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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분석을 통한 지리산 왕등재 습지의 특성연구 

구홍교 

An Ana1ysis for the Soil Characteristics of 
Wangdeungjae Wetland in Jiri Mountains, Korea 

Koo, Hong-kyo 

요약 : 1996년에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된 왕둥재 습지는 지리산 능선 동쪽 끝자락 해발 960m의 고개에 형성되 
어 있다. 분지 형태인 왕둥재의 지형은 습한 환경을 조성하기에 유리하며， 강우량이 풍부하고， 낮은 기온으로 인해 
증발량이 적기 때문에 습지의 형성에 펼수적인 수분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왕둥재 습지토양의 물 
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습지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토양에 반영되어 있는 습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형성원인 
을 밝히는 것이다. 습지의 내부에는 토양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실은 왕둥재 습지가 육화 
(teπes띠빼zation)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지시한다. 습지 주변부에서는 3개의 토양충이 발견되었으며， 생성과정 
을 달리하는 2개의 A층이 포함되어 있다. 토양의 입도별 구성비는 미사， 사질， 점토질의 순서이며， 분급은 매우 불 
량하다. 왕둥재 습지의 토양은 무기토양(miner머 roi1) 또는 흑니성 무기토양(mu않y mineral roi1)으로 구분되며， pH 
값과 치환성 양이온의 농도 또한 마아쉬 (marsh)와 보그(lx>g)의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는 펜(fen) 의 토양 특성을 보 

인다. 

주요어 : 습지， 토양분석， 무기토양， 유기토양， 토탄습지， 보그(bog) ， 펜(fen) , 육화， 천이 

Abstract: Wangdeungjae(ridge) Wetland is located on a highland with the altitude of 960m, at the eastem 어ge 

of ]피 Mountain National Park. Wangdeun밍ae performs as an effective reservoir during rain f;려1 to ensure wet 

∞ndition. The abundance in precipitation due to the g∞morpho뼈y and the restrained evaporation due to lower 

temperature 리ro æem to be conæmed with the maintenance of “wetter" water balanæ. The purπ:JSe of the study is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tland through lx>th physical and ch많1Ïcal 킹펴lysis over the roi1 and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development. No true roi1 horizon was found in the middle of the wetland, which m않ns that the 않dge 

∞mmunity in the wetland forms a floating mat and that the wetland 벼s been develotx회 through terrestrialization 

like other 야atlands. 3 roi1 horizons including 2 different kind of A horizon were found at the 려ge of the 않dge 

∞mmunity. Half the amount of the soil is ∞m∞않d of 밍lt. and the particles are very poorly sαted. The soil 강10WS 

the characteristics of mineral or mucky mineral roil. The 뼈1 pH and the conæntrations of the major exchangeable 

cations aIso indicate that Wangdeungjae Wetland has the characteristics of merotrophic fen. 

Key words : wetland, roil 없펴ly외S， mineral roi1, organic roi1, peatland, lx>g, fen, terrestrialization, SUαg홉on 

저11장.연구목적 

습지는 오랫동안 어둡고 부정적인 장소로 여 

겨지거나 개간 또는 간척의 대상으로 인식되었 

다. 습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 

은 생태적 기능지역으로서의 가치와 화석연료의 

공급지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알려진 1960년대 

중반 이후다 1)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는 고생대 석탄기의 저습한 환경에서 만들 

어진 것이며， 습지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은 지역 

주민의 주요 소득원이기도 하다. 습지는 화학 

적 • 생물학적 물질의 이동통로이자 변환장소이 

며 때로는 물질을 저장시키기도 한다. 특히 습지 

내에서 일어나는 유전자의 교환과 변환은 종 다 

1) 유근배， 1앉꺼， ‘미국 습지보전의 역사적 변천과 규제기제’미국학J，제22집， 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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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구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습지의 

생태학적 측면에서 볼 때 습지는 수중 생태계와 정의나 분류， 그리고 관련 용어가 정립되지 않아 

육상 생태계의 점이지대로서， 멸종 위기에 처한 연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습지의 형 

야생 동물을 비롯하여 수많은 어류， 곤충류， 조류 성원인을 규명하고 보전， 관리 및 복원 방안을 수 

둥에 다양한 서식처와 피난처를 제공한다. 환경관 립하기 위해서는 습지의 정의와 분류기준이 우선 

리 측면에서 보면 습지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습지 형성에 가장 큰 영 

발생하는 폐기물을 정화하며， 홍수나 폭풍 시 완 향을 미치는 요소인 수문이나 토양에 관련된 연구 

충지대로 기능 하는 한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 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습지에 대한 수문학 

도의 증가를 억제하여 기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적인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국에서도 지금까 

한다. 또한 심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습지의 독특 지의 습지 연구는 습지의 토양과 식생에 관한 연 

한 경관은 그 자체만으로도 보전가치를 지니고 있 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에서야 기술발달에 힘 

으며， 사람들의 휴양지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입어 습지의 수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다. 고 있는 상황이 다2)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습지가 지니는 독특한 가 지리산의 왕둥재 습지는 해발 1,000m 부근의 고 

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남해안 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지형과 기후의 측면에서 

에는 넓은 면적의 해안습지가 분포하며， 그 수가 볼 때 다른 담수습지와는 상이한 환경에서 생성된 

많지는 않지만 우포늪이나 대암산 용늪과 같은 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왕둥재의 지 

륙 담수습지도 존재한다. 내륙 담수습지는 물을 형과 기후가 습지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구하기 쉽고 비교적 평탄한 지형에 발달한다는 점 에 대한 연구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만， 이러한 특성 때문 목적은 왕둥재 습지토양의 물리 · 화학적 분석을 

