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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vy metals exist in soils in various chemical forms

including free metal ions and organo-metal complexes. The ratio

of free metal ions has been known to be highly associated with the

plant absorption of heavy metal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free ions and organo-metal complexes on the

absorption of lead (Pb) and cadmium (Cd) by plants. For this,

lettuce grown in a hydroponic system for 28 days was

consequently grown another 48 hours using Pb and Cd solutions.

The ratios of free ion to organo-metal complexes in the solutions

were adjusted at 100:0, 90:10, 70:30, 60:40 by four different

organic acids (citric, oxalic, acetic, and humic acid). After that, the

concentration of Pb and Cd in lettuce were analyzed. The Pb and

Cd absorption by lettuce was more relied on the types of organic

acids treated and the type of metals rather than the ratio of free

metal ions. For example, citric acid increased the Pb absorption

while it decreased the Cd absorption by lettuce.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free metal ion ratios and both Pb

and Cd uptake by lettuce. It could be explained that citric acid, a

relatively higher molecular weight organic acid, has higher ion

binding capacity, so it forms organo-Pb complex easily due to the

higher affinity of Pb on the binding site in comparison with Cd.

Consequently, this complexation would assist Pb uptake by

lettuce.

Keywords Cadmium · Free metal ions · Lead · Organic acids ·

Organo-metal complexes

서 론

토양 중 중금속은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최근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 지고 있다. 중금

속은 토양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중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중금속을 중금속 유효태라 한다. 중금속 유효

태 함량은 토양 pH, 유기물 함량, 점토 함량, 염도 등 다양한

환경 인자들의 영향을 받는다[1,2]. 토양 중 유기산도 중금속 유

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토양 중 유기산은 토양에 유입된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매우 안정된 저분자 물

질이다[3]. 또한, 유기산은 식물뿌리에서 나오는 분비액의 성분

물질 중 하나이다[4]. 시트르산, 옥살산, 아세트산 등과 같은 저

분자유기산이 식물뿌리에서 분비되며, 식물의 중금속 흡수에 많

은 영향을 미친다[5-7]. 토양 중 중금속은 대부분 용해되지 않

는 형태로 존재하며[8] 이러한 불용성 중금속은 식물 유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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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9]. 유기산은 일반적인 토양조건에서 보통 음으로 하전되

어 있어 토양 입자에 부착되어 있거나 토양 수분 중에 존재하

는 중금속 양이온과 강한 결합 반응을 일으킨다[10]. 토양입자

보다 유기산이 중금속과 친밀도(affinity)가 더 높기 때문에 토

양에 부착되어 있던 중금속이 떨어져 나와 유기산과 결합하는

것이다[11]. 토양에 흡착된 중금속은 불용성이지만 유기산과 결

합한 유기산-중금속 복합체는 용해도가 높아서 중금속 유효도

에 변화를 준다[12].

유기산이 중금속 용액에 존재하면 중금속 이온은 대부분 유

기산과 킬레이트를 형성한다[13]. 여러 논쟁이 있지만 식물체는

중금속을 흡수할 때 자유이온 형태만을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

다[14]. 기존 연구에 따르면, 유기산-중금속 복합체는 크기가 너

무 크고 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복합체 형태 그대로 뿌리 세포

의 원형질 막을 통과하기 어렵다[15]. 그래서 식물의 중금속 흡

수에서 중금속의 화학종, 특히 자유이온의 양은 아주 중요한 인

자이다[14]. 유기산이 토양 중 중금속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

게 연구되어 왔으나 토양 중 유기산이 식물의 중금속 흡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하며 중금속 종류별, 유기산 종류별,

식물 종류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16]. 선행 연구에서 말릭

산과 아세트산을 옥수수에 처리했을 때 말릭산 처리구보다 아

세트산 처리구에서 옥수수 체내 카드뮴이 더 높게 나타났다[13].

