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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토양특성의 공간적 분포와 예측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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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ain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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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산지토양은 임지 생산성 향상， 적지적수， 탄소 저장량과 관련되어 산지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지고 었다. 하지만 산지에서는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토양조사가 쉽지 않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토양특성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이해와 토양예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환경변수를 이용하여 산지토양특 

성의 예측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남양주 일대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토양자료를 획득하였고， 원격탐사 

와 GIS기법을 이용하여 토양예측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산지토양특성은 변통계수가 15.4-46.4% 

로 변이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적 분포에서 유기물과 세립질은 능선과 계곡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주로 입사 

에너지량과 식생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교환성양이온은 유사하게 계곡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조금 다 

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사면유역지수， 습윤지수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생성된 후 물의 흐름에 따라 공간적으로 분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 토양특성과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30-61%의 비교적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유기물과 세립질은 사면곡면률과 식생지수를 이용하여 설명될 수 있었고 교환성양이온은 경사도와 단면곡률， 평면곡률을 이 

용하여 낮은 결과이지만 예측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산지토양특성의 예측을 위해서는 지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식생의 분포， 토양특성 사이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각 토양특성에 따라 다른 접근이 펼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 전자토양도 작성， 토양특성， 산지， 공간적 분포， 환경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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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토앙특성의 공간적 분포와 예측가능성 

Abstraα : Mountain soils are considered as a key factor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mountains, since they determine not only forest produαion but also other ecosystem functions. Due to the limited 

accessibiliπ， there have not been enough studies on understanding and prediαing the distribution of soil properties in 

mountain regions. πlis study aims to assess predictability of soil properties using environmental prediαors (terrain 

parameters, NDVI, and solar radiation). πle study was conducted at Hwado area located in Namyangju-si, Korea. Soil 

properties show high variability whose coefficient of variance ranges from 15.4 to 46.4%. 깐le content of organic matter 

and fine articles are relatively high at the soils sampled along the valley, while low at the ridges. πlese two soil 

properties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NDVI and solar radiation. Exchangeable cations also show a similar spatial 

distribution and correlated with uplsolpe area, wetness index and surface curvature. πlese spatial pattems indicated 

that cations generated from soil nlinerals are redistributed by subsurface water which moves across and through soil 

according to terrain configur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 relatively low predictabiliη of soil properties 

using environmental variables (its R2 ranges from 30 % to 61%). ηle distribution of organic matter and fme particles 

are explained by the surface curvature and NDVI. Slope angle and profile curvature, and plan curvature are main 

predictor for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xchangeable cations. ηlis study concludes that the geochenlical relationship 

among individual soil properties, the distribution of vegetation, and terrain shape are main determinants for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oil properties at the study site. 

Key Words : digital soil mapping, soil properties, mountain regions, spatial dis띠bution， environmental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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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 

어 어느 나라보다 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 

전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최근 산지에 대한 토지 

공급원으로서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산 

지에 대한 휴양자원으로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도， 2010), 하지만 산지는 한번 파괴되면 그 영 

향이 크고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관리가필요하며 이러한산지의 보전과이 

용을 위해서는 산지에 대한 입지특성정보(지형， 

토양， 산림)가 필요하다(이종수， 2009)1), 그 중 산 

지토양은 임지 생산성 향상， 적지적수， 탄소 저장 

량과 관련되어 산지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매 

우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정진현 외， 

2002) , 

효율적인 산지관리와 산지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산지에서 나타나는 토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토양도가 필수적이다(구교상 

외 , 2003), 토양도는 각종 토양특성 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은 산림채취와 복원， 탄 

소저장량 추정， 환경민감성분석 등 많은 활동에 

제공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토양도는 이러한 요 

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유에 

서 기존 토양도의 한계점들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McSweeney et al" 1994; Burrough et al" 

2000; Grundwald et al" 2006), 기존 토양도의 한 

계점을 정리하면 첫째， 한 가지의 축척으로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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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다양한 수요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스케일 

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폴리곤으 

로 이뤄진 작도 단위로 국소적인 규모에서 발생하 

는 연속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토양 형태중심의 작성으로 다양한 환경모텔에서 

필요한 토양특성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 넷째， 현 

장조사 중심으로 실시되어 새로운 토양도를 만들 

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이 필요해 수 

정이 쉽지 않다. 이러한 토양도의 한계로 새롭고 

혁신적인 토양도에 대한요구가증대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기존 토양도의 한 

계점를 개선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 

으며 이를 전자토양도 작성(digital soil mapping, 

DSM)이라고 한다， DSM은 토양에 대한 경험지식 

과 현장조사 그리고 토양과 관련된 환경변수에서 

토양유형과 토양특성의 시공간적 변화를 추론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여 공간속성정보를 담고 있 

는 토양정보시스햄을 구축하는 것01다(Lagacherie 

and McBratney, 2007), 다양한 분야에서 DSM을 

이용한 토양예측이 현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 

만 상대적으로 산지에서는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토양조사가 쉽지 않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 

문에 산지토양특성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이해와 

토양예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Ballabio,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지역인 남양주 일대를 대 

상으로산지토양특성의 예측가능성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산지토양특성의 기술통계 

량과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고， 산지토양특성의 형 

성에 영향을주는환경변수와의 관계를살펴본후 

1) 산림청에서는 산지의 다양한 정보수요를충족시키기 위해 GIS기반의 산지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 산지구분과토양， 엄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밀한 산지토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5,000 정밀 산림 입지도 제작사업’ 을 추진 중이다(산림청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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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러한 공간적 분포에 대한 이해와 상관관계2)를 

바탕으로 산지토양특성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 

하고 각 토양특성 사이의 차이점은 없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향후 산지이용을 위해 필 

요한 토양정보를 획득 시에 중요한 기반연구가 될 

수있을것이다. 

