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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organic carbon(SOC)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stituents of soils due to its capacity in affecting
plant growth indirectly and directly. The change of SOC content is associated with organic input with various
sources in soil. This study was conducted as follows; the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altitude above sea levels
on SOC concentration in forest and arable soil under climatic zone, investig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SOC
contents and temperature in soil with elevation. Under the different climatic zone, the SOC concentration in
forest and arable soil was affected by increasing the altitude levels. The SOC concentration of forest soil was
higher than that of arable soil regardless of climatic zone. Also, the SOC was dramatically related to the soil
temperature with altitude, which was induced the increase of SOC contents in forest and arable soil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oil temperature with altitude could be differed carbon storage in forest and arable
soil between climat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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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elevation gradient on soil organic carbon(SOC) in forest and arable soils under different
climat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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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토양탄소는 지구의 총 탄소함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Stockman et al., 2013), 대기 CO2 및 CH4 농도에 관
여하여 지구의 기후변화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Davidson and Janssens, 2006). 특히, 토양탄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기탄소 (organic carbon)는 CO2 및 CH4으로 배출되어 대기온도의 상승에 영향을 주는데 (Batjes, 2014),
대기 중 CO2 농도가 600 ppm에 도달할 경우,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2.0-2.5°C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Ahn et al.,
2008).
토양탄소 변동은 토양온도, 토양구조, 토양수분, 미생물 활성 및 기질특성의 영향을 받으며 (Bekku et al., 2004;
Côté et al., 2000; Craine et al., 2010), 대기온도 상승은 토양탄소의 변동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
에, 배양시험을 통한 토양유기탄소 (soil organic carbon; SOC)의 온도반응성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Giardina and Ryan, 2000; Fierer et al., 2005). SOC 분해의 온도 반응성은 저온 (0-10°C)에서 낮았고, 중온
(10-20°C)은 높아지며, 오히려 고온 (20-30°C)에서 감소되었다. 그러나 SOC 분해는 온도 반응성 이외에도 토양탄소
의 이·난분해성 함량에 의해 좌우된다 (Teklay et al., 2007). 예를 들어, Ko et al. (201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호밀과
볏짚퇴비를 시용한 토양의 탄소분해는 이분해성 함량이 높은 호밀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되었다. 이와 같
이, 토양탄소의 변동은 온도 이외에도 토양에 공급되는 탄소원의 화학적 조성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다.
토지이용은 온도에 따른 SOC 분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토지이용은 탄소공급원의 양과 질을 제어하기도
하고, 토양탄소의 분해의 온도 반응성에 관한 토양환경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Post and Kwon, 2000; Jones et al.,
2005; Davidson and Janssens, 2006). 예를 들어, 산림토양에서 SOC는 낙엽 및 가지와 같은 litter 형태로 공급받는다
(Prescott, 2010). 이해 반해 농경지의 SOC는 가축분 및 퇴비, 그리고 작물 잔재물 등의 인위적인 투입을 통해서 공급
을 받고 있다 (Palm et al., 1997; Lee et al., 2009). 또한 농경지는 경운 및 비료 시용으로 SOC 변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Janzena et al., 1998: Six et al., 2000). 대기온도 등 기후변화가 SOC 변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토지이용과 기후변화 효과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산림지역의 고도는 토양탄소와 온도 관계를 구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Wang et al. (2013)은 SOC 무
기화와 온도 반응성 관계를 평가하였는데, 특히 고도에 따라 산림지역의 SOC 무기화에 대한 온도상승 효과 구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기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토양온도는 토양탄소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대기온도의 상승 조건에 따른 토지이용형태별 SOC 변동 경향을 예측하고자 고도에
따른 삼림 및 농경지의 SOC 함량 변화를 조사하였고, 이를 통하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조건에서 토양탄소관
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조사지역

기후대는 온대북부 (37°50'33.56''N, 128°40'6.50''E)와 온대남부 (35°18'51.46''N, 127°35'1.33''E)로

나누었다. Fig. 1과 같이, 온대북부 (오대산), 온대남부 (지리산)의 연평균 기온은 각각 8.74, 14.1°C이었고, 연강수량
은 557, 1614 mm으로 온대남부의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이 온대북부보다 높았다. 오대산 지역은 강원도 진부면, 대관
령면, 연곡면을 포함하였고, 지리산 지역은 경남 화개면, 금서면, 산내면, 산동면 일대이었다 (기상청,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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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nthly average precipitation and temperature under different climatic area.

