 식생의 초기 단계에

는 생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질소 요구량이 많다(Jung et 

al., 2021). 이에 비해 산림토양에서 질소의 형태는 대부분 

유기태로 존재하며 무기화 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Jin, 

et al., 1994) 식생생육의 제한인자로 작용한다(Jin, et al., 

1994; Jung et al., 2012). 이러한 중요성으로 TOC와 총질

소는 토양 pH와 마찬가지로 국가표준의 폐탄광 산림복구

를 위한 복토재의 품질기준에 포함되어 있는데 TOC는 

1.2% 이상, 총질소는 0.09% 이상이 기준치이다. 이 기준치

와 비교한다면 0.6%, 1.0%, 1.2% 처리구는 이보다 낮았다. 

Table 2. Changes in root collar diameter growth of Pinus densiflora seedlings according to soil neutralizer treatments (mm)

0 ~ 1st yr 1st ~ 2nd yr 3rd ~ 7th yr Total Average

Control 0.00b 0.00c 0.00d 0.00d 0.00d

0.0% 0.64a 1.77b 19.65c 22.06c 3.15c

0.6% 0.57a 4.40a 26.10b 31.06b 4.44b

1.0% 0.60a 4.72a 26.74b 32.06b 4.58b

1.2% 0.64a 5.05a 28.61b 34.30b 4.90b

1.6% 0.57a 5.17a 47.09a 52.83a 7.55a

*Different letters (a, b, and c) indicate differences at a 5% significance level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2. Species diversity index according to soil neutralizer treatments.

*Different letters (a, b, and c) indicate differences at a 5% significance level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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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중화제 처리에 따른 소나무 생육

중화제 처리구별 소나무 근원경의 0~1년간 생장량, 1~2

년간 생장량, 3~7년간 생장량 및 7년간 총생장량을 Table 2

에 나타냈다. 대조구는 1년 경과한 시점에서 모두 고사하였

으며, 초기 1년간 생장량은 0.0% 0.64 mm, 0.6% 0.57 mm, 

1.0% 0.60 mm, 1.2% 0.64 mm, 1.6% 0.57 mm로 처리구별 

차이가 없었다. 2년차 생장량은 토양중화제 처리구 0.6% ~ 

1.6% 처리구 에서 4.40 mm ~ 5.17 mm의 범위를 보였는데 

처리구간 차이는 없었으며, 0.0% 처리구는 1.77 mm로 다

른 처리구에 비해 낮았다. 3 ~ 7년간 생장량은 1.6% 처리구

에서 47.09 mm로 가장 많았으며, 0.0% 처리구가 19.65 

mm 가장 적었다. 나머지 3개 처리구는 26.10 mm ~ 28.61 

mm로 서로 차이가 없었다. 이에 따라 7년간 전체 생장량은 

3~7년간 생장량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1.6% 처리구가 

52.83 mm로 가장 많았으며, 0.0% 처리구는 22.06 mm 가

장 적었다. 0.6%, 1.0%, 1.2%는 각각 31.06 mm, 32.06 mm, 

34.30 mm로 차이가 없었다. 1년차 생장때 0.0% 처리구와 

다른 처리구간 생장량 차이가 없었던 것은 소나무의 경우 

당년에 자랄 모든 줄기의 원기가 전년도에 형성된 동아 속

에 미리 형성되어 있다가 봄에 개엽을 하는 고정생장을 하기 

때문에(Lee, 2001) 생장량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에 7년 경과후 중화제 처리구별 소나무 묘목 생존

률을 나타냈다. 아무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구에서는 생존

한 소나무 묘목이 없었다. 대조구를 제외한 중화제 처리구

는 최초 2년간은 생존률이 98.9%로 차이가 없었으나, 7년 

경과한 시점에서 0.0% 처리구에서 생존률이 37.0%로 다

른 처리구에 비해 낮았다. 0.6% ~ 1.6% 처리구 생존률은 

59.3% ~ 75.9%의 범위를 보였으나 처리비율별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Byun, et al.(2007)은 시비처리에 따른 소나무 묘목의 근