2) 토양예측 

토양은 다양한 환경요인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다. 토양학자들은 이러한 환경요인을 토양형성인 

자(soil-forming factors)라고 했으며 이 러한 토양 

과 토양형성인자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자 하였다(Geπard ， 200이. ]enny(1941)는 이 러한 

관계를 통계적 상관관계로 발전시키고자 시도하 

였고 경험적으로 증명된 까지의 형성인자를 제 

시하였다. 토양형성에 영향을 주는 5가지 인자는 

기후(Climate ， C)와 생물(Organisms ， 0) , 지형 

(Relief, R) , 모재(Parent material , P) , 시간(Time ， 

T)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형성요인에 대한 자료 

와 관계식을 표현할 수 있는 분석도구가 발달되 

지 않아 이러한 관계는 정량화되지 못했다. 최근 

공간정보기술과 원격탐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환 

경변수를 획득하기 쉬워졌고 다양한 분석기술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이러한 관계는 정량화가 

가능해졌고 토양예측분야가 발달하게 되었다 

(Scull et al., 2003). 토양과 환경요인의 상관관계 

를 바탕으로 하는 토양예측을 토양경관 분석법 

(soil-landscape analysis) 또는 전자 토양도 작성 

(digital soil mapping , DSM)이라고 한다. 따라서 

전자토양도 작성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통계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McBratney et al. (2003)은 ]enny의 5가지 토양형 

성인자를 확장하여 까지의 형성인자와 관계식을 

제시하였다. 

S = f(s , c, 0 , r, p, a, n) 

(S=토양유형 이나 토양특성;s=존재동}는 토양정 

보; c=기후;0=생물;r=지형; p=모암; a=시간;n=공 

간적위치) 

최근 이러한 토양과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다 

양한 토양예측기법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토양특성의 공간적 분포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을 통계적 기법을 통해 밝히려는 환경상관관계방 

식은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이다 

(McBratney et al., 2003; Scull et al., 2003). 이는 7 

가지의 형성인자에 해당하는 평균 강수량， 지질， 

고도， 경사도， 식생지수 둥과 같은 다양한 환경변 

수를 이용하여 점토함량과 CEC, pH, 용적밀도 등 

과 같은 토양특성의 변이성을 설명하기 위해 통계 

기법을 사용하여 예측하는 방식이다(Grunwald et 

al.， 2어6). 

환경상관관계를 이용한 전자토양도 작성의 연구 

동향은 McBratney et al. (2003)에 의해 정리되었기 

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전자토 

양도 작성에서 토양과 환경변수와의 관계를 파악 

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통계기법은 다중회귀분 

2)DSM은 토양예측을 위한 준비단계로 우선 토양특성과 환경변수의 통계적 관계를 구축하고， 토양도나 현장에서 토양정보를 수집 
한다.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토양예측을 위한 모델을 발전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틀어진 전자토양도를 평가하는 활동들 
로 이루어져 었다(I.agacherie ， 2(08). 따라서 토양특성과 환경변수의 상관관계를 획득동}는 과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McBratney 
et al.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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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multilpe regression)과 일 반 선 형 모 형 

(generalized linear models) , 일반화가법 모형 

(generalized additive models) , 인공신경망분석 

(artificial neural networks) , 분류회 귀 나무분석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등을 들 수 있 

고， 그 중에서 일반선형모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 

었다. 또한 전자토양도 작성에서 수치고도모텔에 

서 추출한 지형변수와 위성영상에서 획득된 분광 

반사율 정보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연구동향을 정리하여 밝히고 있는 몇 가지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토양과 지형에서 가장 쉽 

게 정량적인관계가발견되고 있지만다른토양형 

성인자에서도 이러한 관계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 

고 있다. 둘째， 토양과 토양형성인자는 일반적으 

로 선형관계를 가정할 수 없다. 셋째， 토양형성인 

자 사이의 관계는 연구가 거의 이루지지 않았다. 

넷째， 토양은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지리적 위 

치로부터 공간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다섯째， 토 

양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토양특성을 이용하여 예 

측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주변지역의 토양특성， 

다른 토양특성， 환경자료를 이용하여 토양예측이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환경상관분석은 높은 설명력을 보이 

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샘플이 필요하여 효율 

적이지 못한 측면과 통계기법의 한계로 연구지역 

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없다는 외삽문 

제 등 한계점 에 대한 지적 받아 왔다(MacMillan et 

al. , 2004). 또한 비교적 작은 지 역( (100ha)에서 

20-88%의 예측력을 보였지만 넓은 지 역에 적용했 

을 경우 유의한 결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Ziadat et al. , 2005; Thompson et al. , 2006). 

-25-

地理學論훌 제57호 (2011.3) 

2. 연구지역과 연구방법 

1) 연구지역 소개 

연구지 역의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7
0 

20' 04" -

1270 20' 50", 북위 37
0 

38' 03" - 37
0 

39' 05" 이고 

행정구역 상 남양주시 화도읍에 속한다(그림 1) 

남양주는 내륙에 있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크 

고， 한강 상류의 다우지역에 속해 있어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연평균 기온은 12.4t 내외이 

며 1월 평균기온 -5.4 0

C, 8월 평균기온 26t 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약 1 ，274Ill11i로 사계절이 뚜렷한 

대륙성기후를 나타낸다. 

연구지역의 토양을살펴보면주로 4가지 토양이 

나타났으며 〈표 1) 에 제시하였다(한국농업토양정 

보， 2005). 우선 CaF2는 산악지 토양으로 매우 심 

한 경사도(60%이상)를 보이고 있다. 남양주 지역 

의 산악지에서 대부분 이러한 토양이 나타난다. 

0nE2는 평탄지와 산악지의 중간적 지형 인 구릉지 

토양으로 경사도가 30-60%로 심한 경λ}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토양은주로 임지에서 나타나며 배수 

가 양호하다. StC는 산악이나 구롱 밑에 토사의 붕 

적으로 생성되는 산록경사지 토양이며 경사도는 

7-15%로 약한 경사를 보인다. 이 러한 토양은 배수 

가 양호하며 주로 밭으로 이용된다.AnC는 화강암 

과 화강편마암에서 유래한 토양으로 StC와 비슷한 

환경에서 생성되지만 유효토심이 50-100cm로 더 

깊게 나타나며 자갈함량이 10-35%을 보인다. 

이 지역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지역은한반도의 지체구조에 의하 

면 경기육괴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화강암과 편마 

암으로 이루어져 연구에서 지질적인 요인을 제한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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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 연구지역은 대부분 산림으로 이루어진 토 

지이용이 단일한 지역으로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 

단하였다. 

셋째 ，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여러 사연으로 이루 

어진 소유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형요소를 담 

을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넷째 ， 이 지역의 토양은 산지지형에서 나타나는 

배수가 양호한 산림토양이며 토양도의 지형분류 

상 산악지에서 구릉지， 산록경사지로 이어지는 한 

반도의 전형적인 지형특성올 반영하고 있다. 

