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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 metal(loid)s contamination in Korean agricultural lands is mostly caused by tailing wastes, debris, and 

leachate from abandoned mines. For safe agricultural production, immobilizing agents have been actively 

studied to reduce phytoavailability of heavy metal(loid)s. However, more various immobilizing materials 

need to be explored to achieve a practical application of this technique.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d 

compare the effects of known and unknown immobilizing agents on decrease plant-available heavy metal(loid)s. 

Lime, gypsum, guano, and bone meal were applied in metal contaminated soils in isolation or in combination. 

After the treatment, changes in soil pH and dissolved organic carbon were analyzed. Lettuce was grown for 7 

weeks in each soil, and heavy metal(loid)s concentration in lettuce was determined. The mixed immobilizing 

agents reduced phytoavailability of heavy metal(loid)s more effectively than the isolate treatments. A mixture 

of lime, gypsum, and guano was the most effective combination, followed by a mixture of lime, gypsum, and 

bone meal. Future study on a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immobilizing agents is required to increase both 

safety and productivity of agricultural c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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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ulated heavy metal(loid) immobilizing rates of gypsum, lime, guano, and bone meal, treated  

either alone or in selected combinations

Ⓒ  The Korean Society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98 ∙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Vol. 52, No. 3, 2019

Introduction

중(준)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방법의 하나로 안정화제를 이용하여 중(준)금속의 식물유효도를 저감하

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Kumpiene et al., 2008; Bolan et al., 2014; Lwin et al., 2018). 중(준)금속으로 오염

된 농경지를 복원할 때 오염물질의 총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토양세척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토양의 생산적 기능

이 저해될 수 있다 (Efroymson et al., 2004; Gao et al., 2016). 또한, 토양 내 중(준)금속의 총 함량보다 생물유효태 함

량이 생물 독성 및 환경 영향에 더 크게 관여한다 (Kim et al., 2012; Kim et al., 2015a). 최근 중국에서는 농경지 토양

의 중(준)금속 관리 기준을 토양 pH에 따라 세분화하여 고시하였다 (Ministry of Ecology, 2018). 이것은 농경지 토양

에서 식물의 중(준)금속 흡수율을 고려한 식물유효태 개념의 중요성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도 중(준)금속의 식물유효도를 저감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연구된 토양 중 중(준)금속의 식물유효태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안정화제에는 pH 조절제, 유기/무기 흡착

제,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하는 물질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토양 중 용존유기탄소 (Dissolved organic carbon, 

DOC)를 저감하는 원리를 이용한 기술도 보고된 바 있다 (Kim et al., 2018). pH 조절제는 석회질 성분을 포함하는 물

질로 토양 pH를 증가시킨다. 토양 pH가 증가하면 토양의 흡착용량이 증가하여 양이온성 중금속 (카드뮴, 납 등)의 식

물유효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Bolan et al., 2003; Kim et al., 2015b). 그러나 토양 pH가 높아지면 음이온성 준금속인 

비소의 유효도는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Beiyuan et al., 2017). 유기/무기 흡착제로는 바이오차 (Kim et al., 2015b), 

무기 점토광물 (Xu et al., 2017) 등이 있는데 이들은 토양수에 존재하는 중(준)금속 이온을 직접 흡착하여 식물이 이

용할 수 없도록 만든다.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하는 기술의 대표적인 예는 인을 함유하는 물질을 투입하여 납과 같은 

중금속을 불용성 인산염 형태로 침전시키는 것이다 (Cao et al., 2003). DOC를 저감하여 중(준)금속의 식물유효도를 

떨어뜨리는 기술에는 석고가 활용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Kim et al., 2018). 

위와 같이 안정화제 연구에 다양한 물질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안정화제를 농경지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는 안정화 효율 외에도 안정화제의 비용, 안정화제가 토양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Lwin et al., 

2018). 일부 안정화제 (점토광물, 영가철 등)는 효과에 견줘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최근에 저비용

과 자원 재활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정화제인 AMD 슬러지, 재강슬러지, 바이오차 등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

아 농경지 활용에 제한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미 보고된 안정화제 중 식물유효도 저감 효과, 안전성 확보, 

토양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충족시키며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는 석회, 석고, 유기물 (부엽토, 퇴비) 등이 

있다 (Huang et al., 2016; Kim et al., 2016a; Lwin et al., 2018). 그러나 적용 기술의 다양성과 작물을 재배할 농경지 

토양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정화 재료를 더 다양하게 탐색해야 한다. 인산, 칼슘, 석회 성

분을 많이 함유한 구아노와 골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아노는 건조한 해안지대에 바닷새의 배설물이 퇴적 응고

된 물질로서, 인산 함량이 10% 이상이다 (Stewart et al., 2005). 토양에 구아노를 처리하면 중(준)금속을 흡착하고 인

산염을 형성하여 부수적인 안정화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골분은 동물의 뼈를 증재한 후 건조 분쇄하여 제조한 분말

로 주성분이 인산석회이다 (Deydier et al., 2007). 중(준)금속을 안정화할 뿐만 아니라 DOC 농도를 저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질소, 칼륨과 같은 비료 성분도 포함하고 있어 농경지 오염 토양을 복원하기에 적합한 물질로 기대 

된다 (Stewart et al., 2005; Deydier et al., 2007).