원경 생장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무시비구는 3년간 약 

0.5 cm, 시비처리구에서는 2 ~ 2.6 cm 생장하여 무시비구

는 연평균 약 0.17 cm, 시비처리구는 약 0.67 ~ 0.87 cm 생

장하였다. 또한 Cho et al.(2010)은 경기도 포천 산림생산

기술연구소 시험림과 강원도 홍천, 전라북도 진안 등 3개 

지역에서 소나무 용기묘의 생장량을 조사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의 3년간 근원경 생장량은 약 0.6 ~ 2 cm로 연평균 

약 0.2 ~ 0.7 cm 생장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이와 비교한다

면, 0.0% 처리구는 연평균 약 0.31 cm로 Byun, et al.(2007)

의 연구결과에서 무시비구보다는 높았으나 시비처리구와 

Cho et al.(2010)의 연구결과보다는 연평균 생장량이 다소 

낮았다. 이에 비해 1.6% 처리구는 연평균 약 0.76 cm로 두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높은 생장량으로 나타

났다. 나머지 3개 처리구는 연평균 생장량이 약 0.44 ~ 0.49 

cm로 Byun, et al.(2007)의 연구결과에서 무시비구보다 높

고, Cho et al.(2010)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중간값을 보

여, 본 연구에서 토양중화제 처리가 소나무 묘목의 생육 촉

진에 다소 효과가 있으며, 소나무의 생존률 향상에도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토양중화제 처리에 따른 초본 유입

중화제 처리구별 주변으로부터 유입된 초본의 종다양성

지수를 Fig. 2에 나타냈다. 대조구의 경우 주변으로부터 유

입된 초본이 없었다. 출현종수와 종다양성지수, 최대다양

성지수는 유사한 경향을 보여 0.0% 처리구가 가장 낮았으

며, 나머지 4개 처리구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

개체수의 경우 가장 적은 처리구는 0.0% 처리구로 2년차에

서 3.7개, 7년차에서 4.3개를 보인데 비해, 가장 높은 값은 

보인 1.6% 처리구는 2년차때 14.7개, 7년차때 19.0개였다. 

나머지 3개 처리구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6% 

처리구에서 다른 처리구에 비해 식생유입이 활발한 이유는 

다른 처리구에 비해 토양내 유기물과 총질소 함량 등이 높

고 소나무 묘목의 생장활동이 활발하여 지표면에 낙엽낙지 

유입량이 많아 초본의 종자가 발아하기 쉬운 환경이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비해 0.0% 처리구는 1.6% 처

리구와 마찬가지로 TOC와 총질소 함량이 높았음에도 불

구하고 토양 pH가 5.0 이하의 산성토양(Fig. 2)으로 식생생

육에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초본유입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균재도와 종풍부도는 모든 처리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균재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다양성

지수는 2016년에 비해 2021년에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Cho et al.(1995)이 폐탄광에서 산림복구사업후 시

간경과에 따른 식생복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식물의 

출현종수와 종다양성지수는 9년이 경과하기까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고, 균재도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고 했는데 본 연구결과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Table 3. Mean survivability coefficient after 7 years from planting according to soil neutralizer treatments (%)

Year Control 0.0% 0.6% 1.0% 1.2% 1.6%

2nd yr 0.0b 98.9a 98.9a 98.9a 98.9a 98.9a

7th yr 0.0c 37.0b 75.9a 59.3a 64.8a 64.8a

*Different letters (a and b) indicate differences at a 5% significance level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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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는 토양중화제 처리비율과 토양특성, 소나무 묘

목의 7년간 근원경 생장량 및 생존률, 주변산림으로부터 유

입된 초본의 각 종다양성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

이다. 토양중화제 처리비율에 따라 토양 pH와 TOC, 소나

무 묘목의 근원경 생장량 및 생존률, 그리고 초본의 각 종다

양성 지수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토양중화제 처리가 토

양특성 개량과 식생생육 촉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소나무 묘목의 근원경 생장량과 초본의 각 종다양

