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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oil neutralizing treatments on soil characteristics 

and growth of Miscanthus sinensis Anderss., in the acid soil of abandoned metal mine for selection of proper 

neutralizer. The kinds of soil neutralizers were acid mine drainage sludge 10%, 20%, bottom ash 1%, 2%, fly 

ash 1%, 2%, Waste-Lime+Oyster 1%, 2% and compost. The most effective neutralizers were acid mine 

drainage sludge 10%, 20% and Waste-Lime+Oyster 1%. Waste-Lime+Oyster 2% was considered second 

effectiveness. Bottom ash 2% showed promoting shoot growth of M. sinensis Anderss., acid mine drainage 

sludge 20% for root growth. But the case of total growth, bottom ash 1%, 2% and acid mine drainage sludge 

20% were the most promoting treatment. Soil pH, C/N ratio and available P showed effective to shoot growth, 

while root growth was influenced by soil pH and available P. In case of total, soil pH affected. After 

consideration to growth of M. sinensis Anderss., soil characteristics which affected to growth of M. sinensis 

Anderss., and soil characteristics of each treatment, it is applicable of bottom ash 1% firstly, and bottom ash 

2% secondly for rehabilitation in abandoned metal mine.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or the cost of 

neutralizer before the application of rehabilitation.

Keywords: Abandoned metal mine, Acid soil, Miscanthus sinensis Anderss., Neutralizer

Soil chem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reatments (p < 0.05).

Mine pH TOC Total-N C/N ratio Av.P2O5

Soil dehydrogenase 

activity

unit % % mg kg
-1

ug TPF g
-1

 24 h
-1

AMDS 10% 7.8a 0.49bc 0.05c 10.6a 1.0e 4.0ab

AMDS 20% 7.7a 0.44cde 0.04c 10.9a 0.4e 3.6bc

Battom Ash 1% 5.4d 0.46bcde 0.05bc 9.1ab 22.8bc 4.3a

Battom Ash 2% 5.1d 0.40ef 0.06b 7.0abc 29.0b 3.3bc

Fly Ash 1% 4.8cd 0.51b 0.05bc 10.4a 19.8bc 3.2bc

Fly Ash 2% 5.1d 0.47bcd 0.06b 8.4abc 22.3bc 3.0c

Waste-Lime+Oyster 1% 7.0bc 0.41de 0.04c 9.7ab 15.1cd 3.6bc

Waste-Lime+Oyster 2% 7.3ab 0.35f 0.04c 9.0ab 21.5bc 3.5bc

Compost 6.5c 0.79a 0.13a 6.3c 96.3a 3.7bc

Control 4.4e 0.20g 0.04c 11.0a 6.5de 3.7bc

AMDS : Acid Mine Drainage Sludge.

Ⓒ  The Korean Society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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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한국내 휴폐금속광산은 2,110개소인데 이중 금은이 1698개소 가장 많고 Fe, Mn, Zn 광산 등이 많이 분포하고 있

다. 이들 광산을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광폐석은 중금속 (As, Cd, Cu, Pb, Zn) 함량이 높기 때문에, 광폐석이나 광폐석

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주변 농경지나 하천 등으로 유입되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 (De 

Bartolomeo et al., 2004; Miro et al., 2004). 또한 오염된 농경지에서 재배되는 경작물은 중금속을 체내에 축적하게 

되고 결국 이를 섭취하는 인체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크다 (Kim et al., 2006; Yun et al., 2010; Souki, et al., 2017). 따

라서 폐금속광산 산림복구시 광폐석이 유실되지 않도록 초기에 식생을 피복하여 유실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

지만 광폐석은 토양 pH가 낮은 산성토양이 대부분인데 (Jung et al., 2016), 토양 pH가 낮은 산성토양은 대부분 Al3+ 

이온이 높기 때문에 토양내 양분이 쉽게 용탈되고 (Park et al., 2001; Oh et al., 2012), 식물의 양분유효도 낮기 때문에 

(Troug, 1947) 식생생육이 원활하기 어렵다. 따라서 폐금속광산의 산림복구를 위해서 산성토양을 중화하여 식생이 

생육할 수 있는 토양환경으로 조성해야 한다.