중(준)금속에 의한 농경지 오염은 단일 성분으로 오염된 경우보다 다양한 조합의 중(준)금속으로 복합 오염된 경우

가 많기 때문에 각 오염 중(준)금속 조합에 따라 이들을 동시에 저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단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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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제를 혼합하여 양이온성 중금속과 음이온성 준금속을 동시에 저감하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Kim et al., 

2016a; Seo et al., 2017). 예를 들어, As, Cd, Pb으로 오염된 토양에 석회와 석고를 혼합 처리한 후 쪽파를 재배한 결과 

쪽파의 As, Cd, Pb 함량이 무처리구 및 석회, 석고를 단독 처리한 토양에서 재배한 쪽파보다 낮아진 결과가 보고되기

도 하였다 (Seo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기 보고된 석회, 석고에 의한 중(준)금속 안전화 효율과 비교하여 위에 제시한 구아노, 골분의 개

별 안정화 효과를 검증하고 이 물질들로 혼합 안정화제를 구성하여 중(준)금속에 대한 동시 안정화 효율을 극대화하

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공시토양 및 안정화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폐금속광산 인근 밭 토양을 사용하였다. 토양 pH는 

4.9로 산성이며 비소, 카드뮴, 납 농도가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중(준)금속 오염 토양

이었다 (Table 1). 본 연구에 사용한 안정화제는 석회, 석고, 구아노, 골분이며 이들 물질의 화학적 특성 및 중금속 함량은 

Table 2와 같다. 석회는 소석회를 사용하였고 석고는 시중에 유통 중인 중화 석고가 아닌 산성 상태의 인산 부산 석고를 

공급받아 이용하였다. 구아노와 골분은 시중에서 비료로 유통되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였다. 석회, 석고, 구아노, 골분 모

두 칼슘의 함량이 높아 Liming effect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구아노와 골분은 칼슘 외에도 인의 함량이 높았다. 그리

고 이 물질들의 중금속 농도는 우리나라 비료공정규격에 있는 비료 원료 규제 농도보다 낮아 농업에 활용이 가능하였다. 

Table 1. Selected properties of soil used in this study.

pH EC OM DOC Clay
Exchangeable cations

As Cd Cu Cr Ni Pb Zn
Ca K Mg Na

dS m-1 g kg-1 mg kg-1 % -------- cmolc kg-1 -------- ------------------------------- mg kg-1 -------------------------------

4.9 0.1 23.8 68 13 3.52 0.36 2.03 0.04 1,314 7.7 75.1 17.7 8.6 966 97.5

Table 2. Selected properties of the agents used in this study.

pH EC DOC
Total elements

Ca K Mg P S

dS m-1 mg kg-1 -------------------------------- g kg-1 --------------------------------

Lime 12.7 9.1 52 802 1.0 3.1   0.006 0.2

Gypsum 2.8 3.8 17 78 1.0 23.4   0.2 5.8

Guano 6.7 0.2 39 38 17.3 3.1 38.2 12.3

Bone meal 6.5 3.8 22 85 1.1 1.9   5.8 0.8

As Cd Cu Cr Ni Pb Zn

--------------------------------------------------------- mg kg-1 ---------------------------------------------------------

Lime 3.9 0.4 6.0 3.2 1.3 0.7 4.2

Gypsum 3.6 ND 10.8 1.1 0.5 2.6 2.1

Guano 6.6 3.0 13.0 20.5 5.1 0.2 80.1

Bone meal ND   0.04 3.1 20.5 5.1 0.2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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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제 처리 및 재배실험 공시토양을 직경 1.5 cm 채로 거른 후, 건토 기준 2 kg을 4 L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석회, 석고, 구아노, 골분을 각각 토양 무게 대비 0.8%, 3%, 0.5%, 0.4% 처리하여 혼합하였다. 이후, 토양의 최대 포장

용수량의 약 70% 수준의 증류수를 넣어 토양을 습윤하게 만들었다. 석회 처리량은 사전연구에서 1% 처리가 공시토

양의 pH를 8.4까지 높였기 때문에 목적으로 하는 pH 7.5 - 7.8 수준을 고려하여 0.8%로 결정하였다. 석고 처리량도 기

존 연구에서 도출된 안정화 효율을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Kim et al., 2018). 구아노와 골분 처리량은 이들 물질로 인