에 파괴되는 사례가 많았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통해 토양에 반영된 습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농경문화의 영향으로 내륙 담수습지의 대부분이 형성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습지토양은 습지의 수 

오래 전에 농경지로 개간되거나 매립되었고， 하천 문과 식생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접근과 분석이 

의 직강화 공사나 제방공사로 인하여 더 이상 주 

기적인 범람이 일어나지 않아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 동안의 습지 연구 또한 조간 

대 염생습지(디없1 잃lt march)와 에스츄어리성 습 

지 (estuarine wetland) 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뿐， 내륙 담수습지에 대한 연구 사례는 많지 않으 

며， 특히 고산습지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빈약한 

상황이다. 다만 최근 5년 동안 지리산 왕동재 습 

지를 비롯하여 정족산 무제치늪， 화엄벌늪， 천성산 

밀밭늪 등 해발고도 7아n 이상의 고산지대에 분 

포하는 습지가 잇달아 보고되면서 고산습지에 대 

한 학계와 일반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습지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식물학자를 중심으로 한 식생 조사가 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 2 장 연구지역과 연구방법 

1. 연구지역개관 

1.1 지형 

지리산 왕등재 습지는 북위 약 350 23’ 15’, 동경 

약 1앙。 47'30’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산-51 번지에 속한다. 이 습 

지는 지리산 능선 동쪽 끝자락 해발 960m의 고개 

에 형성되어 있으며， 이보다 30~6Om 더 높은 봉 

2) Tiner, R. W., 1999, Wetland Indicat，α"5， Lewis Publishers, pp.127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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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왕등재 연구지역도 

우리 4개로 둘러싸여 있어 고개마루 부분에 위치 

하면서도 소규모 분지 지형을 이룬다. 분지의 중 

심에서 볼 때 북서-남동 방향으로 해발 995.4m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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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주변의 지형올 3차원으로 표현한 것이며， 수직 

고도는 2배로 과장되어 있다. 

‘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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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순략포란 

〈그림 2) 왕등재 주변 지형의 3차원 영상 

왕동재 습지는 1996년에 한 산악인에 의해 처음 

1여8m의 봉우리가 위치하므로 비교적 가파른 사 으로 학계에 보고되었다. 위치 상으로는 지금까지 

면이 나타나며， 북동-남서 방향의 사면은 완만한 알려진 고산습지 중에서 최남단에， 해발고도로는 

경사를 이룬다. 대암산 용늪(1，200m)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곳에 

저지대의 중앙부에는 갚이 20cm 정도의 물로 위치한다 3) 현재 이 지역은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 

채워진 습지가 있으며 사초와 골풀의 군락으로 피 내에 속해있으며， 1999년부터 때1년까지 국립공원 

복되어 있어 육안으로도 그 범위를 파악하기가 용 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은 연구목적을 제외하고는 

이하다. 물이 채워진 습지의 규모는 길이 l뻐n， 폭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왕둥재라는 명칭은 

50m 정도로， 소규모 장타원형을 이룬다. 분지 내로 

유입되는 하천은 없으며， 강우시 사면을 따라 흐르 

는 지표수가 분지 중앙의 저지대로 모여들면서 만 

들어 놓은 소규모의 침식 흔적 이 나타난다. 갈수기 

를 제외한 기간동안 늪이 물로 채워져 있는 점으 

로 보아 강우 외에도 지하수의 흐름 둥을 통해 습 

지 내로 물이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었는 것으로 

보인다. 습지의 북동쪽 경계 부근에는 직경 5m 크 

기의 작은 샘이 있으며， 습지 내부에 물이 불어나 

면 북동쪽의 능션을 따라 일시적인 물의 유출이 

일어난다. 습지와 경계를 달리하는 북쪽 능선 너머 

에도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고 그 주변에 또 다른 

소규모의 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림 2)는 왕등 

가락국의 마지막 임금인 구형왕이 이 곳에 토성을 

쌓고 신라군에 끝까지 항전하다 인근의 왕산으로 

쫓겨가 최후를 맞이했다는 구전에서 비롯하며， 한 

자말로는 왕동치(王登時)라고 한다. 지역 주민들 

로부터는 진틀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진틀이라는 말은 습지를 뜻하는 사투리다. 분지의 

주변 봉우리를 따라 둘레 약 3km의 토성이 축조 

된 흔적이 남아있다. 

1.2 기후 

산청군 지역은 지리산 산지의 동남쪽에 위치하 

며 남쪽으로부터 해양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온난 

하고 습윤한 기후를 나타낸다. 산청군의 기온분포 

3) 1995년에 발견된 정족산 무제치늪(7oom) 이나 최근에 발견된 화엄벌늪(75Om)과 천성산 밀밭늪(7oom)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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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평균 기온이 12.6 0C이며 최한월인 1월의 평균 

기온은 0.4 oC, 최난월인 8월의 평균기온은 24.5 0C 이 

다. 기온의 연교차는 24.1 oC로 큰 편이지만 최한월 

의 평균 기온은 영상을 나타낸다. 산청군의 강수 

과하다. 바람의 분포는 여름철에는 남풍 또는 남 

동풍이， 겨울철에는 북서풍이 우세하여 우리 나라 

의 전형적인 계절풍의 분포와 일치한다. 