한편 억새 (M. sinensis Anderss.)는 화본과 (Poacea), 기장아과 (Panicoideae), 쇠풀족 (Andropogoneae), 억새속 

(Miscanthus) 에 속하는 식물로 (Chen and Stephen, 2006; Song et al., 2018) 한국, 중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에 분포

한다 (Greef et al., 1997; Lewandowski et al., 2000; Atkinson, 2009). 억새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육이 양호하며 생산

에 투입되는 비용대비 작물생산량도 높아서 토양피복에도 효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폐광산 주변 토양에서 많이 발견

되는 수종중 하나이다 (Seo et al., 200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폐금속광산의 산성토양을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사용에 따른 토양특성 변화와 억새의 생

육특성을 평가하여 폐금속광산 산림복구에 적용하기 위한 적정 토양개량제를 선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Materials and Methods

실험 방법 실험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위치한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기술연구소 부지에서 실시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공시토양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폐금속광산 광폐석장에서 채취하여 광해기술연구소 

부지로 운반하여 사용하였다. 공시토양의 토성은 모래와 미사, 점토가 각각 84.7%, 5.1%, 10.2%였으며, 진비중은 2.6 

g cm3-1
이었다. 사용한 토양 개량제는 산성광산배수슬러지 (Acid Mine Drainage Sludge, AMDS), 바닥재, 비산재, 

폐석회 + 굴패각 및 퇴비였다. AMD 슬러지는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한국광해관리공단 함태수질정화시설에서 채

취하였으며, 바닥재와 비산재는 경상남도 하동군에 위치한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폐석회는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영동탄광에서 채취하였다. 퇴비와 굴패각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료를 각각 사용하였다. Table 1에 개량

제와 공시토양의 화학적특성을 나타냈다 (Jung et al., 2016). 공시토양의 pH는 4.1이었으며, 총유기탄소와 총질소는 

각각 0.2와 0.04%였다. 각 개량제의 pH는 7.6 - 9.2의 분포를 보였는데, 폐석회 + 굴패각이 9.2로 가장 높고 AMD 슬

러지가 7.6으로 가장 낮았다. TOC의 경우 비산재가 9.1%로 가장 높고 AMD 슬러지가 3.6%로 가장 낮았으며, 총질

소는 0.06% (비산재) - 0.02% (바닥재)의 분포를 보였다. 공시수종은 억새 (M. sinensis var. purpurascens RENDLE.)

를 사용하였다. 각 중화제의 혼합비율은 폐석회 + 굴패각의 혼합비율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억새 식재 및 토양개량제 처리를 위해 실험을 위해 1/3000a 와그너포트를 사용하여, 각 포트당 소지광산토양 10 kg

과 각각의 토양 개량제를 혼합하였다. 토양 개량제 처리수준은 폐석회 + 굴패각과 바닥재, 비산재는 토양중량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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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il chemical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
†
Jung, et al., 2016).

pH
†

TOC
†

Total-N
†

As Cd Cu Pb Zn

unit % mg kg
-1

AMDS 7.6 3.6 0.04 8.4 0.8 11.7 22.0 129.0

BA 8.6 8.1 0.02 6.8 0.0 13.6 9.2 18.4

FA 8.4 9.1 0.06 13.4 0.0 17.8 10.2 23.7

WLO 9.2 5.2 0.08 0.0 0.0 15.3 42.2 31.5

Metal mine 4.1 0.2 0.04 2,133.4 4.3 257.6 4,233.0 1,367.5

*AMDS: Acid Mine Drainage Sludge, BA : Bottom Ash, FA : Fly Ash, WLO : Waste-Lime+Oyster.

1% (0.1 kg) 와 2% (0.2 kg)으로 처리하였으며, AMD 슬러지는 토양중량대비 10% (1 kg)과 20% (2 kg), 퇴비는 토양

중량대비 3.4 % (0.34 kg) 수준으로 처리하였다. 토양 개량제를 처리하지 않은 폐금속광산 토양을 대조구로 사용하였

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기존에 폐석회 + 굴패각을 통해 타지역의 산성토양 중화실험을 수행한 결과 토양 중량대

비 1%와 2%가 효과가 있었다 (MIRECO, 2014). 이에 따라 폐석회 + 굴패각과 바닥재, 비산재는 혼합비율을 1%와 

2%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AMD 슬러지의 경우 사전실험에서 1%와 2%를 혼합하였을 경우 토양pH 중화효과가 없었