또한, 시트르산은 Sedum alfredii의 카드뮴 흡수, 체내 이동, 내

성에 종합적으로 관련이 있었지만 주석산은 뿌리 흡수에만 영

향이 있었다[16]. 그러므로 중금속과 토양, 식물 간 상호작용과

각종 기작들을 이해하려면 중금속에 대한 여러 유기산의 영향

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널리 소비되고

있는 상추(Lactuca sativa L.)를 이용하여[17], 유기산으로 양액

중 납과 카드뮴의 화학종 비율을 다르게 처리했을 때, 상추 잎

과 뿌리의 이들 중금속 농도 변화를 통해 유기산이 납과 카드

뮴의 흡수와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

으로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처리구 조성

양액을 이용하여 상추를 재배하면서 유기산 처리에 따라 상추

에 의한 이들 중금속의 흡수율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 순환식 양액재배 장치에서 Hoagland 배양액을 사용하여 상

추를 28일 동안 키운 후, 0.5 mg kg−1 농도의 납 용액과 카드뮴

용액을 이용하여 중금속 흡수 실험을 하였다. 상추는 온실 안

에서 재배하였으며 온실 안 재배 온도는 20~25 oC였다. 배양액

pH는 6.5~7.0 사이로 조절하였고 1주일에 한번씩 배양액을 교

체하였다. 각 중금속 용액에 시트르산(C), 옥살산(O), 아세트산

(A)과 휴믹산(H)을 처리하여 납 용액과 카드뮴 용액 중 중금속

자유이온과 유기-중금속 복합체 비율이 100:0, 90:10, 70:30,

40:60이 되도록 조절하였다. 각 처리구에 들어간 유기산의 농

도는 목표로 하는 자유이온:유기-중금속 복합체 비율이 되도록

Visual MINTEQ 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처리구별

유기산 처리량을 Table 1에 나타냈다. 처리구의 이름은 유기산

의 이름과 유기산-중금속 복합체의 비율을 결합하여 C0, O10,

A30, H60 등으로 명명하였다. 유기산을 처리한 중금속 용액

500 mL를 플라스틱 bottle에 넣어 4주간 키운 상추를 48시간 동

안 뿌리가 용액에 잠기도록 침지시켜 중금속을 흡수하도록 하

였다. 각 처리구는 12반복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료채취 및 분석

48시간 뒤 상추 뿌리와 잎을 분리하여 채취하였다. 채취한 상

추의 뿌리와 지상부를 흐르는 물에 한 번, 증류수로 두 번 세

척한 후 60 oC 건조기에서 3일간 건조시킨 후 막자사발로 갈아

분석용 시료를 준비하였다. 식물체 내 카드뮴과 납을 분석하기

위해서 준비된 시료 0.2 g을 분해용 테프론 용기에 담고 여기에

9 mL 질산과 2 mL 과염소산을 넣어 흑연블럭(OD-98-001,

ODLAB, Gwangmyeong-si, Korea)을 이용해 160 oC에서 16시

간동안 분해하였다. 분해액을 50 mL volumetric flask에 넣어

표선까지 증류수를 채운 후 0.45 µm 주사기 필터로 걸러주었

다. 필터로 거른 분해액 중 납과 카드뮴 이온 농도는 ICP-OES

(8300DV, Perkin Elmer,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과정 정도관리를 위해서 표준시료(Spinach leaves,

NIST 1570a)를 분석 전 과정에 포함시켜 최종 회수율을 확인

하였다.

데이터 분석

유기산 처리 후 카드뮴, 납의 자유이온과 유기산-중금속 복합체

의 비율에 따른 상추 체 내 축적 농도의 차이는 12반복구의 평

균수치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처리구별 카드뮴과 납이 뿌

리에서 지상부로 이동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식으로

각 중금속의 이동인자(Translocation factor)를 계산하여 비교하

Table 1 The amount of organic acid treated in each treatment

Ratio 
%

Citrate acid Oxalic acid Acetic acid Humic acid

---------------------------- mg L−1 (ml L−1) -------------------------

Organo-Pb complex 0 0 0 0 0

Organo-Pb complex 10 3 0.3 28 0.4

Organo-Pb complex 30 10 1.2 100 1.3

Organo-Pb complex 60 32 4 340 3.3

Organo-Cd complex 0 0 0 0 0

Organo-Cd complex 10 12 4.5 110 15.5

Organo-Cd complex 30 38 16 450 44

Organo-Cd complex 60 84 50 180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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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데이터 유의차 분석은 Minitab 18의 LSD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p <0.05) ANOVA (One way analysis of variance)