성 지수는 토양 pH, TOC, 총질소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토양특성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적으로 식물의 양분유효도가 가장 높은 토양 pH 범위는 5.6 

~ 7.3(Troug, 1947)이며, 소나무의 경우 토양 pH 4.6 ~ 6.4 

범위에서 생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Han, et al., 2019). 이

러한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본 연구결과에서 토양중화

제 처리에 따른 토양 pH 변화는 초본이 생육하기에 적정한 

범위지만 소나무 생육조건으로는 일부 처리구에서 토양 

pH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대상지의 원토

양이 토양 pH 3.5 미만의 강산성 토양이었기 때문에 소나

무 묘목의 근원경 생장량이 토양 pH 증가에 따라 정의 상관

관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실제 산림복구사업시 

이러한 적정 토양 pH 범위를 고려하여 중화제 비율을 선정

해야 한다. 토양 pH에 대한 장기모니터링을 통해 중화효과

의 지속여부를 확인하고 중화효과 감소시 및 소나무 묘목

과 초본의 생육불량 현상 발생시 중화제 추가 처리 등 사후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OC의 경우 중화제 처리 

비율, 소나무 묘목의 생장 및 초본의 총출현개수와 정의 상

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중화제 처리 비율에 따라 토양 pH

가 중화되어 소나무 묘목의 생장량과 주변으로부터 유입된 

초본의 총개체수가 증가하면 낙엽낙지 발생량 및 이에 의

한 유기물 공급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총

질소 함량은 일반적으로 토양 유기물과 밀접한 관계를 보

이는데(Kim, et al., 1991), 본 연구에서도 TOC 정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는 산림토양에서 총질소의 주 공급원이 

유기물이기 때문이다. 다만 0.6% 처리구의 경우 1.0% 및 

Table 4. Correlation between neutralizer treatment ratio, growth of Pinus densiflora seedlings, soil chemical characteristics, and 

species diversity index

 

Neutra-
lizer 

treatment 
ratio

Root 
collar 

diameter 
growth

Surviva
bility 
coeff-
icient

Soil pH TOC Total N
C/N
ratio

No. of 
appear-

ance 
species

Total 
No. of 
popul-
ation

Shannon
-species 
diversity 

index

Max. 
species 

diversity 
index

Eveness
Species 
richness

Neutralizer 
treatment 
ratio

1 0.884** 0.684** 0.791** 0.539* 0.369 0.138 0.840** 0.882** 0.778** 0.805** 0.570* 0.708**

Root collar 
diameter 
growth

1 0.784** 0.808** 0.678** 0.633** -0.024 0.884** 0.896** 0.869** 0.881** 0.791** 0.807**

Survivability 
coefficient

1 0.809** 0.420 0.478* -0.249 0.852** 0.863** 0.869** 0.887** 0.829** 0.798**

Soil pH 1 0.234 0.294 -0.206 0.837** 0.880** 0.824** 0.862** 0.727** 0.737**

TOC 1 0.841** 0.141 0.533* 0.468* 0.593** 0.556* 0.643** 0.590**

Total N 1 -0.239 0.512* 0.396 0.594** 0.564* 0.759** 0.610**

C/N ratio 1 -0.095 -0.049 -0.141 -0.152 -0.296 -0.150 

No. of 
appearance 
species

1 0.934** 0.970** 0.984** 0.823** 0.951**

Total No. of 
population

1 0.926** 0.929** 0.759** 0.799**

Shannon-
species 
diversity 
index

1 0.989** 0.904** 0.945**

Max. species 
diversity 
index

1 0.895** 0.955**

Eveness 1 0.862**

Species 
richnes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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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처리구와 소나무 생장량과 초본 유입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TOC와 총질소 함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산

림복구방안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산림생태계에서 토양은 식생생육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탄소저장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Lee et al., 2009). 하