기 때문에 사전실험을 통해 10%와 20%로 선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억새는 실험부지 인근 양묘장에서 포트묘로 재배 중인 1년생 억새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포

트는 1/3000a 와그너포트로 각 포트당 소지광산토양 10 kg과 각각의 토양 개량제를 비율별로 혼합하고 1개월 뒤 각 

포트마다 억새 1주를 식재하였다. 각 처리구 및 대조구마다 3반복으로 설치하여 총 33개 처리구를 설치하였다. 억새

의 재배기간은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간이었으며, 재배기간동안 관수는 주 3회 실시하였다. 

조사 및 분석 각 처리구별 토양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중화제 처리후 각 처리구의 토양을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48시간 동안 풍건한 후 2 ㎜ 체로 쳐 분석용 시료로 이용하였다. 분석항목은 토양 pH, 총유기탄소 (TOC), 총질소 등이

었다. 토양 pH 측정은 pH meter (Orion 3STAR, THERMO, USA)를 이용하였다. 토양시료를 증류수와 1:5 비율로 

혼합하여 30분 동안 진탕한 후 여과하여 측정하였다. TOC 함량은 Walkley-Black법 (Peech et al., 1947; Walkely, 

1947; Grewilling and Peech, 1960)에 의해 분석하였다. 토양시료를 1N-K2Cr2O7 용액 및 진한 황산과 혼합한 다음, 

지시약 (0.025M o-Phenanthroline-ferrous Complex)을 넣었다. 이를 0.5N-FeSO4로 적정하여 총유기탄소 함량을 구

하였다. 토양내 유기물 함량은 TOC 함량에 1.724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총질소 함량은 Micro Kjeldahl법 (Kjeldahl, 

1883)으로 정량하였다. 토양시료를 K2SO4, CuSO4 혼합촉매와 진한 황산과 혼합한 뒤 약 4시간 동안 가열하여 분해

시켰다. 이후, 분해액을 증류수로 희석하고 증류 플라스크에서 증류한 다음 표준 황산용액으로 적정하여 질소함량을 

구하였다. 유효인산 함량 분석을 위해 Bray No.1 방법에 따라 토양 시료를 침출액 (0.03N NH4F + 0.025N HCl)과 혼

합하여 침출한 다음 ICP (ICP-1000IV, Shimadzu, Japan)가 장착된 Optical Emission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정량

하였다. 토양 탈수소효소 활성은 비색정량법 (Sukul, 2006)을 사용하였다. 음지에서 풍건한 토양에 CaCO3와 3% 

TTC 용액을 가하여 잘 혼합한 후 37°C 항온수조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생성된 2,3,5,-Triphenylformazan 

(TPF)에 Methanol 용액을 2회 가하여 추출하여 No.6 Filter paper로 여과후 485 nm에서 UV-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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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새의 생장량 분석을 위해 구입한 억새 중 일부를 식재 전에 채취하여 지상부와 지하부의 건중량을 분석하였으며, 

6개월간 재배 후 각 처리구의 억새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건중량을 분석하였다. 재배기간동안 억새의 생장량 계산을 

위해 실험 전후의 건중량을 분석하였다. 건중량 분석은 채취한 억새 시료를 105°C에서 48시간 건조한 후 중량을 측정

하였으며, 생장량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였다.

생장량 (g plant-1) = (수확후 건중량) - (식재 전 건중량) (Eq.1)

처리구별 토양특성과 억새의 지상부 및 지하부 건중량을 비교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던컨의 다중검정을 실시하고, 

토양개량제 처리에 따른 토양 특성변화가 억새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처리구별 토양특성과 따른 지

상부와 지하부 및 총 건중량과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통계분석은 p < 0.05 수준에서 처리구간 유의성을 검증

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PSS 26 (Embedded on SPSS Statistics 26 Professional, SPSS Inc.)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토양개량제 처리에 따른 토양특성 변화 토양개량제 처리에 따른 토양특성을 Table 2에 나타냈다. 토양 pH는 