산청군 산청읍 지리에 위치한 산청 기상관측소 

분포는 연평균 강수량이 1，491mrn이며 여름철인 6 는 왕등재 습지로부터 동쪽으로 약 lOkm 떨어져 

월과 9월 사이에 연 강수량의 약 77%가 집중된다 있으며， 해발고도가 600m가량 낮기 때문에 산청군 

(<그림 3), <표 1)). 이 시기는 우리 나라 장마와 의 기상과 왕둥재 습지의 기상이 일치한다고 보기 

태풍의 내습기간과 일치한다. 는 어렵다. 고도변화에 따른 기온 체감율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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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산청군 지역의 기온， 강수량 

지리산 산지의 경우 해발고도가 높아 기온의 일 

교차와 연교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보인 

다. 산지에서는 경사면을 따라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하강하는데， 1999년에 측정한 자료에 따르 

면 노고단(해발고도 1，345m)의 연평균 기온은 5.9 

℃로서， 산청군의 연평균 기온인 12.6
0

C보다 6.7"C 

나 낮았다. 지리산 산지의 연평균 강수량은 

1,200mrn 이상이며 이 중 대부분이 여름철인 6-9 

월에 집중된다. 여름철에는 대류성 강우로 인한 

국지적 강수현상으로 계곡이 범람하는 경우가 잦 

으며， 겨울철 강수량은 전체 강수량의 10%에 불 

적으로 자유대기에서 -5 0C/km , 건조공기에서 -10 0C 

Ikm로 알려져 있다4) 지리산 산지에서 기온 체감율 

을 측정한 사례는 없지만 소백산 기상관측소에서 

1988년 10월부터 1989년 9월까지의 1년간 기온자 

료를 바탕으로 측정한 기온 체감율이 대략 6.6 0CI 

km 에 달하는S) 점으로 보아 산청 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기온과 왕동재 습지의 실제 기온은 큰 차 

이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간냉각률은 

평탄지에 비해 분지 지형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데， 그 이유는 냉기의 이류， 축적으로 인해 안정된 

냉기호가 형성되어 하향 장파복사량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6) 

현재 왕둥재 습지 인근의 대원사 계곡에는 새 

재， 외고개， 치밭목에 각각 자동 우량계가 설치되 

어 있어 실시간으로 우량을 확인할 수 있다. 2(뻐 

년 7월 이전의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표 2)를 보면 대원사 계곡 

의 강수량이 산청 기상관측소에서 측량한 값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동위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많다는 사실은 왕둥재가 

습지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 

낸다. 

표 1. 산청군 지역의 기온(t) ， 강수량(mm) 

4) 기상연구소， 1988， 소백산의 기상특성 조사(I)， p.12. 
5) 기상연구소， 1989, 소백산의 기상특성 조사(II)，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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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원사 지구 2뼈년 하계 강우량(mm) 

관측지점 7월 8월 9월 10월 

산 청 515.5 343.5 367.5 17 

새 재 591 583 34 

외고개 529 729 550 32 

치밭목 611 865 607 37 

자료 : 산청군 재해대책본부 

1.3 식생과 토양 

연구지역이 속해있는 지리산의 식생분포를 보면 

저지대에는 소나무림이 분포하고 있고， 저지대에 

서 아고산지대에 걸쳐 참나무림이 분포하고 있으 

며， 아고산지대에는 구상나무림이 넓게 분포한다7) 

습지 인접지역에는 상록활엽수림이 분포하는데，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종은 신갈나무이며 습지 주 

변부를 따라 싸리， 조록싸리가 군락을 이루고 있 

다. 그밖에 철쭉， 미역줄나무， 찔레 둥과 큰꽃으아 

리， 다래나무， 산딸기 둥의 덩굴식물이 나타난다. 

습지 내에서는 총 30과， 62속， 61종， 14변종 둥 75 

종의 관속식물이 보고되었는데， 솔잎사초， 산비늘 

사초， 언덕사초， 참바늘골， 올챙이고랭이 둥 사초과 

에 속하는 종류의 개체수가 가장 많으며， 사초과 

식물의 뿌리와 줄기가 엉켜 만들어진 사초기둥이 

습지 위로 나타난다. 사초과 식물 외에도 골풀， 청 

비녀골풀 둥의 골풀과의 식물과 겨이삭， 왕미꾸리 

팡이， 새， 실새풀， 참억새 동의 벼과 식물， 미꾸리 

낚시， 고마리 동의 습지 식생이 나타난다 8) 습지의 

북서쪽 경계부에서는 버드나무나 물푸레나무와 같 

은 목본류의 침입이 일어나고 있으며， 북쪽 경계 

부의 샘 주변에는 이끼류가 출현하고 있다. 

지리산은 선캠브리아기의 변성퇴적암류에 관입 

한 섬록암과 화강암반이 혼합된 지질로 되어 있으 

며， 암반의 노출부가 적고 평탄부가 많아 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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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심이 깊다. 따라서， 산정상부와 능선부， 그리 

고 일부 사면의 암석노출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 

역이 토양으로 덮여 있다. 지리산의 토양은 부식질 

이 비교적 풍부하고 통기와 배수가 잘되어 식생의 

생육에 적합하다. 화강편마암의 모암이 풍화된 잔 

류토양에 부식질의 함유량이 4-6%인 농암회갈색 

의 사양토가 혼합된 부식토가 표충토를 이룬다 9) 

2. 연구방법 

2.1 야외조사 

1) 단면 설정 

왕둥재 습지를 둘러싸고 있는 분지에는 두 개의 

특징적인 사면이 나타난다. 동남쪽의 사면은 습지 

주변에서는 완만한 경사를 보이다가 습지와의 경 

계로부터 80-1빠n 떨어진 지점에서 경사가 급해 

진다. 북서쪽의 사면은 동남쪽의 사면에 비해 약 

간 급한 경사를 보이다가 습지와의 경계로부터 

25m 떨어진 지점에서 급경사를 이룬다. 분지지형 

의 특성상 강우시 지표수나 지하수가 이 두 사면 

을 따라 습지 내로 흘러드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면 상에 배수와 증발의 차이에서 기인한 특성차 

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동남쪽의 사면과 북서 

쪽의 사면에 연구 단면을 선정하였다. 