해서 토양에 들어가는 인의 농도가 720 mg kg-1이 되는 수치로 계산하여 처리하였다. 구아노와 골분 처리량은 우리나

라 농경지 인의 함량을 고려하여 안정화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안정화제 복합처리구는 석회

와 석고를 혼합한 시험구를 기본 (석회 + 석고)으로, 여기에 구아노 (석회 + 석고 + 구아노), 골분 (석회 + 석고 + 골분)

을 추가로 혼합 처리하였다. 복합처리구에 들어간 각 안정화제의 양은 단일처리구에 넣은 양과 동일하였으며 습윤 과

정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실험 처리구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공시토양을 대조구로 이용

하였고, 모든 실험구는 4 반복으로 구성하였다. 

공시토양에 처리한 각 물질의 화학적 작용이 안정화 될 때까지 실험구 플라스틱 박스를 암실 상태의 상온에서 10주

간 방치 (Incubation)한 후, 모든 처리구 토양을 2.4 L 플라스틱 포트에 옮겨 상추를 재배하였다. 각 포트에 상추 종자

를 직파하여 발아한 지 10일이 지난 뒤, 각 포트당 상추 한 주만 남겨 7주 동안 더 재배하였다. 상추는 일반 비닐온실에

서 재배하였으며, 육안으로 관찰하여 필요할 때 관수를 실시하였다. 

시료 전처리 및 분석 약 8주간의 재배 후, 상추의 지상부를 수확하여 수돗물과 증류수로 표면을 세척하고 건조 

오븐 (60°C)에서 48시간 동안 건조한 후 분쇄기로 분쇄하였다. 상추 수확과 동시에 각 포트의 토양을 약 1 Kg 채취하

여 풍건한 후 2 mm 채로 걸러 분석용 시료를 준비하였다.

토양 pH는 토양과 증류수를 1:5의 비율로 섞어 1시간 교반 후 pH 측정기 (MP220, Mettler Toledo, Switzerland)로 

측정하였다. 토양 용존유기탄소 (DOC)는 50 mL 시험관에 풍건토 5 g과 증류수 25 mL를 넣어 1시간 동안 교반 하여 

3,000 rpm에서 원심분리한 후, 유리섬유 필터 (< 0.45 µm)로 여과하여 TOC 분석기 (2100S, Analytik Jena, Germany)

로 측정하였다. 상추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1 g의 건조시료와 진한 질산 9 mL, 과염소산 2 mL를 분해관에 

넣어 흑연블럭분해기 (OD-98-001, ODLAB, Korea)로 완전히 분해한 후, syringe filter (0.45 µm)로 여과하여 용액 

중 중금속의 함량을 ICP-OES (8300DV, Perkin Elmer, USA)로 측정하였다. 중금속 총농도는 토양 1 g에 9 mL의 왕

수 (aqua regia)를 넣고 흑연블럭분해기 (OD-98-001, ODLAB, Korea)로 분해한 후 (NAAS, 2010), 분해 용액을 

Whatman No. 42 (pore size 2.5 µm) 여과지로 여과하여 용액 중 중금속 함량을 ICP-OES (8300DV, Perkin Elmer, 

USA)로 측정하였다. 표준시료 (1570a trace elements in Spinach,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 Technology)와 

공시료 (blank)를 동시에 분해하여 분해과정을 검정하였다. 

데이터 분석 각 안정화제 처리구의 중(준)금속 식물유효도 저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추에 축적된 중(준)

금속 농도를 분석하였다. 무처리구를 포함한 8개 시험구의 4 반복 실험 결과에서 상추 내 중(준)금속 평균 농도와 표

준편차를 도출하여 그래프를 작성한 후 유의차 검정을 시행하였다. 유의성 분석은 8개 시험구의 토양 pH, DOC, 상추

의 중(준)금속 농도를 대상으로 SAS 프로그램 (SAS version 9.1, SAS Inc., USA)을 이용하여 one way ANOVA 검

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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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안정화제 처리에 따른 토양 pH 및 DOC 변화 토양 pH는 중(준)금속의 식물유효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토양

환경인자이다 (Kim et al., 2018). 일반적으로 pH 증가는 카드뮴, 아연과 같은 양이온성 중금속의 식물유효도를 저감

하는 작용을 하지만, 비소와 같은 음이온성 준금속의 식물유효도는 증가시킨다 (Kumpiene et al., 2008; Beiyuan et 

al., 2017). 본 실험에 사용된 공시토양의 pH는 4.9로 산성토양이었으며, 안정화제를 처리한 후, 석고 단일처리를 제외

한 모든 실험구에서 pH가 증가하였다 (Fig. 1). 석회 단일처리구에서는 pH가 8.7까지 약 2.7 높아졌고, 석고 단일처리

구에서는 pH 4.4로 약 0.5 낮아졌다. 그리고 석회와 석고를 혼용한 실험구에서는 pH 7.5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석회