AMD 슬러지 10%와 20%, 폐석회 + 굴패각 1%가 각각 7.8, 7.7, 7.3으로 가장 높았다. 폐석회 + 굴패각 2%가 7.0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퇴비 6.5, 바닥재 1% (5.4)와 2% (5.1), 비산재 1% (4.8)와 2% (5.1)가 그 다음 순이었다. 모든 처

리구에서 대조구 (4.4)보다 높은 pH를 보였다. 토양 pH가 식물생육에 중요한 이유는 이에 따라 식물의 양분유효도가 

달라진다. 토양 pH가 적정한 수준 (pH 5.6 - 7.3)보다 낮거나 높으면 유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식물생육이 원활하기 

어렵다 (Troug, 1947). 특히 폐금속광산과 같은 산성토양인 경우에는 토양내 Al3+ 이온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양분원

소를 용탈시켜 식생생육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Park et al., 2001; Oh et al., 2012). 따라서 폐금속광산을 산림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토양 pH를 적정 수준으로 중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재 1%의 경우 Jeong, et al. 

(2002)이 연구한 경북지역 일반산림 A층 토양의 평균 pH인 5.41과 거의 같은 값을 보여 중화제로서의 역할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 처리구별 TOC는 퇴비가 0.79%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처리구는 대조구로 0.20%였으며, 폐석회 + 굴패각 

2%는 0.35%로 두 번째로 낮았다. AMD 슬러지 10%와 20%, 비산재 1%와 2%, 바닥재 1%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토양개량제를 처리한 모든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높았다.

총질소 역시 퇴비처리구에서 0.13%로 높았으며, 바닥재 1%와 2%, 비산재 1%와 2%가 두 번째로 높았다. AMD 슬

러지 10%와 20%, 폐석회 + 굴패각 1%와 2%는 대조구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탄질률은 TOC나 총질소와는 다르

게 퇴비처리구에서 6.3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른 처리구는 7.0 - 11.0의 범위를 보였는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토양내 유기물의 역할은 식생에 양분을 공급하고 보온ㆍ보습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식생생육에 이로운 각종 

토양소동물과 미생물의 서식처 역할도 하고 있다 (Jin, et al., 1994). 산림에서 자연적인 유기물 공급은 주로 낙엽낙지

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Jung et al., 2016), 폐금속광산과 같이 산림이 훼손된 지역이나 산림복구가 이루어진지 얼마 

안 된 지역은 낙엽낙지량이 적어서 유기물 공급이 부족할 수 있으며 (Šourková et al., 2005; Jung et al., 2012), 이로 인

해 식생생육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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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il chem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reatments.

Mine pH TOC Total-N C/N ratio Av.P2O5

Soil dehydrogenase 

activity

unit % % mg kg
-1

ug TPF g
-1

 24 h
-1

AMDS 10% 7.8a 0.49bc 0.05c 10.6a 1.0e 4.0ab

AMDS 20% 7.7a 0.44cde 0.04c 10.9a 0.4e 3.6bc

Battom Ash 1% 5.4d 0.46bcde 0.05bc 9.1ab 22.8bc 4.3a

Battom Ash 2% 5.1d 0.40ef 0.06b 7.0abc 29.0b 3.3bc

Fly Ash 1% 4.8cd 0.51b 0.05bc 10.4a 19.8bc 3.2bc

Fly Ash 2% 5.1d 0.47bcd 0.06b 8.4abc 22.3bc 3.0c

Waste-Lime+Oyster 1% 7.0bc 0.41de 0.04c 9.7ab 15.1cd 3.6bc

Waste-Lime+Oyster 2% 7.3ab 0.35f 0.04c 9.0ab 21.5bc 3.5bc

Compost 6.5c 0.79a 0.13a 6.3c 96.3a 3.7bc

Control 4.4e 0.20g 0.04c 11.0a 6.5de 3.7bc

*AMDS: Acid Mine Drainage Sludge.

**Different letters (a, b, c, d, e, f, and g)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또한 유기물과 더불어 총질소는 식생생육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Jin, et al., 1994; Jung et al., 2012; Jung et 

al., 2016). Lee (2001)에 따르면 식생의 질소 요구량은 생장속도와 비례한다. 따라서 임령이 어린 임분 일수록 생장속

도가 빠르며, 질소 요구량도 증가한다. 산림복구사업지는 식재된 수목의 수령이 1 - 2년에 불과하여 질소 요구량이 특

히 많을 수밖에 없으나, 낙엽낙지가 분해되어 축적되는 토양내 유기물이 총질소의 주된 공급원이기 때문에 식생생육

에 부족하기 쉽다. 