다섯째 ， 남양주지역은 수도권지역으로 향후 개 

발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로 이들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자료 

(1) 지형분석 

수치고도모델(Dig ital Elevatio n Mod el, 이하 

DEM)을 구축하기 위해 남양주 지역의 1:5 ,000 

수치지형도 9장을 이용하였다. 사용된 DEM은 

수치지도상의 5m 간격의 둥고선올 이용하여 Arc 

Vie w 3. 2(ESRI , 1 998)상에서 TI N(Tria ngula r 

Iπeg비ar Nerwork) 망을 구축한 뒤 15m DEM으 

로 구축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고도(elevation) , 

〈표 1) 연구지역의 토앙 

토양명 토성 빼수툴급 지형 유효토심(cm) 자강할행%) 

CaF2(청산) 식양질 매우양호 산악지 20-50 )35 

OnE2(오산) 사양질 양호 구풍지 50-100 10-35 

StC(석토) 식양질 양호 산록경사지 20-50 ) 35 

AnC(안룡) 식양질 양호 산록경사지 50-100 10-35 

출처:~국농업토양정보. 2005 

〈그림 1) 남앙주 연구 지역의 위치와 영상(출처: 구글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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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경사도(slope angle) , 사면곡면률(surface 

curvature) , 단면 곡률(profile curvature) , 평 면 

곡률(plan curvature) , 사면유 역 지 수(upslope 

contributing area) , 습윤지 수(wetness indεx) ， 

표 면 거 칠 기 (ruggedness) , 입 사 에 너 지 량 
(incoming solar radiation) 등 9개 의 지 형 변수를 

구축하였다. 

지형변수는 지표면에서 나타나는 수문학적， 지 

화학적， 생태학적인 과정을 담고 있는 토양형성 

에 중요한 요인이며， 각 지형변수의 특성은 다음 

과 같다. 고도는 위치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기 

후의 차이를 나타내며 토양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지하수위의 깊이를 정의한다(Dobos and 

Hengl, 2009). 사변경사도는 지표면에서 나타나 

는 물과 물질 흐름의 상대적인 빠르기를 결정한 

ct(Moore et al., 1993). 단면곡률은 등고선의 수 

직방향， 평면곡률은 등고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측정하고， 사면곡면률은 3차원적 사면형태의 요 

철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지형 형태는 토 

양입자들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배수흐름과 연결 

된다(Dobos and Hengl , 2009). 사면유역지수는 

사면상의 한 지점으로 유입되는 상부사면의 면적 

을 합한 것으로 물의 흐름을 추정하는 지형변수 

로 사용되고 있다(Willson and Gallant, 200이. 표 

면거칠기는 단일 지역의 국지적인 스케일에서 미 

지형적인 기복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김남신， 

2004). 입사에너지량은 단위지역당 받는 태양에 

너지량으로 증발산작용과 관련된다(Burrough 

and McDonnell, 1998). 

지형변수와 함께 토양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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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물요인으로 정규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tial Vegetation Index, NDVI)를 포함하였 

다. 정규식생지수는 녹색식물의 상대적 분포량과 

활동성을 나타내며 토양특성을 예측하는 유용한 

변수로 사용되고 있다(McKenzie and Ryan , 

1999; Li et al. , 2001; Sumfleth and Duttmann, 
2008). 

이러한 지형변수를 구축하기 위해 사면경사도 

와 단면곡률， 평면곡률은 Landserf를 사용하였고， 

사면유역지수와 습윤지수는 Conrad(1998)에 의 

해 제작되어 배포된 DiGem을사용하였으며 표면 

거칠기와 입사에너지량은 SAGA에서 분석하였 

다. 사면곡면률은 Park et al. (2001)에 의해 제작 

되어 배포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방 

형구의 크기 (window size)시를 변화시 켜 계산하였 

다. 정규식생지수는 15m급 ASTER 위성영상분석 

을 통해 획득하였고 2004년 4월 17일과 2004년 

10월 10일의 영상을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2) 토양의 물리 · 화학적 분석 

산지토양에 대한 이해와 환경상관관계를 획득하 

기 위해서 토양특성을 조사하고 분석을 실시하였 

다. 토양특성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수분함량과 유 

기물함량， 토성， 교환성 양이온 함량을 분석하였 

다. 

토양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일정 간격을 두고 시 

료를 채취하는 격자에 따른 시료 채취법을 사용하 

였다. 이는 연구 지역의 토양 성질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샘플링의 범위는 연구 

지역인남양주산지지역에서 여려사면을모두포 

3) 대부분 지형변수는 이웃한 젤의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고 주로 3X3의 방형구 크기를 이용한다. 토양예측 시에 연구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크기를 변환시켜 λF용한다(Schmidt and Hewitt,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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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토양분석방법 

수분함량 

세립질 

유기물함량 

Na+ , Mg2+, Ca:'+ , K+ 

@출활f 

10양 o 1oom 
~→= 

〈그림 2> 연구지역의 등고선 지도와 시료 채취 지점 

함될 수 있도록 0.19k따의 소유역 전체를 대상지로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50m x 50m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의 격자 총 77개로 구분하였다(그 

림 2). 

토양시료의 채취는비가온후 3일 이상지난맑 

은 시기를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며 2010년 5월-8 

월까지 실시하였다. 각 격자의 중앙에서 깊이 

0-10cm에서 500g-1kg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토양은 바로 밀봉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 

다. 채취한 모든 지역은 SOKKIA社의 DGPS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장비 를 사 

용하여 위치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격 

자의 중앙에서 77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105t에서 24시간 건조 

유기물과 수분함량 제거 후 53때이하 기록 

6oot에서 6시간 작열 

1. 암모늄 아세테이트로 추출(pH 7.이 

2.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발광 분석기 (Integra X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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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채취한 토양을 40 "C 건조로에서 건조 

시켜 완전히 말린다. 풍건된 시료를 평량하여 전시 

료량을 기록한 다음 U.S. No. 10체 (2mm)로 체별 

하여 통과부분과 잔존부분을 구분하여 놓고， 잔존 

부분은 다시 잘게 부수어가면서 체질을 반복한다. 

체 위의 잔존부분은 평량하여 기록한다. 각 토양특 

성 분석은 〈표 2>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농업 

과학기술원， 200이. 

