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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using Korean native Aster koraiensis Nakai for 
phytoremediation at various fields. A. koraiensis was cultivated at paddy, upland and forest soils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After 8 weeks of cultivation, and growth and its absorbing capacity of heavy metals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A. koraiensis was grown well even at the soil highly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which means it has a 
tolerance to heavy metals. As analysis results of arsenic, cadmium, copper, lead and zinc contents absorbed from various 
soils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heavy metal absorbing capacity of A. koraiensis was depending on the heavy metal 
contents in the soils and soil property. In case of arsenic, cadmium and copper, heavy metal accumulation capacities of Aster 
koraiensis were much influenced by contents of heavy metals in the soils. Absorbing capacity of plants was increased when 
heavy metal contents in the soils were high. Lead absorbing capacity was depending more on soil property than lead 
contents in the soil, and was great at sandy soil of forest. Zinc absorbing capacity was influenced by both soil properties and 
Zn contents in the soil, was increased at paddy soil contaminated with high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and upland soils. 
In general, A. koraiensis had a tolerance to heavy metals and showed great absorbing capability of heavy metals. So A. 
koraiensis can be used as a good landscape material for phytoremediation at various soils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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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중금속에 의한 토양의 오염은 주로 광산 및 제련소의 폐

수, 분진, 광미사와 중금속이 함유된 원료나 첨가물질을 사

용하는 도금공장, 합금공장, 안료공장 및 고무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 분진, 폐기물 등이 토양에 유입되는 경로를 

통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등, 1994).

현대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다양한 유해 중금속이 인간

의 생활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중금속은 식물, 토양, 대기, 

음료 등에 널리 분포하면서 음식물이나 식수 또는 공기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거나, 농작물이나 어패류 등으로 이동

되어 최종적으로는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축적된다(Jung 

등, 1993). 체내로 유입된 중금속은 체외로 배출되지 않으

며 인체에 축적되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므로 인간의 생

활환경에 유출된 중금속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개

발할 필요가 있다(You와 Rho, 1994).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방법은 크게 물리화학

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기술로 나눌 수 있는데, 물리화학적

인 토양정화기술은 막대한 자금과 노동력이 소요되며 2차 

오염 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최근에는 생물학적 처리

기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Hong과 Cho, 2007). 특

히 식물을 이용하여 토양 내 중금속을 정화하는 생물학적 

처리기술인 식물상 복원기술(phytoremediation)은 물리

화학적 처리기술 보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중금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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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eavy metal contents of each soil before planting

Types of soils
Heavy metal concentrations in soils (mg ‧ kg-1)

As Cd Cu Pb Zn
Paddy soil-Az 92.3 ± 1.31 2.3 ± 0.05 221.1 ± 10.24 411.7 ± 5.09 181.9 ± 7.87
Paddy soil-B 34.6 ± 1.25 0.3 ± 0.05 62.6 ± 1.80 125.4 ± 3.81   58.2 ± 0.33
Upland soil 22.6 ± 1.09 0.4 ± 0.00 35.6 ± 0.02   79.8 ± 0.73   32.3 ± 1.20
Forest soil 47.0 ± 8.16 0.2 ± 0.04 29.6 ± 2.62     90.8 ± 14.23   13.2 ± 0.34

zA: Soil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of high levels, B: Soil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of low levels.

Table 2. Growth state of Aster koraiensis used in the study

Plant height (cm) Plant width (cm) No. of leaves (ea)
Fresh weight (g) Dry weight (g)

Aerial part Underground part Aerial part Underground part
13.5 ± 0.84z 6.6 ± 0.71 5.0 ± 0.00 2.0 ± 0.17 2.2 ± 0.14 0.4 ± 0.07 0.5 ± 0.07

zValues are mean ± SE.

오염토 주변의 경관조성, 토양 안정화, 오염물질 이동 최소

화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으므로 최근에는 식물상 복원기

술에 적용 가능한 식물소재를 선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가 시도되고 있다(Chen 등, 2000; Kim 등, 1999; Kim와 

Lee, 1999; KrishnaRaj 등, 2000).