테스트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Heavey metal translocation factor

=
 Heavey metal concentration in ground tissues

Heavey metal concentration in roots

결 과

상추 잎과 뿌리에 축적된 납과 카드뮴 농도를 Fig. 1에 나타냈

다. 자유이온 비율 변화에 따른 상추 내 납 농도는 일정한 경

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자유이온 비율보다는 유기산의 종류가

상추의 납 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자유이온의 비율이 같

을 때 상추 잎에서는 시트르산 >옥살산 >휴믹산 >아세트산 순

으로 납 농도가 높았다. 시트르산과 옥살산 처리구에서는 대조

구보다 상추 잎의 납 농도가 1.5~3배 높게 나타났으며 아세트

산과 휴믹산은 대조구의 20~80% 수준이거나 대조구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상추 뿌리에서는 같은 자유이온 비율에서 시트

르산 >휴믹산 >옥살산 >아세트산 순으로 납 농도가 높았다. 시

트르산과 옥살산은 뿌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조구보다 2~3배

높은 납 농도를 보여 뿌리에서 증가한 납 흡수가 잎의 납 농도

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세트산과 휴믹산 처리구

는 뿌리의 납 농도가 대조구보다 1.5~3배 높아 잎에서의 결과

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Fig. 2는 상추 뿌리에서 잎으로의 납과

카드뮴 translocation factor를 나타내는데 대조구와 비교했을 때

납은 모든 아세트산 처리구와 H10, H30 처리구에서 translocation

factor가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므로 아세트산과 휴믹산은 상추

뿌리의 납 흡수는 증가시켰지만 뿌리에서 잎으로의 납 이동은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카드뮴을 이용한 실험에서도 배양액 중 카드뮴 자유이온 비

율은 상추의 카드뮴 축적과 관련이 없었다. 유기산 처리에 따

른 상추의 납 흡수 양상과는 달리 카드뮴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모든 유기산 처리구에서 상추 잎에 축적된 카드뮴 농도가 대조

구의 10~60% 수준으로 대조구보다 유의하게 낮았다(Fig. 1). 같

은 자유이온 비율에서 유기산 종류별 상추의 카드뮴 농도 순서

가 일정하지 않았으나 아세트산 처리구에서는 모든 비율에서 상

추 잎의 카드뮴 농도가 대조구의 10~20%로 가장 낮았다. 상추

뿌리에서도 유기산 처리구 대부분이 대조구보다 낮은 카드뮴 농

도를 보였으나 모든 휴믹산 처리구와 O60에서만 대조구와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모든 휴믹산 처리구가 상추뿌리에서

대조구보다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인 납 실험과 반대되는 결과

이다. 그러므로 유기산 종류 뿐 만이 아니라 중금속 종류도 식

물체내 중금속 흡수 및 축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휴믹산과 O60를 제외한 나머지 처리구는 대조구의 70~95

Fig. 1 Heavy metal concentration in lettuce leaf and root at different organo-metal complex ratios in solutions with the application of four different

organic acids. A symbol (*) means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 to the values of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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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으로 상추 잎보다는 대조구와의 차이가 작았다. 카드뮴

의 식물체내 이동은 자유이온 비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

다. Fig. 2에서 유기산-중금속 복합체의 비율이 낮을수록 대조

구보다 translocation factor가 유의하게 낮은 처리구가 많았다.