(3) 토양분포와 지형변수의 상관성 분석 

토양예측을 위해서는 토양분포를 이해하고 지형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 각 토양특성을 내삽하여 

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하고내， 상관관계분석과 회귀 

분석을통해 토양과지형의 관계를검토하고자하 

였다. 

쩌>E “; ‘ 

,\,= (Eλ，"" 1) 

‘2“ é형측값‘ ; ι}ii 값. di ‘ χ싸‘i χ; ‘)1 λ} 써’‘1 /j 않， 야 ; ?}깡+;，]l 

토양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역거리가중치법 

(lnverse Distancε We핑ht ， IDW)에 따라 내삽을 실 

시하였다. 연구에서 가중치는 1.2로 설정하였다. 



1, 1.2, 1.5 ， 2로 변화시켜 비교했을 때 2에 가까울 

수록 가까운 점의 영향이 지나치게 나타나는 현상 

(Bull’ s eye 효과)이 발생했으며， 시각적으로 이러 

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값인 1.2로 선택하였다ï) 

토양분포와 환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기 위해 각 지점의 토양 특성 값과 지형변수들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값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분석 

과정에서는 SPSS 12.0K(SPSS Inc. , 2004)를 이용하 

였다. 환경변수를 이용하여 토양을 예측하는 방법 

으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 

서 변수 간의 공간적인 자기상관을 검증함에 있어 

서 보다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공간적 자기상관을 

검증하는 비모수방법으로 Durbin-Watson 겸정법 

을 채택하였다(Durbin and Watson, 1950, 1951). 

3. 분석결과 

1) 연구지 역 의 토양특성 

남양주 일대 토양시료 76개")의 물리 · 화학적 성 

질에 대한 기술 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은 〈표 

3)과 〈표 4) 와같다. 대부분토양특성들이 정규분 

포를 보이고 있어 변환을 가하지 않았지만， Na+를 

제외한 나머지 교환성양이온의 경우 양의 왜도를 

보여변환을가하였다. 

토양 수분함량은 평균적으로 44.8% 내외의 수분 

함량을 보였다. 범위가 10.5-107.9%로 넓게 분포 

하지만 변동계수K)가 38.9%로 변이성이 크게 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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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기물함량은 평균이 

15.8%이며 범위는 6-30.1%를 보이고 있다. 정진 

현 외 (2003)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유기 

물 함량은 A층의 경우 화성암 4.55%와 변성암 

4.74%, 퇴 적암 3.12%로 나타났으며 연구지 역이 화 

강암과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것을 가만할 경우 평 

균 15.8%는 다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연구 

지역의 토양은 유기물함량이 높아 토양생산력이 

크고 안정된 입단구조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9) 

세립질함량은 평균이 56.6%이며 범위는 

23.6-87.8%로 범위가 크지만 변동계수값은 26.6% 

로 크지 않다.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토성이 A층의 

경우 화성암， 변성암 모재는 모래 44-45%, 미사 

39%, 점토 15%로 나타나며 USDA를 기준으로 양 

토(loam)에 해당된다고 제시하였다(정진현 외， 

2003). 연구지역의 경우 미사와 점토를 함께 고려 

했을 때 우리나라의 화성암과 변성암 모재에서 나 

타나는 토성과 유사하다. 

교환성 양이온의 경우 Na+는 8. 4mg/kg(0. 03 

cmolc/kg)으로 매우 낮은 농도를 보였고 변동계수 

가 27.6%로 변이성이 크지 않았다. Ca2+논 평균이 

97.6 mg/kg( 0.48 cmolc/kg)으로 다른 양이온에 비 

해 높은 함량을 보였고 변동계수가 97.7%로 변이 

성이 비교적 큰 것으로 판단된다. 로그 변환 후에 

는 33.7%로 변이성이 안정되었으며 왜도와 첨도 

또한 안정된 값으로 변하였다. Mg2+는 평균이 

26. 2mg/kg( 0.22 cmolc/kg)이 며 9.1-75.2m아영의 

4)IDW를 이용한 내삽은 토양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는데 이용이 되며 토양예측에는 채취한 토양자료만을 사용한다. 
5) 일반적으로 짧의 선택은 임의로정해진다. 특정한값이 더 좋은결과를제시한다는수학적 배경은 없으며 단지 자료의 분포특성 
과 물리적 의미에 따라 적절한 값을 선택하여야 한다(최종근， 2(07). 

6) 다중선형회귀분석은 일반선형모형이나 인공신경망분석 퉁과 같은 다른 토양예측방법에 비해서 쉽고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다양한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McBratney et al. , 2(03) 

-29-



산지토양특성의 공간적 분포와 예측가능성 

범위를 보이고 있다. K+는 평균적으로 

72. 1m방영(0.18 cmolc/kg)이 며 변동계수가 31.8% 

로 비교적 변이성이 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화성 

암과 변성암지역의 산림토양에서 나타나는 교환 

성 양이온 함량을 살펴보면 K+는 0.22cmolc/kg, 

Na+ 0.15cmolc/kg , Ca 2+ 1.85cmolc/kg, Mg2+ 

0.79cmolc/kg으로 나타났다(정진현 외， 2003). 이 

결과는 연구지 역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교환성양이온은 변이성이 커서 연구지역의 환경 

요인과 채취한 깊이 10)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표 3) 토양특성의 기술통계 

수분(%) 44.76 17.41 38.89 0.68 1. 31 10.54 107.86 

유기물(%) 15.80 5.27 33.39 0.36 -0.06 5.96 30.11 

세립질(%) 56.62 15.06 26.60 -0.03 -0.52 23.63 87.78 

Na+(mg/kg) 8.41 2.32 27.60 0.92 1.82 3.00 16.96 

Ca"+(mg/kg) 97.62 95.42 97.74 3.12 11. 38 24.25 565.74 

Mg2+(mg/kg) 26.2 12.11 46.23 1.81 4.37 9.07 75.23 

K+(mg/kg) 72.05 22.92 31.81 1.80 6.19 31. 20 178.74 

*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백분율 

〈표 4) 변화된 토양특성의 기술통계 

훌훌餐환.~ 뺀餐쳐F참 

수분(%) 44.76 17.41 38.89 0.68 1. 31 10.54 107.86 

유기물(%) 15.80 5.27 33.39 0.36 -0.06 5.96 30.11 

세립질(%) 56.62 15.06 26.60 -0.03 -0.52 23.63 87.78 

Na+(mg/kg) 841 2.32 27.60 0.91 1.82 3.00 16.96 

Ca2+(mg/kg) LOGlO 1. 87 0.29 33.65 0.87 0.70 1. 38 2.75 

Mi+(mg/kg LOG10 1. 38 0.18 46.35 0.43 0.38 0.96 1. 88 

K+(mg/kg) LOGlO 1. 84 0.13 15.36 0.02 2.04 1. 49 2.25 

* LOG : Logarithmatic transformation 

7) 연구지역에서 채취한껴개의 토양중에서 인위적인 영향을받은것으로판단되는 1개의 시료를제외하고분석을실시하였다. 
8)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는 모집단 또는 표본에서 특성값이 흩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나낸 산도(dispersion)를 측정하 
는 인자중 하나이다(최종근， 2007). 이는 모집단의 표준펀차와 평균의 비를 나타낸 값이며 계산한 값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나타냈다. 