남동쪽의 사면과 북서쪽의 사면에서 각각 3개의 

단면을 설정하였다. 단면간의 간격은 사면의 전체 

를 반영할 수 있도록 둥간격으로 정했으나 식생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북서쪽 사면에서는 단면의 

간격을 조정하였다. 단면의 방향은 습지의 경계부 

로부터 배후의 사면의 정상부를 향하도록 정했다. 

남동쪽의 사변에서는 단면 A, B, C를， 북서쪽의 

사면에서는 단면 D, E. F를 설정하였으며， 각 단 

6) Kondo, J., 1982, “Prelimi펴ry theoretical study on nocturnal c∞Iing over compIex terrain," Ten찌 29, pp.935-949; 기상연 
구소(1988) ， pp. 44-45에서 재 인용. 

7) 국립공원관리공단， 1999， 지리산국립공원 야생동물생태계 정밀조사. 
8) 국립공원관리공단， 1999, 지리산 모니터링 보고서. 
9) 국립공원관리공단， 1댔，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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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분석을 통한 지리산 왕둥재 습지의 특성연구 

〈그림 4) 단면의 위치 

면의 위치는 〈그림 4)과 같다. 장 잘 반영하는 단면이다. 토양단면을 관찰하기 

위해 시추했던 107ß의 지점에서 모종삽과 핸드 오 

2) 현지 측량 거를 이용하여 유기물 충과 2개의 토양충으로부터 

습지 내에서 시야가 가장 많이 확보되는 지점에 시료를 채취하였다. 단면 C의 경사는 매우 완만하 

광파측거기 (S뼈ria SET5FS)를 설치하여 각 단면 기 때문에 습지의 경계부로부터 20m 떨어진 지점 

의 지점까지의 수평거리와 수직고도를 측정하였다. 에서는 사면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고 

거리와 고도값은 사면의 단면도 작성에 이용되었 도차를 확보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m지점에서부 

다. 측량지점은 시료채취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터 20m 간격으로 3개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 

사면의 경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료를 추가적으로 채취하였다. 습지 중앙부에서는 

임의의 지점 8개를 선정하여 핸드 오거를 이용하 

3) 시료채취와 토양단면 관찰 여 시추하였다. 

토양의 물리 ·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XX)년 10월 4-7일의 기간 동안 시료채취를 설시 

하였다 토양단면 관찰을 위해 6개의 단면에서 5m 제 3 장 토양의 물리적 특성 
간격으로 각각 5개의 지점을 선정한 뒤 핸드 오거 

(벼nd auger) 를 이용하여 시추하였다. 각 지점에서 

유기물층을 제외하고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한 2개 1. 토양 단면 
의 토양층이 나올 때까지 시추하였고， 각 토양충이 

나타나기 시작한 곳의 깊이를 줄자로 측정했다. 핸드 오거(벼nd auger)와 삽을 이용하여 각 단 

분석을 위한 시료는 단면 C와 단면 E, 그리고 면에서 5m 간격으로 시추한 결과 육안으로 구별 

습지 내부에서 채취하였다. 단면 C와 단면 E는 늪 이 가능한 3개 층이 발견되었다. 리터 (litter)충을 

의 동쪽 사면과 북서쪽 사면의 지형과 식생을 가 제외한 최상부는 토양비색첩 (M unsell soil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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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 의 7.5YR 2/2, 또는 7.5YR 3/2에 해당하는 의 단면이 배수에 유리하고 일사량이 많아 증발이 

검은 색의 푸석푸석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기물의 부식화가 

층의 두께는 5-87αn로 시추 지점에 따라 다양하 가속되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단면 F를 제외 

며， 식물의 뿌리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부식이 많 한 모든 단면에서 0층에 비해 A층이 두꺼운 것으 

이 이루어져 유기물의 원형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로 드러났는데， 단면 F에서는 예외적으로 0층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층은 Oa층에 해당한다 10) 0 두껍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A충이 앓았다. 다 

층의 하부에는 암갈색(lOYR 3/2, 7.5YR 3/2)의 토 음 그림은 각 단면에서 측정한 사면의 경사와 토 

양충이 11-96cm 두께로 나타났다. 암갈색의 부식 

화된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이 유기물 

은 0층으로부터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 촉각에 의 

한 감정 결과 이 층의 토양은 0층의 토양보다 점 

토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었으며， 토양 충위 상의 

A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A층의 하부 

에서는 풍화가 상당히 진척된 각력이 다량 발견되 

었다. 이 각력의 표면은 담록색(lOGY 5/1)을 띠 

며， 지표면에 평행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각력이 

발견된 지점의 바로 아래에서부터 담황색 (7.5YR 

5/8, 7.5YR 4/6) 의 점토질 토양충이 나타났으며， 

핸드 오거로는 시추하기 어려운 갚이 (15Ocm)까지 

연속적으로 나타났다.A층과는 토색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나며， E층의 특징인 점토의 용탈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A충과는 다른 기원의 

토양층으로 사료된다. 모암으로부터 기원한 토양 

이 암갈색의 A충 토양인지 담황색의 A충 하부 

토양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하지만， A층의 하부에서 각력이 다량 발견된 

점과 시대미상의 도자기 파편이 출토된 점으로 보 

아 A층은 형성연대가 오래되지 않은 퇴적충으로 

판단되며， 최하부의 담황색 토양층이 모암의 특성 

을 반영하는 풍화충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에서는 최하부의 담황색 토양충을 ‘매몰된 (bunied) 

A층’을 뜻하는 Ab층이라 지칭한다 11) 

북서쪽 사변에 위치한 단면 D, E에서는 단면 A, 

B, C에 비해 A층이 두껍게 나타났다. 이는 북서쪽 

양층의 두께를 나타낸다. 사면이 시작되는 지점 

(om)의 고도는 측량기준점에 대한 수직고도이다. 