유기산-중금속 복합체 비율이 10일 때는 모든 유기산 처리구에

서 translocation factor가 대조구의 30~40% 수준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복합체 비율이 30일 때는 휴믹산을 제외한 세 가지 처

리구만, 복합체 비율이 60일 때는 휴믹산과 시트르산을 제외한

두 가지 처리구만 대조구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즉, 자유이온

비율이 높을수록 뿌리에서 잎으로 카드뮴 이동이 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아세트산 처리구는 복합체 비율이 높아질

수록 translocation factor 값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이 또한

유기산 종류별로 식물체내 중금속 이동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아세트산 처리구는 납과 카드뮴 실험 모두

에서 비율에 관계없이 대조구보다 낮은 translocation factor를

나타내 식물체 내 중금속 이동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유기산-중금속 복합체는 뿌리 세포의 원형질 막을 통과할 수 없

기 때문에[15] 자유이온 비율이 식물 중금속 흡수에 중요한 것

으로 인식되어 왔다[14].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유기산을 처리

하여 유기산-중금속 복합체가 형성되었을 때 식물체의 납과 카

드뮴 흡수가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5,9,13,14,18,19]. 이는 유기

산-중금속 복합체가 뿌리 표면에서 중금속 자유이온으로 분리

되어 식물체에 흡수되기 때문이다[9,13,20]. 유기산-중금속 복합

체는 중금속 자유이온보다 전하밀도가 낮기 때문에 토양 중 이

동성이 높아 식물 뿌리 근처로 더 많이 이동할 수 있다[9]. 그

러므로 유기산이 토양 입자에 붙은 불용성 형태의 중금속을 용

해가능한 유기산-중금속 복합체 형태로 전환한 뒤 식물의 뿌리

근처로 더 쉽게 이동시켜 식물이 중금속을 더 많이 흡수하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용액 중 유기산-중금속

복합체 비율이 높으면 이 복합체가 버퍼와 같은 역할을 하여

중금속 자유이온의 농도가 희박해질 때 중금속 자유이온을 내

놓는 역할을 한다[13]. 즉, 중금속-유기산 복합체 비율이 높을수

록 뿌리 주변에 중금속 자유이온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따라서

식물체에 흡수되는 중금속 양도 증가하는 것이다. Wang 등[9]

은 유기산-중금속 복합체의 비율과 식물의 중금속 흡수율과의

관계를 뿌리 주변에 형성되는 unstirred layer를 이용하여 설명

하였다. 식물 뿌리는 마이너스 전극을 띄고 있으며 식물 뿌리

주변에는 전극의 평형을 맞추기 위해 양이온이 밀집하면서

unstirred layer가 형성된다. Unstirred layer의 두께가 얇아질수

록 양이온은 식물 뿌리에 더 쉽게 흡수되지만 unstirred layer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더 얇아지면 양이온이 끌려오는 힘이 약해

지면서 양이온 흡수가 감소한다. 토양에 유기산을 처리했을 때

unstirred layer가 얇아지면서 납 이온의 흡수가 증가하였지만 유

기산 농도가 일정수준 이상 높아지자 unstirred layer가 더 얇아

지면서 납 흡수가 감소하였다[9]. 다른 연구에서 카드뮴도 유기

산 농도가 증가하는 초반에는 식물 뿌리로의 흡수가 증가하였

으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기산 농도가 높아지자 카드뮴 흡수

량이 감소하였다[13]. 이를 적용하자면 본 연구에서도 각 유기

산마다 중금속 흡수율이 최고점에 이르는 유기산-중금속 복합

체 비율이 각각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실험 비율

이 0, 10, 30, 60% 네 가지밖에 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이온의 비율보다 유기산 종류에 따라 상

추 체내 납과 카드뮴 흡수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아

세트산-중금속 복합체는 시트르산이나 옥살산 복합체에 비해 결

합 강도가 약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유기산-납

복합체의 안정성을 수치화했을 때, 같은 조건에서 시트르산 4.08,

옥살산 4.00, 아세트산 2.15로, 아세트산 복합체가 다른 두 유

기산의 절반 수준이었다[22]. 앞서 유기산-중금속 복합체는 뿌

리 부근에서 다시 중금속 자유이온으로 분리된다고 하였는데 이

는 결합력이 약하여 안정성이 떨어지는 복합체일수록 식물이 중

금속 이온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이 가장 낮은 아세트산 처리구가 다른 처

Fig. 2 Translocation factors for Pb and Cd in lettuce at different organo-metal complex ratios in solutions with the application of four different organic

acids. A symbol (*) means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 to the values of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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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구에 비해서 상추의 납, 카드뮴 흡수가 더 낮은 경향을 보였