9) 유기물이 많은 경우 유기물이 입단구조를 발달시켜 공극은 많게 하고 용적밀도는 낮게 한다(Brady and Weil, 2008). 
10) 정진현 외(2003)에서 제시한 자료는 A층에서 채취한 토양을 분석한 자료이다. Tsui et al. (2004)는 아열대 상록활엽수림 지역의 

0-5crn에서 채취한 토양특성의 결과에서 교환성양이온 K는 15.95mglkg, Na+ 3.46mglkg, Ca2+ 20.6m아(g ， Mg2+ 5.96m:아(g의 값 

이 산출되어 연구지역보다낮은함량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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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Wilding(1983)은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각 토OJ:.특 

성의 변이성을 정리하였고 이는 연구지역의 토양 

변이성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 

다. 토양특성의 변이성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고， 

이는 정적인 토양특성(변동계수(15%)과 동적인 

토양특성(변동계수) 35%) 그리고 일반적인 토양특 

성(15%(변동계수 (35%)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 

다. Wilding(1983)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토양특성 

을 분류하면， 미사의 함량은 정적인 토양특성 

(static soil properties)에 해당되고 모래와 점토는 

일반적 인 토양특성 (moderate properties)이다. 변 

이성이 심한 교환성양이온과 유기물함량， 수분함 

량은 동적 인 토양특성 (dynamic soil properties)으 

로 분류되었다. 연구지 역의 수분(38.9%)과 

Mg 2+( 46.4%)는 동적인 토양특성에 해당하고 

K+(15.4%)를 제외한 다른 토양특성들도 변이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지역 토양특성의 변이 

성이 큰 이유는 산지의 특성 상 경사가 급하고， 구 

조운동을 받아 곳곳에 암괴가 드러나 토양특성에 

영향을주기때문이다. 

地理學論最 제57호 (2011.3) 

2) 토양특성과 환경변수의 관계파악 

토양특성 사이의 피어슨 상관관계 (Pearson’ 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든 토양 특성들은 유의한 수준(p(0.05)에 

서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러한 토양특 

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환경변수와 상관관계가 나 

타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토양특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할 수 

있다(Phillips ， 2001). 

수분함량은 지형의 특정을 반영하여 이에 따라 

공간상에서 차별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분은 유기물(r=0.83) , 세립질(r=0.76)과 높 

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교환성양이온인 M양， K+와 

0.37 ， 0.47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분함량은 전체적으로 토양특성과 밀접한 관계 

를맺고있음을알수있다. 

유기물은 모든 토양특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세립질과 0.73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 

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다룰 공간적 분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난다. 유기물은 교환성양이온 

〈표 5) 토양특성 사이의 상관관계 

OM 0.83** 1.00 

세립질 0.76*** 0.73*** 1. 00 

Na+ 0.04 0.39*** 0.11 1.00 

Ca~+ 0.22 0.26** 0.07 0.01 1. 00 

Mg2+ 0.47*** 0.53*** 0.38*** 0.14 0.53*** 1. 00 

K+ 0.37*** 0.36*** 0.12 -0.03 0.65*** 0.54*** 

*토양특성 의 약자 : WC=water content(%); OM=Organic Matter(%)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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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토양특성과 환경변수의 상관관계 

ELEV .28* .23* .25* 

SLOP .37** 25* .37** 

CUR .31 ** -.42** -.35** -.43** 

PROF 

PLAN .33** -.43** -.31** -.45** 

WETI -.28* .36** .32** .23* 

RUG .25** .36** .24* .25* .37** 

INSOLAT -.55** -.45** -.44** -.41 ** -.25* 

UPAR -.23* 1 .40** .37** .29* 

NDVI -.54** -.60** -47** -.29* -.33** 

약자 설명: WC = Water Content(%); OM = Organic Matter(%); EBC = Exchangable Base Cations; ELEV = Elevation(고 
도); SLOP = Slope Gradient(사변경사); PLAN = Plan Curvature(평면곡률); PROF = Profile Curvature(단면곡 
률); UPAR = Upslope Area; WETI = Wetness Index(습윤지수); RUG = Ruggedness(표면거칠기); INSOLAT = 
Incoming Solar Radiation(입사에너지량); CUR = Surface Curvature(사면곡면률); NDVI = Normalized 
Differential Vegetation Index(정규식생 지수)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들과 0.26-0.딩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유기물 

과 교환성양이온은 각 기원이 다르지만 이러한 결 

과를 보이는 것은 유기물이 교환성양이온들을 홉 

착하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쉽게 용탈되지 않도록 

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유기물 함량이 높은 지역이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결과와 일치하다(Brady and Weil , 2008). 

Na+는 유기물을 제외하고 다른 토양특성과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교환성양이온과 상 

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앞으로 다룰 공간적 

분포에서도 다른 교환성양이온과 다른 분포를 보 

이고 있어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 

다(그림 5). Ca2+와 Mg2+, K+는 0.54-0.83의 강한 상 
관관계를 보여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가 양이온인 Ci+와 Mg2+는 0.83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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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Mg2+는 다른 교환성양 

이온과 달리 수분과 유기물， 세립질과 높은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Na+를 제외하고 모든 교 

환성양이온의 경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공간적으로 유사한분포를 나타낼 것으로 판 

단된다. 