Jeong, et al. (2002)에 따르면 경북지역 일반 산림 토양 A층의 평균 유기물 함량은 3.7%, 이를 TOC 함량으로 계산

하면 2.0%가 된다. 또한 총질소는 0.17%로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 토양개량제 처리에 따른 토양특성을 이와 비교하

면 TOC 함량은 65% 이하, 총질소는 75% 이하의 값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토양개량제를 실제 사업에 적용

할 경우 유기물과 질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내 탈수소효소활성을 분석한 결과 바닥재 1%와 AMD 슬러지 10%가 각각 4.3 ug TPF g-1 24 h-1, 4.0 ug TPF 

g-1 24 h-1
으로 가장 높았으나 처리구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만 산림토양이 0.9 ug TPF g-1 24 h-1 유의하게 낮

은 값을 보였다. 식생이 토양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토양내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어야 

한다. 토양 탈수소효소활성은 이러한 미생물 활동의 평가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Garcia-Gil, 2000; Tomoyoshi et al., 

2005; Wyszkowska et al., 2005; Joa et al., 2010). 따라서 같은 양의 양분이 공급되더라도 토양 탈수소효소활성에 따

라 실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토양개량제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토

양 탈수소효소활성의 유의적인 개선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의 토양 탈수소효소활성이 산성

토양에서 식물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토양개량제 처리에 따른 억새 생육 개량제 처리후 6개월간 생육한 억새의 지상부와 지하부 건중량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냈다. 지상부와 지하부 대조구를 포함한 모든 처리구에서 초기보다 건중량이 증가하였다. 중금

속 오염토양에서 생육현황은 수종마다 다르다. Jung et al. (2016)은 본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벌개미취의 생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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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ry weight (unit : g plant
-1

) of M. sinensis Anderss. used in the study after 6 months from planting.

Treatment Shoot Root Shoot+Root

AMDS 10% 2.6def 7.9cd 10.5c

AMDS 20% 2.2ef 9.8a 12.1abc

Battom Ash 1% 5.4b 8.5bc 13.9a

Battom Ash 2% 7.0a 6.2de 13.2ab

Fly Ash 1% 3.3de 7.7cd 11.0bc

Fly Ash 2% 4.9bc 5.4d 10.3cd

Waste-Lime+Oyster 1% 3.9cd 6.3de 10.2cd

Waste-Lime+Oyster 2% 2.7def 5.0de 7.8d

Compost 2.7def 7.6cd 10.4c

Control 1.6g 3.5f 5.2e

Reference
†

0.0h 0.5g 0.6f

*AMDS: Acid Mine Drainage Sludge.

**Reference : Before treatment.

***Different letters (a, b, c, d, e, f, g and h)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을 고찰한 바 있는데, 이때 토양개량제를 처리하지 않은 산성토양에서의 벌개미취의 건중량은 오히려 초기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와 비교하면 억새는 열악한 토양환경에서도 생육이 타 수종에 비해 원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중금속 오염토양에서 억새 생육을 분석한 기존 연구결과 (Zub and Brancourt Hulmel, 2010; Nsanganwimana et al., 

2014; Souki, et al., 2017)와도 부합되는 결과로, 이로 미루어 볼 때 토양환경이 열악한 폐금속광산의 식생복원을 위

해 억새를 도입하는 것이 타수종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상부 건중량이 가장 많은 처리구는 바닥재 2%로 7.0 g 이었으며, 바닥재 1% (5.4 g)와 비산재 2% (4.9 g)가 두 번

째로 많았다. 지하부는 지상부와는 다르게 AMD 슬러지 20% (9.8 g)에서 가장 많았으며, 바닥재 1%가 두 번째로 많

았다. 지상부와 지하부를 합한 전체 건중량의 경우 바닥재 1% (13.9 g), 2% (13.2 g), AMD 슬러지 20% (12.1 g)가 가

장 많은 건중량을 보였다. 