그러나 식물은 기후와 토성 등 주변 환경에 의하여 생육

이 크게 달라지고 이에 따라 중금속 흡수능이 달라질 수 있

으므로(Park과 Park, 2002) 식물을 현장에 적용하여 중금

속 오염토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생육이 가능

하며, 중금속 흡수능이 우수한 식물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벌개미취는 6-9월에 연한 자주색 

꽃이 피는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는 

다년생 초본식물이다(Lee, 1999). 벌개미취는 우리나라 기

후와 토양조건에 적응성이 높고 재배관리가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Shin 등, 2001), 가을에 피는 꽃이 아름다

워 조경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구) 장항제련소 인근인 충남 서천군 장항읍 

일대에 적용 가능한 식물상 정화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중금속에 오염된 논, 밭, 수림지에서 벌개미취

를 재배한 다음 벌개미취의 생육과 지상부와 지하부의 중

금속 축적률을 분석하였다. 또한 장항읍에서 가장 많이 이

용하는 토양의 이용형태인 논에 대해서는 (구) 장항제련소 

인근에서 가장 심각한 중금속 오염원으로 알려진 비소의 

토양 내 함량에 따라 고농도와 저농도로 나누어 벌개미취

의 생육 및 중금속 흡수능을 조사하여 서천군에 현장 적

용 가능한 식물상 정화기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부지선정 및 실험구 설정

연구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에서 시행하였으며, 

토지의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수림지로 나누어 실험하였

다. 장항읍에 필요한 식물상 정화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장항읍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토양의 이용형태인 논에 

대해서는 고농도와 저농도의 중금속에 노출된 토양을 선정

하여 실험하였다(Table 1).

실험에 사용한 부지는 모두 식물을 식재하기 전에 부지

를 경운한 다음 실험구를 조성하였다. 물빠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두었으며, 1.4×1.4 m로 규모로 시

험구를 설치하였다. 실험구를 지정한 다음 잡초로 인한 생

육 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와 시험구 사이를 부직

포(위드스탑)로 멀칭하였다. 자연 차광이 이루어지는 수림

지를 제외한 논과 밭에서는 식물의 활착과 생육을 돕기 위

하여 1.5 m 높이에 70%의 차광막을 설치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벌개미취는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무가

온 온실에서 파종하여 생산하였으며, 실험의 균일성을 유

지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생육상태가 동일한 묘를 선별

하여 사용하였다. 1.4×1.4 m 규모의 실험구에 식재간격을 

20×20 cm으로 하여 3반복 난괴법으로 식재하였으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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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eavy metal concentrations in aerial and underground parts of Aster koraiensis before planting at soils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Heavy metals Heavy metals concentrations in Aster koraiensis (mg ‧ kg-1) TFz

Aerial part Underground part
As    0.63 ± 0.112y   3.09 ± 0.524 0.20
Cd   0.49 ± 0.001   0.72 ± 0.054 0.67
Cu   4.76 ± 0.136 16.44 ± 0.682 0.29
Pb   1.86 ± 0.138   1.80 ± 0.347 1.03
Zn 15.81 ± 0.571 47.53 ± 0.327 0.33

zTF: Translocation factor (ratio of heavy metal in aerial parts to underground parts).
yValues are mean ± SE.

의 실험구에 총 49개의 벌개미취 균일묘를 식재하였다. 

조사 항목 및 방법

토양과 벌개미취의 중금속 함량은 충북대학교 환경자원

분석인증센터에 의뢰하여 각 원자흡수분광광도법과 원자

발광분광법으로 분석하였다. 각 실험부지의 중금속 함량

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실험 부지의 토양을 지그재그형으

로 5개의 지점으로부터 채취한 다음 식물을 식재하기 전 

토양 내 비소(As), 카드뮴(Cd), 구리(Cu), 납(Pb), 아연(Zn)

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중금속 오염토에서 재배한 벌개미취의 생육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금속 오염토에 식재하기 전의 식물과 중금속 오

염토에서 8주 동안 식재한 식물의 초장, 초폭, 엽수, 지상

부와 지하부의 생체중 및 건물중을 측정하여 생육상태를 

비교하였다. 

각 중금속 오염토에서 벌개미취가 흡수한 중금속의 함량

을 분석하기 위하여 벌개미취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비소, 

카드뮴, 구리, 납, 아연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벌개미

취가 흡수한 중금속이 지하부에서 지상부로 이동되는 이동

계수(TF, Translocation factor)를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Trancslocation factor =
지상부의 중금속 축적량
지하부의 중금속 축적량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에 식재하기 전 벌개미취의 중금속 

함량을 분석하였는데, 벌개미취의 지상부와 지하부에는 표 

3과 같이 미량의 아연, 카드뮴, 구리, 납 및 아연이 함유되

어 있었다. 