습지 중앙부의 사초군락에서는 임의의 8개 지점 

에서 핸드 오거를 이용하여 시추하였으나 지표면 

부근부터 물로 포화된 상태라 핸드 오거로는 시료 

를 채취할 수 없었으며， 토양층의 존재 여부도 확 

인할 수 없었다. 표층에는 사초의 뿌리와 검은 색 

(7.5YR 2/2) 의 유기물로 치밀하게 이루어진 0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 시추작업이 어려웠으나 50 

cm 이하의 갚이부터는 핸드 오거(길이 :lm30cm)의 

손잡이가 지면에 닿을 때까지 아무런 저항 없이 

시추되었다. 시추 후 생긴 구멍에는 원래 그 공간 

을 채우고 있던 유기물이 쓸려 내려가 빈 공간이 

나타났으며， 이런 현상은 8개의 시추지점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습지의 바닥이 물로만 

채워져 있음을 뜻하며， 육화(teπes미때zation) 프로 

세스 모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왕둥재 습지의 

사초군락이 부유 매트(floating mat)의 형태로 이 

루어져 있음을 지시한다. 따라서 왕등재 습지가 형 

성되기 이전에 분지 내에 소규모의 호수가 존재하 

였고， 호수의 주변부로부터 사초기둥이 성장하여 

만들어진 부유 매트가 호수의 표면을 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전형적인 보그(bog) 에 

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펜 (fen) 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12) 

10) Dol펴hue， R.L., M피er， R.W. and Shickluna, ].C., 1983, 50.따 : An intr떠'uction to soils and pJant growth , Prentice-Hall, 
p.32. 

11) 신영오， 1995, 토양분류지침， 한림저널사， p.519. 
12) Wheeler, B.D. and Shaw, S.C., 1995, A Fucus on Fens - Controls on the Composition of Fen Vegetation in Relation to 

Restoration, in Whe하er et al. (eds.) , 1995, Restoratíon of Tem야rate WetJands, Wiley,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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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단면 A의 토양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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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단면 B의 토양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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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단면 D의 토양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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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단면 E으| 토양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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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단면 C의 토양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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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단면 F의 토양층 

13) 퇴적물을 입자 크기에 따라 구분한 Udden-Wentwo떠 규격에 따르면 -1-4φ(2.0-0.063ØIID)의 입자를 모래(때d) ， 4-
8φ( O.063-0.0039ØIID) 의 입자를 미사(si1t) , 8φ 이하 크기의 입자를 점토(clay)로 분류한다(이용일， 1994, r퇴적암석학J ， 

우성) . 
14) 단면 C에서 는 59.67%, 단면 E에서 는 49.2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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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성 (soil texture) 

단면 C와 단면 E의 평균입도는 각각 5.17φ 와 

4.88φ 로서， 미사(silt) 13) 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14) 

분급은 단면 C에서는 2.51, 단면 E에서는 2.88로 나 

타나 매우 불량한(very poor1y soπ어)한 것으로 드 

러났으며， 두 단면에서 공통적으로 Ab층의 분급이 

더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습지로부터 멀 

어질수록 세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사면의 

경사에 따른 단면 C와 단면 E 사이의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 분급이 불량한 원인은 습지 주변의 

토양이 일정하지 않은 영력에 의해 퇴적되었거나 

모암의 토양화 과정에 의해 형성된 토양이기 때문 

地理學論養 第37號 (200 1. 2) , 1-18. 

에 영향을 미치는 수문조건과 식생피복 상태가 사 

면 상의 다른 지점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15) 즉，Om 지점은 물에 잠겨있는 기간 

이 다른 지점에 비해 월동히 길고， 목본류의 출현 

빈도가 낮아 증산량이 적기 때문에 점토의 용탈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16) 

습지토양으로서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토의 비율은 단면 C와 단면 E에서 각각 10.03%, 

15.3%로 나타나 단면 E의 점토비율이 높았다. 점 

토의 비율은 토양의 유기물 함량에 영향을 미친 

다. 미세한 점토질의 토양에서는 유기물 산화의 

진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조립질 토양에 비해 유 

기물의 함량이 높다17) 대체적으로 단면 C에서는 

인 것으로 사료된다. Ab충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Ab층의 점토비율이 높았고， 단면 E에서는 A충의 

화강암칠편마암으로 이루어진 모암의 조성을 반영 

하는 조암광물인 석영과 운모가 다량 발견되었다. 

점토와 미사의 비율이 월둥히 높을 것으로 보았 

던 시료채취 시의 예상과는 달리 모래 크기의 입 

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그 비율이 단면 C와 단 

면 E에서 각각 27%, 29%로 나타났다. 특히 om 
지점의 Ab층에서 모래 크기의 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그 원인은 토양의 생성과 발달 

3 
투흙 

O 
O 20 40 60 80 

거리 (m) 

〈그림 11) 단면 C의 평균입도 (φ) 

점토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1 단면 C 

A층의 평균입도는 5.39φ로 미사(허lt)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분급은 평균 2.33으로 분급상태 가 

매우 불량(very p∞dy sorted) 하며， 왜도는 -0.18이 

다. Ab층의 평균입도는 4.98φ로 A층에 비해 약간 

조립질이다. 분급은 2.70로 역시 분급상태가 매우 

25 

o 
o 20 40 

거리 (m) 
60 

〈그림 12) 단면 C의 점토 비율 (%) 