토양특성이 억새생장에 미치는 영향 토양개량제를 선정하기 위해 억새의 생육에 토양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각의 토양특성과 억새의 지상부, 지하부 및 지상부 + 지하부 건중량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그 결과, 지상부에 대해서는 토양 pH와 탄질률, 유효인산이, 지하부는 토양 pH와 

유효인산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상부와 지하부를 합한 값은 토양 pH에 의해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이중에서 지상부에 대한 토양 pH와 유효인산의 회귀분석 결과와 지상부 + 지하부에 대한 토양 pH는 이차

함수의 경향을 보여 토양 pH의 일정값까지는 토양 pH가 증가함에 따라 생장량이 증가하지만, 토양 pH가 일정값을 

초과한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탄질률이 증가할 경우 지상부 생장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하부는 

유효인산이 증가하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토양 pH가 증가할 경우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TOC

와 총질소는 억새 생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억새의 생육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억새는 바이오매스 수량이 많고 체내에 다량의 탄소를 저장한다. 또한 억새는 C4 식물로 질소 이용효율도 높은 것으

로 알려졌다 (Christian et al., 2001; Moon, et al., 2010). 따라서 본 실험에서 토양개량제 처리에 따른 TOC와 총질소 

개량 효과는 억새 생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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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ationship between dry weight (shoot, root and shoot+root) of M. sinensis Anderss.) and Soil chem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reatments.

Shoot Root Shoot+Root

soil pH y = ‒ 0.67x
2
+7.898x ‒ 18.592

(standard : 5.894)

y = (‒ 21.646)/x + 10.749 y = ‒ 1.109x
2 
+ 13.855x ‒ 30.874

(standard : 6.246)

TOC n.s n.s n.s

Total-N n.s n.s n.s

C/N ratio y = 9.508{exp( ‒ 0.115)x} n.s

Av.P2O5 y = ‒ 0.001x
2
 + 0.130x + 2.293

(standard : 65.000)

y = 1.287/x + 6.275 n.s

Soil dehydrogenase 

activity

n.s n.s n.s

*standard : x value when y value shows maximum.

**n.s : not significantly.

토양개량제 선정 토양개량제 선정을 위해 각 처리구별 억새의 지상부와 지하부, 그리고 지상부 + 지하부를 합

한 전체 생육, 각 처리구별 토양 특성, 그리고 각각의 토양 특성이 억새의 지상부와 지하부, 지상부 + 지하부를 합한 전

체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합하여 순위를 부여하였다. 순위부여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처리구별 억새의 지상부

와 지하부, 그리고 지상부 + 지하부를 합한 전체 생육 등 3개 인자는 가중치 1을 부여하였다. 억새 생육에 대한 순위는 

Table 3에 나타난 토양개량제 순위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토양 특성의 경우 우선 회귀분석결과 (Table 4) 억새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6개 인자에 대해 가중치 

1을 동일하게 부여하였으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토양 특성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6개 인자 중 억새 생장에 양의 영향

을 끼친 토양 pH (지하부)는 Table 2에 나타난 토양개량제 순위를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지상부에 음의 영향을 끼친 

탄질률과 지하부에 음의 영향을 끼친 유효인산의 경우에는 역순으로 반영하였다. 

억새 생육에 2차 함수의 경향을 보인 인자는 각각의 인자에 대해 별도의 순위를 선정하였다 (Table 5). 2차 함수의 

경향을 보인 인자들은 인자 값이 0에서 기준치까지는 억새 생육이 증가하여 기준치일 때 억새의 생육이 최대치를 보

이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이후에는 인자 값이 증가함에 따라 억새 생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기준치에 

대해 가장 차이가 적은 순서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Table 4에 표기한 기준치와 각각의 토양개량제가 

나타낸 값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 각각의 차이 값에 대해 다시 분산분석과 던컨의 다중검정을 실시하여 순위를 순정하

였다. 이에 따라 지상부에 대한 토양 pH는 바닥재 1%와 2%, 비산재 1%와 퇴비가 기준치와의 차이가 가장 적어 1순

위로 나타났으며, AMD 슬러지 10% 와 20%가 순위가 가장 낮았다. 지상부에 대한 유효인산의 경우에는 바닥재 1%

와 2%, 비산재, 퇴비가 1순위였으며, 지상부 + 지하부에 대한 토양 pH는 바닥재 1%와 폐석회 + 굴패각 1%, 퇴비가 1

순위로 나타났다. 

