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 지구의 살아있는 피부
토양은 지구 토지의 표피를 형성하고 있다. 생명체
로 구성된 이 얇은 층은 두께가 대부분 몇 cm에 불
과하고 2~3m 보다 두꺼운 경우가 거의 없지만 지
구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양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조직
체이다. 토양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고, 수분을
장기간 보유하여 식물체가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영
양분을 보유하여 식물체가 생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토양은 무수한 미생물들의 서식처로서 대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는 반응부터 유기물을 분해하는
반응까지 일련의 생화학적 변환을 주도한다. 또한
토양은 뿌리, 다른 생물체 및 유기물을 먹고 사는
미소동물 뿐만 아니라 지렁이, 개미와 흰개미들의
서식처이다. 대부분의 생물 다양성은 지상이 아닌
토양 내 에서 유지된다.

다른 장소 - 다른 토양
토양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나 마구잡이로 다르지 않
고 계통적으로 다양하다. 동토대 (凍土帶: 툰드라)
토양은 열대지역의 토양과 매우 다르고, 경사지의
토양은 평야지의 토양과 매우 다르며, 짧은 거리만
떨어져도 토양은 매우 다양하다. 언덕 꼭대기에서
계곡으로 내려오면서 토양은 매우 다르게 보일 뿐
아니라 작물을 재배하거나 도로나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매우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 이러한 토양의 다
양성은 지구의 다른 환경요소인 대기권, 암석권, 수
권, 생물권과 비교할 때 이들의 경계면에서 토양의
독특한 위치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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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 상처받기 쉬운 자원
토양은 상처받기 쉽다. 가장 큰 교란과 파괴는 인간에 의해서 초래
된다. 토양의 파괴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초기 문명지
에서 발생되었듯이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주된 위협은 토양침식으
로 토양이 제거되어 풍화되지 않은 암석층을 들어내는 것이다. 토양
침식은 부적절한 토지 관리활동에서 발생되는데 가파르게 경사진 땅
에서 경작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토양은 놀라울 정도로 강한 조직
체로서 토양 내에서 많은 물체들이 분해되고 덜 해로운 물질로 변환
된다. 이런 정화능력은 토양에 유기성 및 무기성 폐기물이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이러한 폐기물을 분해할 수 있는 토양의 정화
능력을 초과한 양이 투입될 경우 토양은 파괴되고 생물학적 활성은
감소되게 된다. 토양의 가장 심각한 파괴는 토양이 건물이나 시설로
덮이는 경우이다. 이것은 산업화된 많은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일
반적 현상이다. 일단 토양이 포장도로나 건물로 인해 덮여버리면 토
양은 당연히 버려진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토양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토양 –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필요
우리는 지금 매일 지구 표면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그 기반
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활용도가 증가됨과 더불어 항공기 또는
우주선의 센서로부터 이용 가능한 정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수집된 자료나 인쇄된 지도나 보고서 형식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다. 기후와 지표면
모델 개발과 연관이 있는 이 새로운 정보는 토양학자들에게 토지이
용변화와 영향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인간 활동의 영향
을 감시하고 예측 할 수 있게 한다. 토양학자들은 현장 보정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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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시험을 제공하고, 이러한 새로운 도구들은 토지 개발의 지침을
제공하고 토양 퇴화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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