토양과 벌개미취의 중금속 함량은 3반복으로 측정하였

으며, 식물의 생육은 10반복으로 조사하였다. 통계처리는 

SAS version 9.1(SAS Instiritute Inc., Cary, NC, USA)

를 이용하였으며, 각 처리구의 평균을 구하고 던컨의 다중검

정방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처리구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에서의 벌개미취의 생육

중금속에 오염된 논, 밭 및 수림지에서 8주 동안 벌개미

취를 재배한 결과, 모든 토양에서 벌개미취의 초장을 제외

한, 초폭, 엽수 및 생체중, 건체중의 지상부와 지하부가 모

두 2배 이상 증가하였다(Table 4). 연구의 결과, 벌개미취

는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에서도 비교적 생육이 우수하였으

며, 논, 밭, 수림지 등 토성에 관계없이 유사한 생육을 보

여 토양 적응성이 강하며 중금속 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벌개미취를 식물상 정화기술에 이용할 때에

는 토성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토양의 중금속을 제

거하면서 주변의 경관 조성을 할 수 있는 식물소재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벌개미취 지상부와 지하부에 흡수된 중금속 함량

중금속에 오염된 논, 밭 및 수림지에서 재배한 벌개미취

가 흡수한 비소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고농도의 비소로 오

염된 논에서 재배했을 때 벌개미취의 비소 흡수능이 가장 

우수하였다(Table 5). 따라서 벌개미취는 토양 내 비소의 

함량이 높을수록 비소 흡수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되었

다. 벌개미취의 이동계수를 구하여 벌개미취가 흡수한 비

소의 이동형태를 분석한 결과, 토성에 관계없이 모두 1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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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rowth of Aster koraiensis cultivated at soils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for 8 weeks

Types of soils Plant height
(cm)

Plant width
(cm)

No. of leaves 
(ea)

Fresh weight (g) Dry weight (g)
Aerial part Underground part Aerial part Underground part

Paddy soil-Az   11.60ay 12.93ab 12.46a 4.18a 4.46a 0.58a 0.69a
Paddy soil-B  11.76a 13.03ab 12.90a   2.30ab 3.49a 0.46a 0.62a
Upland soil  11.46a 15.56a 12.33a   3.83ab 4.68a 0.57a 0.84a
Forest soil  11.63a 10.66b 12.50a 1.98b 3.30a 0.47a 0.79a

zA: Soil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of high levels, B: Soil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of low levels.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5. Arsenic concentrations in aerial and underground parts of Aster koraiensis cultivated at soils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for 8 weeks

Types of soils  As (mg ‧ kg-1) TFz

Aerial part Underground part
Paddy soil-Ay  11.58ax 15.82b 0.73
Paddy soil-B  2.20b 13.76b 0.16
Upland soil  3.05b 14.34b 0.21
Forest soil  3.01b 29.10a 0.10

zTF : Translocation factor (ratio of Arsenic in aerial parts to underground parts).
yA: Soil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of high levels, B: Soil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of low levels.
x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6. Cadmium concentrations in aerial and underground parts of Aster koraiensis cultivated at soils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for 8 weeks

Types of soils Cd (mg ‧ kg-1) TFz

Aerial part Underground part
Paddy soil-Ay  3.52bx 2.38a 1.48
Paddy soil-B 0.84c 0.10c 8.88
Upland soil 5.12a 1.84ab 2.78
Forest soil 0.46c 0.39bc 1.18

zTF : Translocation factor (ratio of Arsenic in aerial parts to underground parts).
yA: Soil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of high levels, B: Soil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of low levels.
x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의 이동계수를 보여 벌개미취는 지하부에서 흡수한 비소를 

주로 지하부에 저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개미취가 흡수한 카드뮴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밭에

서 재배했을 때 벌개미취의 카드뮴 흡수능이 크게 증가되

었다(Table 6). 논에서는 토양 내 카드뮴 함량이 많은 경우

에는 벌개미취의 카드뮴 흡수능이 우수하였으나, 토양에 

카드뮴 함량이 낮을 경우에는 벌개미취의 카드뮴 흡수능도 

낮게 나타났다. 

Rhie와 Choi(1999)가 폐광산 주변 식물의 중금속 축적

량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초본식물의 카드뮴 축적량은 

0.07 mg ‧ kg-1
이하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실험부지인 논, 밭, 수림지의 카드뮴 오염정도가 우려 

또는 대책수준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개미취가 5.12

∼0.10 mg ‧ kg-1
의 많은 양의 카드뮴을 흡수한 것으로 나

타나 벌개미취는 토양 내 카드뮴 제거능이 매우 우수한 것

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벌개미취는 유사한 토성에서 토양 

내 카드뮴 농도가 높을수록 카드뮴 흡수능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으므로 차후 카드뮴 오염이 심각한 토양에 적용

할 경우 토양 내 카드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되었다. 