억새 생육 3개 인자와 토양특성 6개 인자 등 총 9개 인자에 대한 각각의 토양개량제 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합산한 

점수를 Table 6에 나타냈다. 이 결과는 순위의 합산이기 때문에 가장 값이 낮은 경우가 억새 생육에 가장 좋은 효과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최종점수가 17점인 바닥재 1%가 폐금속광산 산림복구를 위해 억새를 식재할 경우 가장 효과적

인 토양개량제로 선정되었다. 2순위로는 19점을 기록한 바닥재 2%가 선정되었으며, AMD 슬러지 10%가 가장 효과

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우선순위에서는 각 토양개량제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사업에 적용시 비용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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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 values between standard and value of each treatment for each soil characteristics.

Treatment

Shoot Shoot+Root

soil pH
Av.P2O5 

(unit : mg kg
-1

)
soil pH

AMDS 10% 1.9c 64.0e 1.5cd

AMDS 20% 1.8c 64.6e 1.5cd

Battom Ash 1% 0.7a 42.2abc 0.8ab

Battom Ash 2% 0.8a 36.0ab 1.2bc

Fly Ash 1% 1.1ab 45.2bc 1.4bc

Fly Ash 2% 0.8a 42.7abc 1.2bc

Waste-Lime+Oyster 1% 1.1ab 49.9cd 0.8ab

Waste-Lime+Oyster 2% 1.4bc 43.5bc 1.1bc

Compost 0.6a 31.3a 0.3a

Control 1.5bc 58.5de 1.9d

*AMDS: Acid Mine Drainage Sludge.

**Different letters (a, b, c, d and 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Total score of each treatment according to relationship between dry weight (shoot, root and shoot+root) of M. 

sinensis Anderss.) and soil chemical characteristics.

Treatment

Growth of M. sinensis 

Anderss.

Soil Characteristics

Total
soil pH C/N ratio Av.P2O5

Shoot Rhoot
Shoot+

Root
Shoot Root

Shoot+

Root
Shoot Shoot Root

AMDS 10% 4 3 3 3 1 3 3 5 1 26

AMDS 20% 5 1 1 3 1 3 3 5 1 23

Battom Ash 1% 2 2 1 1 4 1 2 1 3 17

Battom Ash 2% 1 4 1 1 4 2 1 1 4 19

Fly Ash 1% 4 3 2 1 3 2 3 2 3 23

Fly Ash 2% 2 4 3 1 4 2 1 1 3 21

Waste-Lime+Oyster 1% 3 4 3 1 2 1 2 3 2 21

Waste-Lime+Oyster 2% 4 4 4 2 1 2 2 2 3 24

Compost 4 3 3 1 3 1 1 1 5 22

Control 7 6 5 2 5 4 3 4 1 37

*AMDS: Acid Mine Drainage Sludge.

Conclusions

본 연구는 폐금속광산 산성토양 산림복구를 위해 토양개량제 처리가 토양특성과 식생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여 적정 토양개량제를 선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1. AMD 슬러지 10%와 20%, 폐석회 + 굴패각 1%가 산성토양을 중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폐석회 + 굴패

각 2%가 두 번째로 효과적이었다. 

2. 억새 생육 촉진에 효과적인 토양개량제는 지상부는 바닥재 2%, 지하부는 AMD 슬러지 20%, 지상부 + 지하부를 

합한 경우에는 바닥재 1%와 2%, AMD 슬러지 2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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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억새의 생육에 미치는 토양 인자는 지상부는 토양 pH와 탄질률, 유효인산, 지하부는 토양 pH와 유효인산, 그리

고 지상부 + 지하부는 토양 pH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각 처리구별 억새의 생육, 억새의 생육에 미치는 토양 인자, 각 처리구별 토양 특성을 고려한 결과 바닥재 1%가 

폐금속광산의 산성토양을 중화하고 억새를 식재하여 산림복구를 하기 위한 최적 토양개량제로 선정되었다. 2순

위로는 바닥재 2%가 선정되었다. 

다만, 실제 사업에 적용할 경우 토양개량제 처리 방법 및 재료비 등 시공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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