시료채취 및 분석

2014년 6월에 오대산과 지리산 지역의 산림과 농경지의 각각 30 지점을 임의 선정하였고, 오

대산의 표고는 50-950 m, 지리산은 100-750 m 사이에 있었다. 토양시료채취는 유기물 층을 제거한 다음, 토양 깊이
0-15 cm와 15-30 cm에서 채취하였다. 토양온도는 0-15 cm의 토양 깊이에서 임의반복 (3회) 측정하였다. 토양시료는
풍건 및 분쇄하여 2 mm체에 통과된 시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토양 pH는 10g의 토양에 증류수 50 mL을 넣고 2시간
동안 180 rpm에서 교반하였고, 30분간 정치하여 pH 미터기 (Orion star A121)로 측정하였다. 토양유기탄소 (SOC)는
시료 10 g을 막대사발로 곱게 갈은 후, 0.1 M HCl 용액 5 mL를 넣고 80°C에서 건조하여 원소분석기 (Vario Max,
Elementar)로 측정하였다. 토양의 가용성 유기탄소 (TOC)와 총질소 (TN)는 Hot water extraction법을 이용하였다
(Ghani et al., 2003). 토양 10g에 증류수 50 mL을 넣은 다음 80°C에서 2시간 동안 진탕한 후에 No. 2 여과지에 여과
한 여액을 TOC 분석기 (TOC-V 5050A, Shimadzu)분석기로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지역, 토지이용, 고도에 따른 분산분석과 각 요인 간에 교호작용에 대한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2)
의 GLM (general liner model)으로 수행하였다. 기후대별 토지이용에 따른 토양특성의 평균비교는 유의수준 5%로
Duncan 다중비교 (Duncan multipe range test; DMRT)로 수행하였다. 회귀분석으로 고도에 따른 SOC 변동을 예측
하였고, 토양온도와 SOC 함량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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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토지이용에 따른 SOC 분포특성 기후대와 토지이용 형태 및 고도가 토양유기탄소 (SOC) 분포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Table 1). 기후대, 토지이용 형태, 고도는 토양온도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SOC 함량은 토지이용
형태와 고도에 영향을 받았다. 미생물 활성과 관련이 있는 토양 pH는 토지이용에 영향을 받았다. 토양온도는 토양탄
소의 변동에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기후대와 토지이용 형태 및 고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Table 1과 같이, 토양
온도와 pH는 미생물활성 증대시켜 토양탄소의 변동을 초래하였다. 양분 및 토양개량제의 공급은 토양특성을 달라지
게 한다. 산림의 경우는 잎 또는 가지가 주 공급원인 반면에, 작물생산을 하는 농경지는 비료, 퇴비 및 석회 등의 토양
개량제를 시용한다. 이것은 토양온도와 SOC 함량이외에 토양 pH가 토지이용에 영향을 받은 이유로 판단된다.
Table 1. Multi-variation analysis of climatic zone, Land-use, and elevation on soil properties in surface soil.
Contents

Soil temperature

pH

SOC

HWC-TOC

HWC-TN

Climatic zone (A)

<0.0001

0.4548

0.8676

<0.0001

0.0025

Land-use(B)

<0.0001

0.0039

<0.0001

<0.0001

0.0160

Elevation(C)

