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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of soil chemical characteristics of abandoned coal mine forest rehabilitation areas in
Gangwon-do. The study sites were 8 areas and the investigations were performed 11 times according to elapsed time. Soil
characteristics were soil pH, TOC, Total-N, C/N ratio, and Av. P2O5. Soil pH and Av. P2O5 were decreased according to elapsed time
after forest rehabilitation, while TOC, Total-N, and C/N ratio increased. TOC and Total-N arrived at quality requirements of covering
soil for forest rehabilitation in abandoned coal mine area passed 10 years after forest rehabilitation, while soil pH became lower than
that. Therefore, it needs long-term monitoring of soil chemical characteristics after the forest rehabilitation and to establish pos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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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폐탄광 산림복구지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산림복구후 시간경
과에 따른 토양 화학적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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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강원지역 폐탄광 산림복구지에서 산림복구사업 후 시간경과에 따른 토양 화학적특성을 분석하여 관리방안 도출을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지는 강원도 정선군 5개 폐탄광과 영월군 3개 폐탄광 총 8개 폐탄광 산림복구지였으며, 경과시간별
로 총 11회에 걸쳐 토양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항목은 토양 pH, TOC, 총질소, 탄질률, 유효인산 등 5개 특성이었다.
분석결과 토양 pH와 유효인산 함량은 시간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TOC와 총질소 함량, 탄질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TOC와 총질소는 10년 경과시 폐탄광 산림복구를 위한 복토재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였으며, 토양 pH는 품질기준보다 낮아
졌다. 따라서 산림복구사업후 토양 화학적 특성에 대한 장기모니터링 및 이를 통한 사후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주요어 : 폐탄광, 산림복구, 토양 화학적 특성, 사후관리, 경과시간

1. 서 론
우리나라의 석탄산업은 난방과 취사의 주 에너지 공급
원 역할을 하여(Yang, et al. 2007)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에 큰 공헌을 하였다 (Min et al., 2004). 하지만 광산개
발 과정에서 산림훼손과 폐석발생, 토양유실, 수질오염
등 많은 환경피해가 발생하였다(Min et al., 2004; Kwon,
et al., 2007; Yang, et al., 2007; Jung et al., 2011). 우리
나라 정부는 이러한 탄광지역의 환경피해를 해결하기 위
해 2006년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전국의 탄광지
역을 대상으로 산림복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Jung et al.,
2012). 산림복구사업은 광산개발 이전 상태와 최대한 가
깝게 산림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Jung et
al., 2012). 이를 위해 우선 탄광개발시 발생한 폐석의 유
실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적치장 상부를
목본과 초본으로 피복하여 식생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사
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탄광지역은 개발과정에서 토양이 유실되어
식생이 생육하기 위한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여 인위적으로 생육기반을 조성
을 하는 것이 현재 산림복구 방식이다 (Jung et al., 2012;
Jung et al., 2015). 하지만, 이는 토양을 채취하는 외부 토