지만 폐금속광산 산림훼손지의 경우 지형이 대부분 평지가 

아닌 비탈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강우에 의한 유실

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산림복원사업에서 산림의 탄소

저장고로서의 기능 회복과 식생복원을 위해 토양유실을 방

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강우에 의한 토양유실은 강우가 토

양을 강타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피식생으로 피복을 하여 빗물의 직접적인 토양접촉을 방

지해야 한다(Kim and Kim, 2018). Ahn and Choi(2013)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비탈면에서 조기녹화 및 비탈면 침식 

방지는 자생초화류가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Woo and 

Kim(1997)도 초본에 의한 토사유출 억지효과가 크다고 하

였다. 특히 Kim et al.(2004)에 따르면 어린 묘목보다 자생

초화류의 뗏장형성이 더 우수하여 비탈면 침식방지에 효과

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산림복구사업지에서 토양유실을 

방지하려면 주변으로부터 초본이 유입되어 피복이 이루어

져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토양중화제 처리가 주변으

로부터 초본유입을 촉진시켜 산림복구지를 자생 식생으로 

복원하는 한편, 초본 자체가 가지는 탄소흡수능 뿐만 아니

라 산림복구지의 토양유실방지를 통한 산림토양의 탄소저

장기능 유지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토양중화제 비율 선정

적정 중화제 선정을 위해 Jung et al.(2020)이 억새를 이

용하여 폐금속광산 산성토양을 산림복구하기 위한 중화제 

선정 방법을 이용하여 소나무 묘목 생장과 주변산림으로부

터 유입된 초본의 종다양성지수, 토양 특성 중 처리구간 유

의한 차이를 보인 6개 인자와 중화제 처리 비율에 따른 경

제성에 대해 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합산한 점수를 Table 5

에 나타냈다. 토양 pH의 경우 처리구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으나, 소나무의 적정 생육 범위를 기준

으로 범위 안의 값을 보인 0.6% 처리구는 1순위를, 범위보

다 높은 pH 값을 보인 나머지 3개 처리구는 2순위를 부여하

였다. 이 결과는 순위의 합산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값이 소

나무 묘목 생육과 초본 유입에 가장 좋은 효과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최종 합산 점수가 11점인 1.6%가 가장 효과적인 

비율로 선정되었으며, 2순위로는 12점인 0.6%가 선정되었

다. 다만 이 결과는 본 연구대상지에 대한 실험을 토대로 도

출한 결과이므로 다른 폐광산지역의 산성토양에 중화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토양을 대상으로 중화실험을 

통해 적정 비율을 산출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폐금속광산 산성토양 산림복구를 위해 토양중

화제 처리 비율별로 소나무 묘목 생육과 주변으로부터 초

본 유입 및 토양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적정 비율

을 선정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1) 폐석회와 굴패각을 혼합한 토양중화제를 비율별

(0.6%, 1.0%, 1.2%, 1.6%)로 처리한 결과 중화제 처

리가 토양 pH 중화 및 소나무 묘목 생장량과 생존률,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초본 유입 증가에 효과가 있었

으며,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2) 중화제 처리 비율별 소나무 생육과 초본 유입, 토양 

pH 중화 효과, 그리고 비율에 따른 경제성 등을 고려

한 결과 1.6%를 적정 비율로 선정하였다. 

다만, 중화제 처리후 토양 pH가 적정 범위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토양 특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한 다른 폐광산지역 사업에 본 중화제를 적용할 경우 토양 

Table 5. Total score of each treatment according to the growth of Pinus densiflora seedlings, soil chemical characteristics, inflow 

of vegetation from the forest edge, and economic feasibility according to the soil neutralizer ratio

0.6% 1.0% 1.2% 1.6% 

Root collar diameter growth 2 2 2 1

Total No. of population 2 2.5 3 1

Species richness 2 2 1 1

Soil pH 1 2 2 2

TOC 2 3 3 1

Total N 2 2 2 1

Economic feasibility 1 2 3 4

Total 12 15.5 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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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및 식생에 대한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실증시

험을 통해 적정 비율을 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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