Cho(1999)가 광주지역에 자생하는 수목을 대상으로 중

금속의 축적량을 연구한 결과, 카드뮴은 뿌리의 축적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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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pper concentrations in aerial and underground parts of Aster koraiensis cultivated at soils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for 8 weeks

Types of soils Cu (mg ‧ kg-1) TFz

Aerial part Underground part
Paddy soil-Ay  22.27ax 170.43a     0.13
Paddy soil-B 17.83a 12.51c 1.43
Upland soil 21.42a 56.70b 0.38
Forest soil 16.60a 63.21b 0.26

zTF : Translocation factor (ratio of Copper in aerial parts to underground parts).
yA: Soil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of high levels, B: Soil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of low levels.
x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8. Lead concentrations in aerial and underground parts of Aster koraiensis cultivated at soils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for 8 weeks

Types of soils Pb (mg ‧ kg-1) TFz

Aerial part Underground part
Paddy soil-Ay    6.60ax  13.05b 0.51
Paddy soil-B   2.33a    5.12b 0.45
Upland soil   4.85a  12.58b 0.39
Forest soil 16.43a 158.38a 0.10

zTF : Translocation factor (ratio of Lead in aerial parts to underground parts).
yA: Soil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of high levels, B: Soil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of low levels.
x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잎의 축적량 보다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벌개

미취가 흡수한 카드뮴의 이동계수를 분석한 결과, 토성에 

관계없이 이동계수가 1.0 이상으로 나타나 벌개미취는 카

드뮴을 흡수한 다음 빠르게 지상부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부는 지하부보다 제거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

어 중금속이 지상부로 빠르게 전이될 경우 식물상 정화공

법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

서 식물이 흡수한 카드뮴의 축적 부위는 식물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벌개미취는 토양

의 카드뮴 농도가 높을수록 카드뮴 흡수능이 우수하며, 흡

수한 카드뮴을 지상부로 빠르게 이동시키므로 카드뮴 제거

용 식물소재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벌개미취가 흡수한 구리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벌개미

취의 지상부로 축적된 구리의 함량은 토성에 따른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으나, 지하부에 축적된 구리의 함량은 고농도

의 구리에 오염된 논에서 재배했을 때 가장 많았다(Table 

6). 토양 내 구리의 함량이 유사한 경우에는 밭보다 수림지

에서 재배했을 때 벌개미취의 구리 흡수능이 우수하였으

며, 논보다 밭에서 구리의 흡수능이 우수하였다. 토양 내 

구리의 함량이 유사한 경우에는 논에서 구리의 흡수능이 

가장 낮았으나, 논의 구리 함량이 수림지보다 7.4배 높았

을 때에는 논에서 재배한 벌개미취의 구리 흡수능이 2.4배 

높게 나타났다. Son 등(2010)의 양치식물의 구리 정화능 

연구에서 구리는 식물체의 지상부보다 지하부에 더 많이 

축적되는 경향을 보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벌

개미취는 토성보다 토양 내 구리의 함량에 의하여 흡수능

이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이는 벌개미취는 환경 

적응성이 높아 토성에 관계없이 생육이 비교적 우수하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토양에서 벌개미취의 지하

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토성에 따른 벌개미취의 납 흡수능을 분석한 결과, 지상

부에 흡수된 납의 함량은 토성에 관계없이 통계적 유의차

가 없었으나, 지하부에는 수림지에서 재배한 벌개미취가 

158.38 mg ‧ kg-1
의 납을 흡수하여 수림지에 재배하였을 

때 벌개미취의 납 흡수능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Table 7). 따라서 벌개미취가 토양으로부터 비소, 구리, 

카드뮴을 흡수할 때에는 토성보다는 토양에 함유된 중금속

의 함량이 큰 영향을 미치지만, 납을 흡수할 때에는 토양 

내 농도보다는 토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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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Zinc concentrations in aerial and underground parts of Aster koraiensis cultivated in soils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for 8 weeks

Types of soils Zn (mg ‧ kg-1) TFz

Aerial part Underground part
Paddy soil-Ay  149.42ax 59.11b 2.53
Paddy soil-B  86.15b 42.27c 2.04
Upland soil 192.28a 86.63a 2.22
Forest soil  19.27c 41.77c 0.46

zTF : Translocation factor (ratio of Zinc in aerial parts to underground parts).
yA: Soil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of high levels, B: Soil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of low levels.
x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다. 한편 Park(2007)이 애기장대의 토양 내 중금속 흡수능