취장에서의 산림훼손 등 2차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
며 (Yang, et al., 2007; Jeong, et al, 2010), 또한 채취한
토양이 심토인 경우 식생생육에 필요한 유기물과 필수
양분이 부족하여 식생생육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Costigan et al, 1981; Woo, 2000; Jung et al., 2012; Jung
et al., 2015).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림복구사업이 완료된 이후
에도 지속적으로 식생생육과 토양특성을 모니터링하여
부족한 양분을 시비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폐광지역에서 산림복구사업 후 시비가 식생
생육에 주는 영향과 토양특성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Bradshaw, 1983; Jochimsen, 1996; Šourková
et al., 2005; Shrestha and Lal, 2010). 한국광해관리공단
에서도 성공적인 산림복구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폐탄
광 산림복구사업지를 대상으로 토양특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산림복구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Jung et al., 2011;
Jung et al., 2012).
본 연구는 강원도 정선군과 영월군에 위치한 폐탄광 산
림복구지 8개소를 대상으로 폐탄광의 산림복구지에서 지
속적인 사후관리 및 산림복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자
료 확보를 위해 시간경과에 따른 산림복구지 토양의 화
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강원도 폐탄광 산림복구지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산림복구후 시간경과에 따른 토양 화학적특성 분석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강원도 정선군과 영월군에 위치한 폐탄
광 산림복구지로 정선군에서 5개 폐탄광, 영월군에서 3
개 폐탄광 총 8개 폐탄광 산림복구지를 선정하였다 (Fig. 1).
정선군과 영월군은 강원도 내에서 상호 인접한 지역으로,
산림복구공사 특성상 인근지역에서 복토재를 공급하기
때문에 정선군과 영월군의 사업지에서 사용된 복토재의
특성이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복구공사 완료 후 경과시간에 따른 토양특성 변화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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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위해 경과시간이 상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동우성진탄광과 동원탄광은 5년, 함백탄광은 3년의
시간차를 두고 2회 조사하여, 경과시간별로 총 11회를 조
사하였다. 각 대상지별 특징을 Table 1에 나타냈다. 해발
고도는 모든 대상지가 500 m 이상이었으며, 동우성진 탄
광이 해발 1,120 m로 가장 높았다. 삼탄 및 함백탄광은
남사면, 그 외 탄광은 북사면이었으며, 정동탄광을 제외
한 다른 지역은 경사 20 ° ~ 35 °에 분포하였다. 조사대
상지 하층에서는 주로 쑥과 민들레, 사초류, 산국, 양잔
디류 등이 발견되었는데, 자생수종이 아닌 양잔디류의 경
우 산림복구공사 시 토양 유실방지를 위해 파종된 것으
로 사료된다.
2.2. 조사 및 분석
조사 대상지의 토양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 대상지마
다 10 m × 10 m 크기로 조사구를 설치한 후, 해발고도,
방위, 경사 등 지형과 분포 수종을 조사하였다. 토양특성
분석을 위한 토양시료 채취는 표토층의 낙엽층 및 부식
토를 제거하고 20 ㎝ 깊이 이내에서 각 대상지마다 5개
씩, 총 55개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토양은 풍건한 후 10
mesh 체로 쳐 분석용 시료로 이용하였다. 분석한 항목은
토양 pH, 총유기탄소 (Total Organic Carbon, TOC), 총질
소 (Total-N), 유효인산 (Av. P2O5) 등이었다. 토양 pH 측
정은 pH meter (Orion 3STAR, THERMO, USA)를 이용
하였다. 토양시료를 증류수와 1:5 비율로 혼합하여 30분
동안 진탕한 후 여과하여 측정하였다. TOC 함량은 WalkleyBlack법 (Walkley, 1947)에 의해 분석하였다. 토양시료를
1N-K2Cr2O7 용액 및 진한 황산과 혼합한 다음, 지시약
(0.025M o-Phenanthroline-ferrous Complex)을 넣었다. 이
를 0.5N-FeSO4로 적정하여 총유기탄소 함량을 구하였다.

Fig. 1. Location of Study Sites in Korea.
Table 1. Site characteristics of study sites
Elapsed time

Coal Mine

Area

Altitude
m

°

°

1

Dongwoo Sungjin (1)

Yeongwol-gun

813

N 15 E

30

Slope

3

Dongwon (1)

Jeongseon-gun

900

N 40 E

33

Valley-Slope

4

Samtan

Jeongseon-gun

940

S 40 E

35

Slope

5

Saewon

Jeongseon-gun

945

N 35 E

28

Slope

6

Dongwoo Sungjin (2)

Yeongwol-gun

1,120

S 15 E

35

Slope

7

Dongwoo Saebang

Yeongwol-gun

900

N 40 E

33

Valley-Slope

8

Dongwon (2)

Jeongseon-gun

912

N 40 E

32

Valley-Slope

Year

Direction

Slope

Topography

10

Hanil

Yeongwol-gun

670

N 20 W

22

Valley-Slope

11

Jungdong

Jeongseon-gun

650

N

10

Plate

14

Hambaek (1)

Jeongseon-gun

565

S 40 W

35

Slope

17

Hambaek (2)

Jeongseon-gun

560

S 25 W

33

Slope

정문호 · 고주인 · 박관인 · 지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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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질소 함량은 Micro Kjeldahl법 (Kjeldahl, 1883)으로 정
량하였다. 토양시료를 K2SO4, CuSO4 혼합촉매와 진한 황
산과 혼합한 뒤 약 4시간 동안 가열하여 분해시켰다. 이
후, 분해액을 증류수로 희석하고 증류 플라스크에서 증
류한 다음 표준 황산용액으로 적정하여 질소함량을 구하
였다. 유효인산 함량은 Bray No.1 방법 (Bray and Kurtz,
1945)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먼저 토양 시료를 침출액
(0.03N NH4F + 0.025N HCl)과 혼합하여 침출한 다음
ICP (ICP-1000IV, Shimadzu, Japan)가 장착된 Optical
Emission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토양 분
석은 서울대학교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Instrumentation Center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NICEM)과 한국광해관리공단 분석평가실에
서 실시하였다. 시간경과에 따른 토양특성의 변화를 분
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6 (Embedded on SPSS Statistics 26 Professional, SPSS
Inc.)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해석
3.1. 토양 화학적 특성
조사대상지별 토양 화학적 특성을 Table 2에 나타냈다.