다. 실험에 사용된 네 가지 유기산의 분자량 크기는 시트르산

>옥살산 >아세트산이며 휴믹산은 다양한 분자량을 가진 복합

적인 물질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분자량이 큰 시트르산이 존재

할 때 뿌리와 잎에서 중금속의 농도가 평균적으로 더 높았다.

이는 분자량이 클수록 유기산이 중금속을 부착할 수 있는 용량

이 더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세트산은 분자량이 작아 중

금속을 결합할 수 있는 용량도 가장 작을 것이다. 아세트산의

약한 결합력으로 중금속 자유이온을 쉽게 내놓을 수는 있지만

아세트산에 결합하는 중금속의 양 자체가 작다면 다른 유기산

보다 식물체 뿌리 근처로 중금속을 이동시키는 양도 적을 것이

다. 유기산의 분자량이 크면 중금속 결합용량은 많지만 복합체

의 결합력이 높아 중금속 자유이온을 많이 내놓을 수 없다. 하

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중금속 결합력보다는 중금속 결합

용량이 식물의 중금속 흡수를 증가시키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인다.

유기산 종류는 식물체 내 중금속 이동과도 관계가 있었다(Fig.

2). 식물체 내부의 유기산은 식물의 내성 기작, 뿌리에서 지상

부로의 중금속 이동에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식물체 뿌리로 흡수된 중금속은 뿌리 세포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 중 pectate-와 protein- 등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중금속은 이동성이 낮고, 유기산과 복합체를 형성한

중금속은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체내 이동성이 매우 높다[24,25].

즉, 뿌리에서 지상부로의 중금속 이동은 체내에서 중금속이 어

떤 물질과 복합체를 이루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뿌리 밖

의 유기산이 뿌리를 통해 얼마나 흡수되는지, 그에 따라 뿌리

내부의 중금속 복합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알

려진 바가 거의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중금속 종류 및 유

기산-중금속 복합체 비율과 상관없이 모든 아세트산 처리구에

서 translocation factor가 대조구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뿌

리 밖의 유기산 종류에 따라 식물체 내 중금속 이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초 록

토양 중 중금속은 자유이온, 유기산-중금속 복합체를 포함한 다

양한 화학종으로 존재한다. 이 중 중금속 자유이온 비율은 식

물체의 중금속 흡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중금속 자유이온과 유기산-중금속 복합체 존재 비율

이 식물의 납, 카드뮴 흡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순환식 양액재배 장치에서 28일

간 키운 상추를 48시간 동안 납과 카드뮴 용액에 침지시키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침지 전 시트르산, 옥살산, 아세트산, 휴믹

산을 이용해 납과 카드뮴 용액의 중금속 자유이온과 유기산-중

금속 복합체의 비율이 100:0, 90:10, 70:30, 60:40이 되도록

조절하였다. 침지 후 상추 뿌리와 잎의 납, 카드뮴 농도를 분석

한 결과, 용액 중 중금속 자유이온의 비율과 식물이 흡수한 납,

카드뮴 농도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처리한 유기

산의 종류와 중금속 종류에 따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시트르산은 납 흡수는 증가시켰지만 카드뮴 흡수는 감소시

켰다. 시트르산은 다른 유기산보다 상추의 납 흡수율을 높였는

데 이는 시트르산이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중금속 이온과 복합

체를 형성할 수 있는 용량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식물에 의한 중금속 흡수가 단순히 자

유이온의 양에 따라 달라지기 보다는 존재하는 유기산의 분자

량에 의한 결합용량 차이가 중금속 종류에 따라 달리 작용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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