다음으로 토양특성과 지형변수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면 전체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표 6). 수분함량은 표면거칠기(RUG)와 양의 관계 

를 보이며 입사에너지량(lNSOLAT) ， 식생지수 

(NDVI)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입사에너지량 

의 경우 -0.영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는데 이는 입사에너지량이 높은 경우 증발이 많아 

지고 따라서 토O씁분함량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보통 토양수분은 습윤지수와 사면유 



역지수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전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샘플링 

을 실시한 시점간의 차이 때문일 수 있지만 입사에 

너지량 식생지수와 상관관계로 판단할 때 연구지 

역은국소적인차이보다는좀더 큰스케일에서 나 

타나는 지역적인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다른 환경과 달리 

미기후의 영향을받아사면의 향에 영향을강하게 

받는 산지환경에서 나타나는 특정일 수 있다 

(Yimer 앉 al., 2006). 또한 식생지수와 높은 상관관 

계를 고려할 때 샘플을 채취했던 식생 활동이 활발 

한 시기에는 lOcm 깊이에서 토양수분의 변동성이 

지형보다는 식생의 활동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 

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 경문 외 , 2008). 

유기물 함량은 고도(ELEV)와 경사(SLOP) ， 표면 

거칠기와 양의 관계를 보이며 입사에너지와 식생 

지수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유기물과 식생지 

수의 관계는 예상했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식 

생지수가 높은 경우 활엽수가 나타나고 따라서 유 

기물함량이 높게 나타난다 (Sumfleth and 

Duttmann, 2008). 하지만 연구지역의 경우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식생지수의 공간 

적 분포는 능선과 계곡부를 중심으로 차이를 보이 

고 있고 일사에너지량과 유사한 분포가 나타난다. 

유기물은 고도와 경사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 

고 있어 주로 유역의 상부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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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립질은 경사도와 표면거칠기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입사에너지량과 식생지수와 양의 관계가 

나타난다 입사에너지량은 수분함량과 유기물， 세 

립질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연구지역의 

토양을 예측하는 데 지형변수 중에서 중요한 변수 

로판단된다. 

Na+는 가장 많은 지형변수와 관계를 보이며 특 

히 경사도와 평면독률(PLAN)과 양의 관계를 보 

이고 있다. 다른 교환성양이온과는 달리 습윤지 

수(WETI) , 사면유역지수(UPAR)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공간적인 분포가 상당히 차이날 것 

으로 판단된다. Ca2+는 사면독면률과 평면곡률과 

음의 관계를 보이며 습윤지수와 사면유역지수와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사면유역지수와 습윤 

지수는 물의 흐름과 관련된 지형변수로 Ca2+의 분 

포가 물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할 수 있 

다. Mg2+는 Ca2+와 유사하며 사면유역지수와 함께 

사면곡면률과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Mg2+와 

Ca2+는 주로 계곡부에 높은 함량을 보이며 주로 

물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계곡을 중심으로 요형 

(머形)사면에 높은 함량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K+ 또한 사면유역지수와 함께 독면률이 

주요한 영향을 준다고 사료된다. 각 토양특성은 

환경변수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토양예측 

에 전제조건인 통계적 상관관계를 만족시키고 있 

었다. 

11) 여기에서 지시하는 지역적인 차이는 연구지역을 크게 능선과 계곡부로 구분하는 공간적 규모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국소적인 차 
이는 계곡부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였을 맨형사면이 나타나고 사면유역지수가 높아 물의 흐름이 높게 나타나는 영역과 러형사면 
으로 물질의 흐름이 낮게 나타나는 영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입사에너지량과 식생지수는 지역적인 차이를 표 
현할 수 있는 지수이고 경사도와 곡면률， 사면유역지수는 국소적 인 차이를 나타내는 지수로 볼 수 었다. 하지만 경사도와 곡면률 
을 계산하는 알고리듬에서 방형구의 크기를 확대할 경우 이들 지형변수는 경관 전체에서 나타나는 지역적인 차이를 충분히 표 
현할 수 있다(Schrnidt and Hewit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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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기물과 세립질의 공간적 분포 

3) 토양의 공간적 분포특성 

토양특성 중 유기물(organic marrer, OM)은 공간 

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주로 유역의 상부에 많이 분포하며 농선보다는 

계곡부에 높은 함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패턴은 유역 전체적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 

며， 지형과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올 시각 

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기물 함량이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은 토양형성작용과 

침식 ， 식생의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ßrl..lbaker et al. , 19(3). 식생은 유기물의 생산량과 

관련되고， 식생의 종류나수종에 따라유기물의 함 

량은 달라지며 또한 식생의 종류에 따라 유기물의 

이동은 결정 된다(Gerrard， 2000; Brady and Weil, 
2008). 여기에서는 지형적인 특성 외에도 상부사 

연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활엽수립과 능선부와 하 

부에 일부 나타나는 침엽수립이 섞여 확연하게 다 

른 식생의 분포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토성(soil texrure)은 보수력과 통기성， 유기물 보 

유농력에 영호t을 주어 산립의 식생성장에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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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횡t을 주기 때문에 산지에서 중요한 토양특성이 

다(Fisher and ß뼈ley， 2(00). 세 립 질(fme-grained 

soil)은 공간적으로 유역의 상부와 계곡을 따라 높 

은 함량올 보이고 농선에서 낮은 함량올 보이고 있 

다. 지형과 명확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시각적으 

로 국지적인 변화보다는 유역 내에서 능선과 계곡 

부를 중심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패턴은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명확한 공간적 분포가 유역의 상부에서 하 

부로 이어지는 수직적 차이보다 계곡과 농선에서 

나타나는 수평적 차이로 관찰된다. Fur!ey(l968)는 

Oxford 지역에서 토양특성과사연의 일반적인 관 

계를 살펴본 결과로 세립사(점토와 미사)함량이 

경사도가 중가하면서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였다. 세립질은 유기물과 유사한 공간적 분포를 보 

고 있고 상관계수가 0.73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성(미사와 점토)은 국지적인 경관에서 

토양유기물의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 

시 된다(ßrady and Weil, 2뼈). 

교환성양이온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풍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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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교환성앙이온 농도의 공간적 분포 

의해 생성되며 교환싱양이온의 양은 강우에 의한 

용탈， 모재의 함량， 미생물 활성에 따라 결정된다 

토양물질 중에서 가장 먼저 용탈이 일어나며 따라 

서 변이성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 

체적인 경향은공간적으로물의 흐름에 따라사변 

의 하부나 계콕부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깨anac바 et al , 2006). 