토양 pH 조사대상지의 토양 pH는 한일탄광과 정동탄광
이 각각 3.6과 3.7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동우성진
탄광과 동원탄광 (1), 삼탄탄광이 각각 6.7, 6.5, 6.4로 높
은 값을 보였다. 11개소의 평균 토양 pH는 5.3이었다.
Jeong et al. (2002)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강
원지역 일반산림 토양 A층의 평균 pH는 5.8로 이와 비
교하면 5개소는 이보다 높거나 같았고, 다른 6개소는 낮
았다. 우리나라 타지역에 위치한 폐탄광 산림복구지의 평
균 토양 pH는 전라남도 화순의 경우 약 5.8 (4.7 ~ 6.4)
(Jung et al., 2011), 경상북도 문경에서는 약 5.4 (4.1 ~
8.3) (Jung et al., 2012) 였으며, 충청남도 보령에서는 약
5.9 (4.5 ~ 7.0) (Jung et al., 2015)로 나타났는데, 강원지
역에서는 평균 5.3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
은 값을 보였다. 특히 타지역에서는 토양 pH의 최소값이
4.1이상이었던데 비해 강원지역에서는 4.0 미만이 2개소였다.
조사대상지의 평균 TOC는 약 1.44 %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값을 보인 탄광은 동우성진탄광으로 0.33 %
였으며, 가장 높은 값을 보인 대상지는 함백탄광 (2)로
4.12 %였다. 강원지역 일반산림 토양 A층의 평균 TOC
는 2.80 %로 (Jeong et al., 2002) 이와 비교하면 함백탄
광을 제외한 다른 대상지에서 모두 낮았다. 타지역 폐탄
광 산림복구지의 경우 보령시와 문경시, 화순군이 각각

Table 2. Soil chem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sites
Coal Mine

Soil pH

TOC

Total N

C/N ratio

Av. P2O5

Unit

-

%

%

-

㎎.㎏-1

Dongwoo Sungjin (1)

6.71

0.33

0.04

9.07

21.10

Dongwon (1)

6.50

0.49

0.07

7.30

21.09

Samtan

6.40

0.63

0.09

6.91

21.09

Saewon

5.28

0.58

0.06

9.12

21.03

Dongwoo Sungjin (2)

5.91

0.65

0.06

10.81

15.72

Dongwoo Saebang

5.49

0.69

0.08

9.05

17.90

Dongwon (2)

5.83

0.62

0.07

8.40

18.00

Hanil

3.63

1.58

0.15

10.65

14.56

Jungdong

3.67

2.57

0.22

11.87

12.96

Hambaek (1)

4.17

3.62

0.28

13.20

11.12

Hambaek (2)

4.67

4.12

0.20

20.83

10.80

Average

5.30

1.44

0.12

10.65

16.85

Gangwon Natural Forest A-layer soil

5.80

2.80

0.21

13.3

33.4

Hwasun∮

5.8
(4.7~6.4)

1.1
(0.2~2.0)

0.08
(0.02~0.13)

14.6
(7.9~16.7)

8.3
(2.7~14.6)

Mungyeong¶

5.4
(4.1~8.3)

1.92
(0.05~4.50)

0.12
(0.02~0.19)

14.7
(2.2~27.8)

55.0
(7.6~174.6)

Boryeong‡

5.2
(4.5~7)

1.5
(0.1~2.3)

0.09
(0.03~0.18)

16.7
(6.6~15.7)

14.0
(4.8~63.1)

†

†

: Jeong et al. (2002),

∮:

Jung et al. (2011), ¶: Jung et al. (2012), ‡: Jung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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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5 % (0.1 % ~ 2.3 %), 1.9% (0.05 % ~ 4.50 %),
1.1 % (0.2 % ~ 2.0 %)를 보였는데 (Jung et al., 2011;
Jung et al., 2012; Jung et al., 2015), 강원지역의 경우 평
균값은 보령군과 문경시보다는 낮고 화순군보다는 높았
으며, 최소값과 최대값은 타지역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총질소의 경우 평균 0.12 %였으며, 0.05 % ~ 0.28 %
의 범위를 보였다. 강원지역 일반산림 A층 토양의 평균
0.21%에 비하면 평균값은 약 57 % 수준이였으며, 조사
대상지 11개소 중 9개소가 일반산림보다 낮은 값을 보였
다. 하지만 타지역과의 평균값 비교하면 보령시 (0.09 %)
와 화순군 (0.08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OC와 총질소 값을 통해 탄질률을 계산한 결과 동원
탄광 (1)이 7.3로 가장 낮았으며, 함백탄광 (2)가 20.8로
가장 높았다. 평균값은 10.7이었으며, 타지역의 평균값 (보
령 16.7, 문경 14.7, 화순 14.6)이나 강원지역 일반산림 A
층 토양 (13.3)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유효인산의 경우 평균값은 16.9 ㎎.㎏-1 이었으며, 10.8
㎎.㎏-1 ~ 21.1 ㎎.㎏-1 의 범위를 보였다. 타지역과 비교
시 조사대상지의 평균 유효인산값은 보령시와 문경시의
평균값과 최고값이 낮았으나, 최소값은 오히려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 등 3개 시군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경과년수에 따른 토양 특성
산림복구 완료 후 경과년수에 따른 토양의 화학적 특
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Fig. 2
와 Table 3에 나타냈다. 5개 화학적 특성 모두 경과년수
에 따라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토양 pH는 시간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Lee et al. (2008)은 우리나라 폐탄광 산림복구지에서 토
양특성을 분석한 결과 토양 pH는 경과시간에 따라 감소
한다고 하였다. 또한 Hur et al. (2009)이 영일사방사업지
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식생이 발달할 경우 식생에 의
한 양이온 흡수량은 증가하는 반면 수소이온의 방출량이
많아지면서 토양 pH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도 사업완료후 식생이 발달함에 따라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토양 pH에 따른 수종별
생육 수종을 살펴보면 활엽수는 대부분 토양 pH 5.6 이
상에서 생육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Jung and Ha, 2013),
국가표준 KS E 1001 (KSInfo, 2015)에서는 폐탄광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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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를 위한 복토재의 품질기준으로 토양 pH를 식물의
양분유효도가 가장 높은 토양 pH 범위인 5.6 ~ 7.3 (Troug,
1947) 으로 권장하고 있다 (KSInfo, 2015). 이는 산림토
양이 산성화 되면 토양내 H+가 증가하며, 이에 따라 Al3+
이온이 증가하게 되는데 (Jin et al., 2008) 이는 결국 식
생생육의 저하로 이어져 산림복구사업의 효과성이 떨어
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국내 폐광산 산성
토양 지역의 경우 식재 묘목이 고사하고, 주변로부터의
식생유입도 저조하여 식생피복이 원활하지 못한 사례들
이 있다 (Jung et al., 2015; Jung et al., 2020). 본 연구결
과에서는 산림복구사업 후 7년이 경과하면 토양 pH가
5.6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10년 이상 경과시 토양 pH는
5.0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림복구사업 후 초기에는
식생생육에 대한 토양 pH의 영향은 적지만 시간이 경과
할수록 토양 pH가 감소하면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따라서 토양 pH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석
회비료 등 시비를 통해 토양 pH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
는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OC는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체코의 폐탄광 산림복구지에서 복구 초기 단계에 유
기물 함량이 낮다고 한 Šourková et al. (2005)의 연구결
과나, 인디아에서 폐광산을 복구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양내 탄소가 증가한다고 한 Singh et al. (200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Shrestha and Lal
(2010)은 미국 오하이오 폐탄광 42개소에서 토양내 탄소
와 질소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한다고 하였다. 토
양내 탄소는 지상부 식생으로부터 발생한 낙엽이 부식되
어 토양에 축적되는 유기물이 주 공급원이다 (Jung et al.,
2011). 산림복구사업 완료후 초기에는 지상부 식생의 발
달이 더디고 낙엽량이 적어 유기물 축적이 부족하여 탄
소량이 적지만 (Šourková et al., 2005; Jung et al., 2011),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식생이 발달하면 낙엽량도 많아져
탄소량도 증가한다 (Cole et al., 1993; Jung et al., 2015).
TOC는 토양내 유기물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토양 내 유
기물은 식생과 상호작용을 하는 토양 미생물의 서식처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식물생육에 필요한 각종 양분을
공급하는 한편, 토양의 보습, 보온 등 산림생태계가 유지
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Jin, et al., 1994).
따라서 TOC 역시 국가표준 KS E 1001 (KSInfo, 2015)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f soil properties according to elapsed time
Factors

Soil pH

TOC

Total- N

C/N ratio

Av. P2O5

p

*

**

**

*

**

*Significant at the 0.005 level of p-value
**Significant at the 0.001 level of 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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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onship between soil chemical characteristics and elapsed time.