을 연구한 결과, 토양 내 납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애기

장대에 축적된 납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식물 종에 따라 토양 내 납의 농도가 식물의 납 흡수

능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벌개미취의 아연 흡수능을 분석한 결과, 밭에서 재배했

을 때 아연의 흡수능이 가장 우수하였다(Table 8). 반면 수

림지에서 재배한 경우 벌개미취의 아연의 흡수능이 낮았으

며, 이동계수도 1미만으로 나타나 수림지에서는 벌개미취

의 아연 흡수능이 크게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ho 등(2010)에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식물은 아연을 식

물의 지하부보다 지상부의 축적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아연의 함량이 높은 논에서는 벌개미취의 아연 흡수

능도 증가하였으나, 아연의 함량이 낮은 논에서는 벌개미

취의 아연 함량도 낮게 나타나 벌개미취가 토양으로부터 

아연을 흡수할 때에는 토성 및 토양 내 아연의 함량에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아직 국내에서는 phytoremediation 관련 연구가 주로 

토양에 중금속을 인위적으로 오염처리 하여 진행되거나 중

금속에 오염된 토양 인근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의 중금

속 축적량을 조사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금속

에 오염된 토양에서 직접 현장적용하여 연구가 사례가 극

히 드물다. 인위적으로 토양에 중금속을 오염시킬 경우 토

양 내 중금속의 잔류 형태와 농도 등이 실제 중금속에 오염

된 토양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토성과 토양 내 잔류 중금

속의 형태에 따라 식물의 중금속 흡수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phytoremediation에 적합한 식물을 선발하기 위

해서는 중금속에 오염된 현장에서 직접 적용 실험을 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중금속에 오염된 논, 밭 및 수림지에 벌개

미취를 직접 식재하여 중금속 오염 현장에서의 벌개미취의 

중금속 흡수능을 분석한 결과, 벌개미취는 비소, 카드뮴, 

구리를 흡수할 때에는 토성보다 토양 내 중금속 함량에 영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개미취가 토양으로부

터 납을 흡수할 때에는 토성에 따라 흡수능이 달라지는 경

향을 보였으며, 수림지에서 납의 흡수능이 가장 증가되었

다. 또한 아연을 흡수할 때에는 토성 및 토양 내 함량에 따

라 흡수능이 달라지며, 고농도로 오염되었을 때 흡수능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논, 밭, 수림지 중 밭에서 재배

했을 때 아연의 흡수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벌개미취는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에서도 비교적 

생육이 우수하며, 비소, 카드뮴, 구리, 납 및 아연의 흡수

능이 우수하고, 대체로 토양에 중금속이 고농도로 오염되

었을 때 중금속 흡수능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고농

도로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에서 현장 적용 가능한 식물상 

정화기술의 소재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적  요

본 연구는 자생 벌개미취를 이용하여 다양한 토양에 오

염된 중금속의 정화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논, 밭 및 수림지에 벌개미취를 식재하

여 8주간 재배한 후 생육 및 중금속 흡수능을 분석하였다. 

벌개미취는 중금속으로 오염된 논, 밭 및 수림지에서 8주 

동안 재배한 결과 벌개미취는 중금속 오염 토양에서도 생

육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중금속 내성이 있는 것으로 생

각되었다. 또한 중금속에 오염된 다양한 토양에서 벌개미

취가 흡수한 비소, 카드뮴, 구리, 납 및 아연의 함량을 분

석한 결과, 벌개미취는 5종의 중금속을 모두 흡수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토양 내 중금속의 함량 및 토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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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비소, 카드뮴 및 구리의 

경우에는 토양 내 중금속 함량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양 내 중금속의 함량이 높을수록 흡수능이 

증가되었다. 납은 토양 내 중금속의 함량 보다는 토성에 의

하여 흡수능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질토인 수림

지에서 흡수능이 가장 증가되었다. 아연의 흡수능은 토양 

내 아연의 함량과 토성이 모두 영향을 미쳤는데, 고농도의 

중금속으로 오염된 논과 밭에서 재배하였을 때 아연의 흡

수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 벌개미취

는 중금속에 대한 내성이 있으며, 다양한 중금속에 대한 흡

수능이 우수하므로 중금속으로 오염된 여러 종류의 토양에 

적용 가능한 경관식물 소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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