Na‘는 교환성양이온 중에서 함량이 가장 적고 

다소 불규칙하게 공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그림 

4). Na'는 공간적으로 주로 상부사면에 위치하며 

, 35 , 

주로 경사가 급한 능선부에 위치하고 있다. 연구 

지역에서 Na 가 이러한 공간적 분포를 보이는 이 

유는 다른 교환성양이온과 달리 식생의 영양분으 

로 이용되지 않아 지화학적 프로세스에 주로 영향 

올 받고， 기반암의 풍화나 대기의 공급 외에는 다 

른 공급원이 없어 1가 양이온으로서 토。삼분에 

용해되어 대부분 빠르게 용탈되어 하천으로 유입 

이 되었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BUl1 and park , 

1999). 연구지역에서 Na‘는 독특한 공간적인 분포 

와 함께 유기물올 제외한 다른 토양변수와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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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Na+는 다른 토양 

특성과 함께 해석하기 보다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 

다(표 5). 

Ca2+는 다른 양이온에 비해 복잡한 공간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주로 계곡중심을 따라 분포하고 있 

어 지형과 어느 정도 명확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Ca2+는 교환성양이온 중에서 변이성이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으며 24. 25mglkg에서 565. 74mglkg으 

로 97.74%의 변동계수를 보이고 있다. Mg2+ 또한 

Ca2+와 유사하게 계곡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 

다. 사면유역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사면의 계·곡을 따라 분포하 

면서 지형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K+의 경우 다른 교환성양이옹에 

비해 공간적 변이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비교적 

계곡부에 높은 함량을 보이고 있다. K+의 농도는 

유기물과 비슷하게 유역상부이면서 계·곡부에 높 

게 나타나 유기물과 유사한 공간분포를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기물과 0.36의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어 어느 정도 같은 프로세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표 5). 

4) 토양특성과 환경변수의 회귀분석 결과 

전체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7) 에 제시되어있 

다. 환경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결과는 전체적으 

로 30-61%의 설명력을 보인다. 공간적 자기상관 

여부를 판단하는 Durbin-Watson 검정볍 결과에 

따르면 모든 모형이 1. 74-2.22로 공간적 자기상관 

성이 존재하지 않았다12) 따라서 잔차들 간에 유의 

한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시한 적합한 회귀모 

형이라고할수있다. 

유기물은 지형변수로 56%를 설명할 수 있으며 

고도(ELEV)와 사면독면률(CUR25) ， 식생지수 

(NDVI)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지수 

와 사면곡면률(CUR25)은 큰 규모에서 변화하는 

지형변수로 능선과 계독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기물의 공간적인 분포와 일 

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세립질의 경우는 고도 

(ELEV) , 사면유역지수(UPAR) , 표면거칠기(RUG) , 

입사에너지량， 사면독면률(CUR9) ， 사면곡면률 

(CUR25) , 식생지수로 610/0를 설명할 수 있으며 비 

교적 높은 환경변수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유기 

물과 같은 환경변수인 식생지수와 사면곡면률 

(CUR25)에 영향을 받고 있어 유기물과 유사한 결 

과를 보였고 또한 사면곡면률(CUR9)과 관계를 보 

이고 있어 미지형과 계곡과 능선 규모에서 함께 변 

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a+는 교환성 양이온 중에서 가장 낮은 설명력 

을 보이며 1가인 화학적 특성과 공간분포와 함께 

판단했을 때 빠른 용탈로 유역 밖으로 빠져나갔 

을 것으로 판단된다. Ca2+는 지형변수로 30%의 

설명력을 보이며 사면유역지수와 높은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다(r=0.39). 이는 공간분포에서 계 

곡부 중심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결과와 일치한 

다. Mg2+는 지형변수로 45%의 설명력을 보이며 

사면곡면률(CUR17)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비교 

적 큰 규모에서 지형과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판 

12) Durbin-Watson 검정법은 통계적으로 공간적 자기상관를 측정하는 비모수방법 중 하나이며 통계치가 1.361-2.639에 해당될 경 
우 유의적인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고 1.077-1.361 또는 2.639-2.923에 해당될 경우 어느 정도 자기상관이 있다고 판 
단할 수 있다(이희연，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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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토양특성과 환경변수의 회귀분석 결과 

Intercept 

ELEV 

SLOP 

PLAN 

PROF 

UPAR 

WETI 

RUG 

INSOLAT 

CUR5 

CUR9 

CUR17 

CUR25 

NDVI 

adj. R2 

R2 

DW* 

22 .188 

.043 

21. 247 

.087 

5.121 1.633 -.206 

.002 

381 

.001 

8.911 

1. 675 

-.014 

7.078 

때
 짧
 
-
짧
 떼 때
 

-
n

”
ν
 

··’’

4 

-9.152 

-78.397 

.568 

.608 

2.208 

8.455 

-5.641 

2.226 

.194 

016 

004 .000 

-.034 

-.061 

빠
 
-% 

짧
 뼈
 

n
/
ι
 

·
·
n
/
μ
 

275 

.304 

2.137 

.414 

445 

2.151 

.296 

315 

2.075 

약자 설명 OM = Organic Matter(%); ELEV = Elevation(고도); SLOP = Slope Gradient(사변경사); PLAN = Plan 
Curvature(평면곡률); PROF = Profile Curvature(단면콕률); UPAR = Upslope Area; WETI = Wetness 
Index(습윤 지수); RUG = Ruggedness(표면거칠기); INSOLAT = Incoming Solar Radiation(입사에너지량); 
CUR = Surface Curvature(사면곡면률); NDVI = Normalized Differential Vegetation Index(정규식생지수) 

* Durbin-Watson statistics(자료의 자기 상관성 검증) 

단된다. 또한 다른 교환성양이온과 달리 입사에 

너지량이 변화하는 공간적인 규모가 조금 다르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는 평면곡률과 표면거 

칠기와 32%의 설명력을 보이고 주로 국지적인 

지형요소에 영향을 받아 분포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 

각 토OJ:.특성들은 주로 환경변수들과 유의한 결 

과가 나타났고 지형변수는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유기물과 세립사는 57%와 61%의 설 