투훌 

80 

15) 조성진， 박천서， 엄대익， 1985, 삼정 토양학， 향문사， pp.211-221. 
16) Steila, D. and Pond, T. E., 1989, The G∞graphy of S빼 Fonnation， Distribution and Management, 2nd 00.,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61. 
17) C따son， B. 1987; Zeff, M.L., 1988, “Sedimentation in a salt marsh-tidal channel system, Southem New ]ersey," Marine 

Geology, 82, pp.33-4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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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단면 E의 평균입도 (φ) 

불량하며 왜도는 0.032로 나타났다. 사면의 고도에 

따라 조립화되거나 세립화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점토의 비율은 A충과 Ab층에서 각각 7.81%, 

12.25%로， Ab층의 평균입도가 더 큼에도 불구하 

고 점토의 비율이 A충보다 더 높았다. om 지점의 
Ab층에는 모래 크기의 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1.3%에 달했고 평균입도도 2.83φ로 나타나 모든 

시료 중에서 가장 조립질이었다. 

2.2 단연 E 

A층의 평균업도는 5.10φ로 미사(밍lt) 의 비율이 

높았다. 분급은 펑균 2.83으로 단면 C보다 분급상 

태가 더 불량했고， 왜도는 -0.09이다.A층의 평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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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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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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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단면 E으| 점토 비율 (%) 

3. 수분함량 

토양수는 토양 내에서 여러 가지 화학적 • 물리 

적 • 생물학적 작용을 촉진하며 영양소의 용매로 

작용한다. 더욱이 물은 식물체 성분의 75% 이상 

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산작용을 통해 토양 내부 

의 온도를 조절한다. 토양수는 결합수， 홉습수， 모 

세관수， 중력수의 네 종류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 

데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유효수분은 융~ 

15bar(pF 2.54-4.18) 의 힘 으로 결합되 어 있는 모 

세관수이다. 특히 식물의 정상적인 생육을 가능하 

게 하는 것은 1bar(pF 3) 이하의 힘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이다. 

습윤시료를 7일간 음건시킨 후 중량을 측정하여 

입도는 5.10φ ， Ab층의 평균입도는 4.65φ로 단면 유효수분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단면 C에서는 평 

C에서와 마찬가지로 Ab충이 더 조립질인 것으로 균 40.57%뻐) 단면 E에서는 평균 39.4%의 값이 나 

나타났다. 습지의 중앙부로부터 멀어질수록 세립 왔고， 충위별로는 ü)A)Ab의 순서로 유효수분의 

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함량이 많았다.0층과 A충에서는 단면 E에 비해 

점토의 비율은 A층과 Ab층에서 각각 16.16% , 단면 C의 유효수분 함량이 많았으나 Ab층에서는 

14.45%로， 단면 C에서와는 달리 A충의 점토 비율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Ab층은 0층이나 

이 높았다. om 지점의 Ab충에서는 사질의 비율 A충에 비해 사면의 방향과 경사에 따른 증발량과 

(59.2% ) 뿐만 아니라 점토질의 비율(20.18% )도 높 

게 나타나 분급상태 (3.61) 가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 20m지 점 까지 의 모세 관수 함량은 평균 42.59%. 

배수량의 차이로 인한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면 C에서는 20m 지점 이후부터 유효 

수분의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단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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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단면 C의 유효수분 함량 (%) 

E에서는 특별한 경향이 보이지 않았다. 

80 

수분 함량은 유효수분의 함량과 흡습수의 함량 

을 합쳐 계산하였다. 단면 C의 평균 수분함량은 

43.68%19) 단면 E의 평균 수분함량은 42.12%로 두 

단면 간의 차이는 유효수분 함량의 차이와 비슷하 

게 나타났다. 흡습수의 함량은 약 3%에 불과해 

유효수분의 함량에 비해 매우 적으므로 시료의 수 

분 함량이 유효수분의 함량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습지 주변 토양의 토양수가 대 

부분 식물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유효수분인 모 

세관수로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두 단변에서 공통적으로 점토의 비율과는 관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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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단면 C의 수분 함량 (%) 

19) 20m 지점까지의 평균 수분함량은 45.2% 

80 

20) 국립공원관리공단. 1앉웠， 지리산 모니터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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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단면 E의 유효수분 함량 (%) 

없이 Ab층에 비해 A층의 수분 함량이 많은 점으 

로 보아 왕둥재 습지 주변 토양의 수분 함량에는 

미사(않lt) 크기의 입자와 유기물의 함량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습지의 내부에서 실시된 기존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조사 지점별 수분 함량은 64.38-

72.16%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나 유기물의 함 

량은 5.59-52.8%로 큰 편차를 보였다2D) 이 결과에 

따르면 유기물 함량과 수분 함량의 상관관계는 미 

약한 것으로 보이나 본 연구에서는 유기물 함량 

이 수분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물 함량은 다음 장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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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단면 E으| 수분 함량 (%) 

20 

-0흥 
흩A흥 

웅 Ab흥 



토양분석을 통한 지리산 왕둥재 습지의 특성연구 

제 4 장토양의화학적특성 

1. 유기물함량 

토양의 유기물은 동 · 식물과 미생물의 유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 동물과 미생물이 차지 

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 21) 습지에서의 유기물 축적 

은 습지의 특성 중 하나인 토탄(peat) 의 생성과 

관련되어 있다. 토탄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식물의 

일차 생산성이 높아 유기물의 축적속도가 분해속 

도를 초과하거나 유기물의 분해가 제약받아야 한 

다. 전자의 경우는 온난다습한 곳에서 일어나고， 

후자의 경우는 기온이 낮거나 pH값이 낮아서 미 

생물의 활동이 제약을 받는 곳에서 일어난다. 