의 폐탄광 산림복구를 위한 복토재의 품질기준에 포함되
어 있는데, 권장치는 1.2 % 이상이다. 이와 비교하면, 총
11개소 중 7개소가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경과시간으로
보면 산림복구사업 후 10년 미만이다. 따라서 산림복구
사업 후 식생이 발달하여 낙엽량이 충분히 발생하기 이
전까지는 시비를 통해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총질소는 TOC와 마찬가지로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토양내 총질소 함량은 일반적으로 토
양 유기물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데 (Kim et al., 1991),
이는 TOC와 마찬가지로 산림토양에서 총질소의 주 공급
원은 유기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TOC와 총질소 모두 산
림복구사업 후 초기에는 증가속도가 느리다가 시간이 경
과하면서 점차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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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함에 따라 식생이 안정화되면서 낙엽량의 발생이 더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Jung et al., 2015). 산
림토양에서 총질소가 가지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산
림토양에서 질소는 대부분 유기태로 존재하며 무기화 하
는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Jin et al., 1994). 생장속도
가 빠른 초기에 질소 요구량이 많다. 본 연구에서 총질
소는 TOC와 마찬가지로 10년이 경과해야 국가표준 KS
E 1001 (KSInfo, 2015)의 폐탄광 산림복구를 위한 복토
재의 품질 중 총질소 기준인 0.09 % 이상을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림복구사업 초기에 유기물 뿐
만 아니라 질소 시비를 통해 토양 양분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TOC와 총질소가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인 결과 탄질률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TOC
와 총질소는 지수함수 형태의 증가경향인 반면, 탄질률
은 1차함수 형태인 것이 달랐다. 탄질률이 산림토양에서
중요한 이유는 토양내 질소에 대한 식생의 이용도에 영
향을 주기 때문이다 (Jin et al., 1994). 토양내 질소의 함
량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탄질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
면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는 제한받게 된다. 일반
적으로 산림토양의 A 층은 12 ~ 30을 유지한다. 이에 비
한다면 본 연구결과에서 탄질률은 약 14년이 경과해야
안정적이 된다. 따라서 산림복구사업후 유기물과 질소 관
리 등을 위해 시비할 경우 국가표준 KS E 1001 (KSInfo,
2015)에 따른 권장범위도 중요하지만 탄질률을 적정 수
준으로 맞추기 위해 균형있는 시비를 해야 식생생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내 유효인산 함량은 유기물과 토양 pH 등의 영향
을 받는다 (Jin et al., 1994; Lee, 2001; Jung et al., 2011).
본 연구에서 유기물은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였지만
토양 pH는 감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유효인산은 유기물보다 토양
pH의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토양 pH가
낮을 경우 인산의 불용화가 진행되어 토양 내 유효인산
의 함량이 낮아지게 된다는 Jung et al. (2011)의 연구결
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유효인산은 국가표준 KS E 1001
(KSInfo, 2015)의 폐탄광 산림복구를 위한 복토재의 품질
기준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질소와 마찬가지로 식물이
생육하기 위한 주요 양분에 포함되는데, Lee (2001)에 따
르면 토양 pH 5.0 이하에서는 Fe나 Al과 결합하여 불용
성 인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식물이 흡수할 수 없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복구사업시 10년 경과하면 토양 pH
가 5.0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산림복
구사업시 인산비료 시비를 실시함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
를 통해 인산의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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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시간경과에 따른 폐탄광 산림복구지 토양의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폐탄광의 산림복구지에서 지속
적인 사후관리 및 산림복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
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1. 토양 pH와 유효인산은 시간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0년 경과시 토양 pH는 국가표준
KS E 1001에서의 폐탄광 산림복구를 위한 복토재의 품
질기준 최소범위인 pH 5.6 이하로 감소하였다.
2. TOC와 총질소 함량, 탄질률은 시간경과에 따라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TOC와 총질소 함량은 초기
에는 증가속도가 느렸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TOC와 총질소 함량은 10
년이 경과해야 국가표준의 폐탄광 산림복구를 위한 복토
재의 품질기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페탄광 산림복구사업시 식생생육을 원활히 하기 위
해 사업당시는 물론 사업후 토양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양 pH 중화, 유기
물 및 총질소, 유효인산 등 필수 양분에 대한 시비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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