명력을 보이고 30-45%로 나타나는 교환성양이온 

에 비해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토양특성 중 화학 

적인 특성보다 물리적인 특성에 대한 예측력이 높 

은 것으로 알려 진 결과와 일치한다Qohnson et al. , 
2000; Thompson et al. , 2006). 이 러한 이유는 화학 

적인특성은다양한환경에 영향을받고물리적인 

특성보다 국소적인 규모에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Dobos and Heng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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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론 

이 연구에서 환경변수를 이용한 전체적인 예측 

력은 비교적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기존의 연구결 

과를 살펴보면 Moore et al. (1 993)은 A층 깊이 

(50%) , 모래(52%) ， 실트(64%)에 대한 결과를 제시 

하였고， McKenzie and Ryan(l999)은 토양층 깊이 

(42%) , 전인함량(78%) ， 탄소함량(54%) 등 토양특 

성의 변이성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Gessler et al. (200이은 A층 깊이 , 토양층 깊이 , 탄 

소함량에 대하여 71-88%의 설명력을 보였다. 하 

지만 Johnson et al. (200이은 화학적 토양특성 인 

pH, 양이온교환능력， 탄소함량， 질소함량에 대해 

4-25%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고려할 때 

연구지역의 토양예측력을 각 토양특성 별로 보았 

을 때 유기물과 세립질의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결 

과를 나타냈고， 교환성양이온의 경우에는 낮은 예 

측력을 보였지만 기존의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 

었다. 화학적 토양특성인 교환성양이온에서 낮을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다른 토양특성보다 변이성 

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변 

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석했던 격자단위 보 

다 세밀한 환경변수가 필요하다0ohnson et al. , 

200이.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변이성이 높은 토양 

특성도 비슷한 격자단위를 사용하여 높은 예측력 

을 보였던 기존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항상 세밀 

한 환경변수가 이러한 부분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다 현실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정밀한 자료구축과 각 토양특성에 맞는 스케일을 

고려할필요가있다. 

만들어진 암괴들이 드러나 있고 이러한 것들이 풍 

화가 일어나면서 주변의 토양특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토성 같은 경우 완만한 

경사지에서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과 달리 

산지에서는 국지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지는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토양 내 미생물과 식물， 동물상 등 생물의 활 

동에 의해 생물화학적 풍화， 토양단면의 교란， 양 

분의 순환 등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이 러한 

생물의 활동을 식생의 활력도를 측정하는 식생지 

수만으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성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세밀한 자료를 

획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접근성 측면에 

서 분명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자료 

구축과 조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상관관계에서 이용하였던 회 

귀분석의 한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산지토양은 

연속적으로 동질하게 나타나지 않고 보통 비선형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산지환경에서는 선형관계 

를가정하는회귀분석의 적용성은 떨어질수 있다 

(Ballabio, 2(09). 따라서 인공신경망분석 (Artificial 

Neural Networks) , SVM(Support Vector Machine) 

과 같은 비모수기법을 이용하여 관계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다 높은 예 

측가능성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세밀한 자료， 스케 

일 접근， 산지환경에 적합한 환경변수 구축， 적용 

성이 높은통계기법의 이용등보다체계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했던 환경변수 외에 산지의 특성 5. 결론 
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산지는 지형적으로 구조운동을 받아 남。&주 화도읍 일대 산지토양특성의 예측7}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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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지토양의 공간 

적 분포를 살펴보고， 토양특성과 환경변수의 관계 

를 파악한 후 산지토양의 예측가능성에 대해 검토 

해 보았다. 토양시료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기 

술 통계량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규분포를 보이고 

있었고 Ca2+와， M힘， K+의 경우 양의 왜도를 보이 

고 있었다. 변이성을 살펴보면 수분과 Mg2+의 경우 

동적인 토양특성을 보였고 K+를 제외한 다른 토양 

특성들도 변이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유기물과 세립질의 분 

포는 사면의 상부에서 하부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차별성보다는 좌우의 능선과 계곡에서 나타나는 

수평적인 차이가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유 

기물， 세립질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입사에너 

지량과 식생지수의 공간적 분포와 일치하였다. 교 

환성양이온 중에서 Ca2+와， Mg2+ ， K+는 계곡부를 중 

심으로높은함량을보이면서 다소복잡한공간적 

분포를 보이고 있었지만 사면유역지수， 습윤지수 

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교환성양이온이 생성된 후 

물의 흐름에 따라 공간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파 

악할 수 있다. 또한 사면곡면률과 음의 관계를 맺 

고 있어 물에 의해 이동된 후에 머형사면에 집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각 토양특성들의 공간적 

분포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비교적 일관적 

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각 토양특성 사이의 상관관계 결과를 살펴보면， 

수분함량， 유기물， 세립질은 서로 높은 관계 

(0.73-0.83)를 보이고 있었고， Ca2+와， Mg2+ ， K+ 또 

한 0.54-0. 83(r)으로 비교적 명확한 양의 관계가 나 

타났다. 다음으로 각 토양특성은 식생지수 

(r=O. 29-0.6)와 입사에너지량(r=O.경-0. 뛰) , 사면 

곡면률(r=0.31-0.43) , 사면유역지수(r=0. 23-0.4)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토양특성 사이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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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환경변수와 토OJ특성의 상관관계 결과를 비교 

하여 살펴보면， 전자가 좀 더 높은 결과를 나타냈 

다. 이는 연구지역의 산지 토양특성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 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토양예 

측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토양특성과 환경변수의 

결과에서는 지형변수보다 식생지수가 좀 더 높은 

관계를 보여 연구지역의 산지에서 지형과 함께 식 

생의 영향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토양예측의 전제조건인 통계적 상관 

관계를 획득하였고 따라서 연구지역에서 환경변 

수를 이용한 산지토양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가능 

성을보여주었다. 

각 토양특성의 공간적 인 분포와 상관관계를 바 

탕으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 토양과 관계를 살 

펴본 결과는 30-61%의 설명력을 보였다. 유기물 

과 세립질은 지역변수인 사면곡면률(CUR25)과 식 

생지수(NDVI)를 이용하여 공통적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교환성양이온은 경사도와 단면곡률， 평면 

곡률 등 다양한 지형변수들로 30-45%의 비교적 

낮은 설명력을 보였고， 유기물， 세립질과 비교했을 

때 다른 환경변수들이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지역의 유기물， 세립질과 교환 

성양이온의 분포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이 다름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지토양특성의 예측을 위 

해서는 지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식생의 분포， 토 

양특성 사이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각 토양특성의 성질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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