습지토양은 조성에 따라 유기토양과 무기토양으 

로 구분된다. 사질토양의 경우 상위 16in.(40.없αn) 

이내에서 유기물 함량이 20% 이상인 경우를 유기 

토양으로 분류하며， 점토질 토양의 경우 유기물 

함량이 30% 이상인 경우를 유기토양으로 분류한 

다(<그림 19) ). 유기물의 함량이 이 값을 넘지 않 

는 토양은 무기토양으로 분류된다22) 유기토양 중 

에서도 유기물의 훌 이상이 식별 가능한 섬유질이 

고 나머지만 부식화된 토양을 토탄(peat) 이라 하 

고， 유기물의 융 이상이 부식화된 토양을 혹니(黑 

混; muck) è} 한다23) 

작열법을 통해 유기물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그 

평균값이 단면 C에서는 17.3% , 단면 E에서는 

19.3%로 나타났다. 충위별로는 O충)A충)Ab층의 

순서로 유기물의 함량이 많았는데， 이 순서는 〈그 

림 20), <그림 21)에 나타난 충위별 수분 함량의 

순서와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유기물 함량이 

수분 함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외적으로 단면 E의 20m 지점에서는 A충 

보다 Ab층의 유기물 함량이 높았다. <그림 19)에 

21) 조성진 외， 위의 책， p.130. 
22) 신 영 오， 위의 책， pp.43-47. 
23) Tiner, W. T., 위 의 책， p.151. 
24) 20m 지점까지의 평균 산도(pH)는 5.41. 

12 

18 

유기물 
함량 12 

(%) 

유기 토양(organic soil) 

10 20 30 40 50 60 

점토질 함량(%) 

〈그림 19) 점토와 유기물 함량에 따른 유기/무기 토양 구 

분. (Hurt, G.W. et al.(eds.) ,1988.) 

나타난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결과， 단면 C의 A충 

토양은 유기토양(org.하1Íc 잉m으로， 단면 C의 Ab충 

과 단면 E의 A충 토양은 흑니성 무기토양(mucky 

mineral soil) 으로， 단면 E의 Ab충 토양은 무기토 

양(mineral soil)으로 구분되었다. 유기물 함량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면 E 토양이 무기토양으로 

구분된 것은 단면 E의 점토 비율이 더 높게 나타 

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둥재 습지의 토양은 무 

기토양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토양 특성상 

왕둥재 습지가 보그(bog)보다는 헨 (fen) 에 가깝다 

는 사실을 지시한다. 

2. 산 도 

단면 C와 단면 E에서 채취한 시료의 산도를 측 

정한 결과， 두 단면간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으며 그 값은 4.110-5.958로 약산성을 보였다. 단 

면 C의 pH값은 평균 5.32찌)로， 단면 E의 pH값은 

평균 5.368로 나타났다. 따라서 왕둥재 습지토양의 

산도는 펜(fen)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pH값이 4.8을 초과하는 부영양 상태의 펜 

(eutrophic fen)으로 분류할 수 있다. 충위별로는 

Ab)A)ü의 순서로 pH값이 높았으며， 이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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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단면 C의 유기물 함량 (%) 

20 40 
꺼리 (m) 

60 

〈그림 22) 단면 C의 산도(pH) 

80 

80 

대체로 유기물 함량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단면 E의 5m 지점에서는 A충의 pH 

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이 지점의 A 

충이 O충이나 Ab충보다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치환성양이온농도 

토양의 치환성 양이온 농도는 토양의 산도와 밀 

접한 관계에 있다. 주변의 토양으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는 펜(rninerotrophic fen)은 상대적으로 부영 

양( eutrophic) 상태이며 중성에 가까운 산도를 보이 

지만， 증류수에 가까운 강수에 영양소를 의존하는 

보그(ombrotrophic oog)의 경우 pH값이 낮기 때문 

에 미생물의 분해능력이 떨어지며， 토양 내에 유기 

물이 집적된다. 유기물의 함량이 높을수록 토양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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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단면 E의 유기물 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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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단면 E의 산도(pH) 

20 

양이온 흡수 · 치환능력이 증가하며， 수소이온의 치 

환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그에 비해 펜 

의 치환성 양이온 농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난다. 

Ca2+의 농도는 평균 단면 C와 단면 E에서 각각 

15.15ppm과 20.5Oppm으로 나타났으며， 충위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았다. <표 3)의 수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미국 미시건 주의 부영양 펜 

(rich fen)보다는 농도가 낮았지만 유럽의 펜과는 

유사한 값을 보인다. Mi+의 농도는 두 단면에서 

각각 3.86ppm과 2. 95ppm으로 나타나， 미 국 미 시 건 

의 펜， 알래스카의 보그， 영국의 담요보그(blanket 

bog)의 Mi+ 농도보다는 낮으나 캐나다 뉴펀들랜 

드의 보그보다는 높은 값을 보였다. Na+의 농도는 

각각 3.65ppm과 3，lOppm으로 나타났고， A층의 농 

도가 가장 높았다. 해양과의 인접성에 큰 영향을 

받는 Na+의 농도는 직접 비교하기 어렵지만，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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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펜보다는 높은 값을 보였고 뉴펀들랜드의 보 

그나 영국 English Lake District의 보그(ra띤ed 

bog)와 펜보다는 농도가 낮았다. K+의 농도는 각 

각 1. 13ppm과 1.28ppm으로 나타났고， 0층의 농도 

가 가장 높았다. 