0.0006

0.2149

<0.0001

<0.0001

0.0002

A×B

<0.0001

0.1109

0.1180

0.2643

0.2435

B×C

0.9790

0.2349

0.2822

0.0026

0.0184

A×C

0.0016

0.0048

0.1885

0.7063

0.3236

A×B×C

0.8942

0.6459

0.9567

0.7924

0.6939

온대북부와 온대남부의 두 기후대에서 산림과 농경지의 SOC 함량을 비교하였다 (Table 2). 토양유기탄소 (SOC)
함량은 산림이 농경지보다 더 높았다 (p<0.001). 온대북부인 오대산 지역에서 산림과 농경지의 평균 SOC 함량을 비
교한 결과, 산림은 33.4 g kg-1으로 농경지에 비해 약 2.2배 높았고, 온대남부 기후대인 지리산 인근에서 산림의 평균
SOC 함량은 30.2 g kg-1으로 농경지에 비해 약 1.5 배 높았다. Table 1과 2에 심토 (15-30 cm)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표토 (0-15 cm)의 SOC 함량이 심토 (15-30 cm)보다 높았다 (p<0.05). 오대산과 지리산 지역은 산림 심토의 평균
SOC 함량이 각각 15.3과 17.9 g kg-1으로 농경지 심토에 비해 각각 1.2, 1.5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 토양유기탄소
(SOC)는 토양 깊이에 영향을 받지만, 토지이용 형태가 SOC 함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2. Average values of forest and arable soil under different climatic zone.
Climatic zone

Odae area
Jiri area

Land-use

Soil tem.

pH

SOC

(℃)

(1:5)

(g/kg)

TOC

TN

Forest

13.8±1.2b

5.1±0.4b

33.4±17.3a

5.5±3.4a

2.4±1.5a

arable

18.2±2.0a

5.4±0.6a

16.7±6.7b

3.3±1.4b

2.1±1.4a

Forest

23.8±2.2a

5.1±0.4a

30.2±7.0a

3.7±1.4a

1.9±0.8a

arable

24.0±2.1a

5.2±0.8a

20.1±4.9b

2.3±0.9b

1.4±0.7b

Note) Soil tem., soil temperature; HWC, hot water extracts.

HWC(g k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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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유기탄소 (SOC) 함량은 토양에 공급되는 유기물의 양과 탄질비 (CN)에 좌우되지만 (Teklay et al., 2007; Li et
al., 2008), 미생물 활성과 기질이용성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Anderson and Nilsson, 2001). 특히 토양온도와 pH는
미생물 활성과 밀절합 관계를 가지며 (Lee et al., 2008), 특히 미생물 활성에 의해 탄소와 질소의 기질이용성을 높아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 et al., 2015). Table 2에서, 농경지의 평균 토양온도와 pH는 삼림보다 높았고, 가용성 탄소
와 질소 함량은 낮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산림지역의 가용성 총유기탄소 (TOC)와 전질소 (TN)함량이 각각 5.51과
3.7 g kg-1으로 농경지에 비해 1.68과 1.5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삼림과 농경지의 토양온도와 pH 차이로 인한 미생
물의 기질이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고도가 토지이용형태별 SOC의 변동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도에 따른 SOC 변화 고도가 100 m 높아짐에 따라 대기온도가 약 0.6°C씩 감소되기 때문에 (Kong, 1999), 고
도는 SOC 함량 변동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두 기후대 (오대산 및 지리산)에서 고도에 따른 산림과 농경지의 SOC 함
량을 회귀식으로 예측하였다 (Fig. 1). 오대산 지역에서 고도가 50 m에서 950 m로 높아질수록 산림의 표토에서 SOC
함량은 14.3 g kg-1에서 59.5 g kg-1으로, 농경지는 11.7 g kg-1에서 23.3 g kg-1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지리산 지역 또한
고도가 150 m에서 750 m로 높아질수록 산림의 표토 SOC 함량은 21.8 g kg-1에서 36.0 g kg-1으로, 농경지는 14.6 g
kg-1에서 25.7 g kg-1으로 증가되었다.