습지토양의 치환성 양이온 농도는 습지의 환경 

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지리적 위치나 기반암의 조 

성 동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표 3) 

에 나타난 수치와 왕둥재 습지토양의 치환성 양이 

온의 농도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왕둥재 습지의 

유형을 밝히기 어렵다. 더구나 Ca2+를 제외한 다른 

양이온의 농도는 보그의 양이온 농도와 비슷하거 

나 그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만 〈그림 24)의 그래 

프에 나타난 Ca2+농도와 산도(pH)를 비교해 보면 

왕둥재 습지가 중간영양 상태의 펜( mesotrophic 

fen) 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표 3. 북반구 토탄습지의 산도(ph)와 치환성 양이온 농도 

pH 치환성 양öl온 (없n)* 
Ca2+ Mg2+ Na+ K+ 

셔)n at유ψmn형bS*md* (1찌@§1균 &*&kiki k b1g 3.8 
4.1-4.8 -
5.6-7.5 -

B싫::k 앓tl(ξ bóg .. (합패스카} 3.6-4.0 30-32 6.36-7.68 14.82-16.38 
M짧짧ialfen(è뼈탤} 52 39 0.989 1.91 
R책훌었 월훌 (야웰훌!lt::) 4.7 4.0-8.0 2.5 
B밟광않앞 k횡 {형길합 - 8.6 5.52 1.38 3.9 

R협daIrn벼i훌k &a훌t1m짜흐 {빼며b시t「t건「 k k)g홍 
5.1 104.8 924 2.76 1.76 

0.5 :t0.4 0.55 :t024 8.95 :t023 0.39土0.08

- 5.6:t0.72 1.33土0.07 1325土α6 0.86土0.12

&RF앵aak§hii IA bkleg &&ii 1형혹f 
4.0-4.3 2.6-3.6 1127-14.72 2.73-7.8 
6.1-7.6 4.6-35 - 8.28-13.8 0.66-6.83 

• meq/100g올 ppm으로 환산한 값. 
출처 : Mitsch and Gosselink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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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북부 미네소타의 보그와 펜에서 측정한 pH값 치환성 Ca의 농도.8는 조}측 하단의 

보그 영역을 확대해 놓은 것. (Glaser,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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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단면 C으I MgZ+ 농도 (ppm) 〈그림 28) 단면 E의 MgZ+ 농도(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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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단면 C의 MgZ+ 농도 (ppm) 〈그림 ll) 단면 E으I MgZ+ 농도(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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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단면 C으I CaZ+ 농도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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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칼 륨(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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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단면 C의 K+ 농도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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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단면 E의 K+ 농도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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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A흥 

... Ab흥 

왕둥재 습지는 전형적인 육화(terrestr때ization)과정 

을 통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왕둥재 습지토양의 입도별 구성비는 미사(si1t) 

지리산 왕둥재는 풍부한 강우량， 저온으로 인한 질， 사질， 점토질의 순서로 나타났다. 분급은 매우 

짧은 생장기간과 느린 유기물 분해속도， 적은 증발 불량한데， 그 원인은 토양층이 일정한 영력에 의해 

량， 그리고 분지 형태의 지형 둥과 같이 습지 형성 형성된 퇴적충이 아니라 유기물의 분해나 풍화에 

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왕둥재 습지 주변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로 

의 남동쪽 사면과 북서쪽 사면에서는 육안으로 뚜 A층에 비해 Ab층의 토양이 조립질이었으며， 사면 

렷이 구별되는 3개의 토양층이 발견된다. 표층은 

식물의 뿌리와 부식질로 구성된 O충이고， 0층의 

을 따라 습지 중앙으로 가까워질수록 조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평균 수분 함량은 42.85%로， 사 

하부에는 부식질을 많이 함유한 암갈색의 토양충 면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충위별로는 

인 A층이 나타난다.A층의 하부에는 담황색의 토 ü)A)Ab의 순서로 수분 함량이 많았으며， 수분 함 

양층이 나타나는데， 현격한 토색의 차이를 보이는 

점으로 보아 이 층은 A충과는 기원을 달리하는 

또다른 A층으로 판단되며， 매몰된(b따ried) ’ A충 

을 뜻하는 Ab충으로 지칭하였다.A층에서는 지표 

면에 평행하게 놓인 각력과 시대불상의 도자기 파 

편이 발견되었으며， Ab층에서는 기반암인 화강암 

질편마암의 조성을 반영하는 조암광물인 석영과 

운모가 다량 발견되었다. 따라서 A층은 생성연대 

가 오래되지 않은 퇴적층으로， Ab층은 모암이 풍 

화되어 형성된 토양충으로 추정된다. 한편， 습지의 

바닥에서는 물로만 채워진 빈 공간이 발견되었는 

데， 이 점은 습지 내의 사초군락이 부유매트 

(f1oating mat)를 이루고 있음을 지시한다. 따라서 

16 

량 중 홉습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에 불과하 

므로 토양수분의 대부분이 유효수분인 모세관수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분 함량과 점토 함 

량간의 상관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물의 함량은 단면 C와 단면 E에서는 각각 

17.3%와 19.3%로 나타났으며， 충위별로는 ü)A) 

Ab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유기물의 함량이 토 

양수분의 함량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지시한다. 

점토 함량과 유기물 함량의 관계를 이용한 토양구 

분법을 통해 두 단면의 토양을 구분한 결과 단면 

C의 A층의 토양은 유기토양(organic 잉>il)으로， 단 

면 C의 Ab층과 단면 E의 A층은 흑니성 무기토양 

(mucky mineral soi1)으로， 단면 E의 Ab충은 무기 



토양(mineral soil)으로 구분되었다. 왕둥재 습지토 

양은 주로 무기토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펜 (fen) 

의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토양의 pH값은 4.110-5.958로 나타났으며， 두 

단면의 평균은 각각 5.32, 5.37로 큰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다. 산도 측정 결과로 볼 때 왕둥재 습지 

는 부영양 펜(eutrophic fen) 의 특성 보인다. 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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