Fig. 2. Changes of soil organic carbon(SOC) in forest and arable soil under different altitude levels(* and *** denote
significance at 1 and 5% level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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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별 고도에 따른 산림과 농경지의 SOC 함량 차이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식생피복과 사
면이 대기 및 토양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ong, 1999). 또한 토양에 공급되는 유기물의 리그닌 함량과 탄질비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Teklay et al., 2007; Li et al., 2008). 산림에서 발생하는 litter의 분해율은 리그닌 함량과 탄질
율이 높은 반면에, 농경지에서 퇴비 및 잔사의 상대적으로 낮아서 탄소의 분해율이 높아질 수 있다 (Fierer et al.,
2005). 토양 pH 및 양분과 같은 토양상태가 미생물 활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Lee et al., 2008). Table 2에서 보듯이,
농경지 pH는 상대적으로 삼림보다 높기 때문에 탄소미생물에 의한 탄소분해율이 높아질 수 있다 (Augusto et al.,
2015). 이 외에도 비료투입 및 경운 등이 SOC 분해를 촉진하기도 한다. 토양에 질소와 인 공급은 미생물 개체수와 활
성을 증가시켜 SOC 분해를 가속화 시킨다 (Liski et al., 1999; Fang et al., 2005). 그리고 경운도 입단의 SOC 분해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Bernal et al., 1998; Sellami et al., 2008). 그러므로 고도에 따른 산림과 농경지의
SOC 차이는 지형에 기반한 토양상태와 유기물 종류, 비료 및 경운 등의 토양관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고도에 따른 대기온도는 토양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errill et al., 2008; Ashton et al., 2009). 오
대산 지역에서 산림의 토양 온도는 평균 13.8°C으로 고도가 50에서 950 m로 높아질수록 토양온도는 14.6°C에서
12.1°C로 낮아졌고, 농경지는 토양온도가 평균 18.1°C로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토양온도가 18.2°C에서 16.9°C로 낮
아졌다. 또한 지리산 지역에서 산림의 토양 온도는 평균 24.1°C으로 고도가 150 m에서 750 m로 높아질수록 토양온
도는 26.1°C에서 23.7°C로 낮아졌고, 농경지는 토양온도가 평균 24.1°C로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토양온도가 24.4°C
에서 22.4°C로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Fig. 3에서 토양온도 변화에 따른 산림과 농경지의 SOC 함량 변화를 보면, 오대산의 SOC 함량은 지온 15°C 부근
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즉 토양온도가 15°C 이하로 떨어질 때는 SOC 함량은 35 g kg-1에서 68 g kg-1으로 급격하
게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반해 15°C 이상으로 토양온도가 높아질 때는 SOC 함량이 35 g kg-1에서 25 g kg-1으
로 완만한 감소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지리산 지역의 산림과 농경지의 최저 토양온도는 각각 22.4°C 부근으로 SOC
함량이 급격하게 변화는 토양온도를 찾을 수 없었고, 토양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과 농경지의 SOC 함량이 완만하
게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토양에서 유기물 분해과정은 C/N비와 유기물에 포함된 이·분해성 함량 등의 유기물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Heal et al., 1997; Sainju et al., 1999), 이러한 과정은 온도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Lloyd and

Fig. 3. Correlation between soil temperature and soil organic carbon(SOC) in forest and arable soil under different
altitude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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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 1994; Li et al., 2008). Fig. 3과 같이, 고도에 따른 토양온도와 SOC 함량의 관계를 보면, 토양온도가 15°C 이
하에서 SOC 함량은 급격하게 증가되었으나, 토양 온도가 15°C 이상에서는 SOC 함량이 완만하게 감소되었다. 이는
고도에 따른 산림과 농경지의 토양환경 차이와 더불어 토양온도의 변화가 미생물의 개체수 및 활성에 영향을 준 것으
로 해석된다. 따라서 대기온도의 상승에 따른 토양온도의 변동은 미생물의 분해 작용으로 인한 토양탄소가 변동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Conclusion
대기온도의 상승 조건에 따른 SOC 변동 경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온대북부와 온대남부의 기후대에서 고도에 따른
산림과 농경지의 SOC 함량 변화를 비교하였다. 토지이용형태 및 고도는 SOC 변동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경향은
산림이 농경지에 비해 높았다. 산림과 농경지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SOC 함량이 증가되었다. 특히 고도와 토양온
도 간에는 높은 부의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고도에 따른 토양온도 변화는 SOC 변동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온도 상승에 의한 토양온도는 토양유기탄소 (SOC)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온난화
대응한 합리적인 토양탄소관리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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