에 의한 pH 상승은 Liming effect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산성토양 개량을 위해서 농경학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양분의 유효도는 pH 6.5 - 7.5 사이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Parkpain et al., 2000; Demirezen and 

Aksoy, 2004) 토양 pH가 8.7까지 높아진 점은 농경지의 양분관리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Fernández 

and Hoeft, 2009). 또한 Kim et al. (2018)에 따르면 오염 토양에 석회 (석고 혼합)를 처리한 후 토양 pH가 7.5 - 7.8일 

때 약용작물의 뿌리에 축적된 카드뮴과 납의 농도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중금속 안정화제로 석회를 활용할 

경우 양분관리 및 토양의 적정한 기능 유지를 위하여 토양 pH를 7.5 수준까지만 높이는 것을 추천할 수 있다. 석고는 

석회와 마찬가지로 많은 Ca을 함유하고 있지만 석회 처리구와 달리 석고 처리구의 토양 pH는 감소하였다. 그 원인은 

실험에 사용된 인산 부산 석고의 pH가 2.8로 매우 낮았으며, 인산부산석고 처리 시 토양 내 SO4

2-가 증가하는 것도 토

양 pH가 떨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다 (Kim et al., 2018). 석회 성분을 많이 함유한 구아노와 골분도 토양 pH를 각각 

1.8, 1.6 높였으며 이는 이 물질들도 중금속의 식물유효도 감소에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DOC 농도는 구아노와 석고의 단일처리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처리구에서 유의하게 높아졌다 (Fig. 2). 석회 단

일처리구에서 대조구 대비 (68 mg kg-1) 약 54 mg kg-1 오른 132 mg kg-1을 보였고, 골분 단일처리구에서도 약 21 mg 

kg-1이 상승한 89 mg kg-1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석고 단일처리구에서는 평균농도가 4 mg kg-1 낮아졌으나 대조구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토양에 투입된 유기물의 양과 토양의 pH는 토양 중 DOC 농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Kim 

et al., 2016b). 토양 pH가 높아지면 토양 내 H+가 줄어들어 유기물 분자의 음전하 간 반발력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유

Fig. 1. Effects of immobilizing agents, either alone or in selected combinations, on pH of the studied 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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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이 해체 또는 탈착되어 용존유기물 농도가 높아진다 (Oste et al., 200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DOC 농도가 대조

구 대비 높아진 것은 안정화제에 의해 토양의 pH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시험구의 토양 pH와 

DOC 농도 사이의 상관계수가 0.71로 매우 높게 나타나 이 사실을 뒷받침하였다 (p < 0.001). 석회와 석고를 함께 처

리한 실험구의 DOC 농도 증가 정도는 석회 단일처리구보다 훨씬 낮았다. 석고가 석회의 토양 pH 증가 정도를 완화했

으나 (Fig. 1) pH 증가 완화 정도보다 DOC 농도 증가 완화 정도가 더 컸다. 토양 중 DOC는 중(준)금속과 결합하므로 

토양 용액 내 중(준)금속 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Gray et al., 2006), 석회 처리에 의한 토양 DOC 농도 증가는 

식물유효태 중(준)금속의 함량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석회에 석고를 혼용하는 것이 토양의 pH는 증가시

키면서 DOC 농도 증가는 완화할 수 있어 중(준)금속의 식물유효태 농도를 저감하는데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물체 내 중(준)금속 농도 감소 석고 단일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안정화제 처리구에서 대조구 대비 상추에 축

적된 중(준)금속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감소한 정도는 중(준)금속의 종류와 처리한 안정화제의 종

류 및 혼용 구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토양 pH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소는 대조구 대비 53 - 86% 감소하였으며 

단일처리구보다 혼용처리구에서 감소한 폭이 더 컸다. 구아노와 골분은 비소의 식물유효태 농도를 저감하는데 큰 효

과를 보였다. 골분의 비소 흡착 특성은 보고된 바 있으나 (Chen et al., 2008; Liu et al., 2014), 구아노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구아노와 골분은 석회, 석고와 혼용했을 때 저감효과가 더 컸다. 석회는 토양 pH를 증가시키지만, 석

회의 칼슘 성분이 Ca-As 화합물을 형성하여 토양 내 비소를 안정화한다 (Lee et al., 2011). 또한, 석고는 토양 용액 내 

DOC의 응집 (coagulation)을 유도하여 DOC-As 형태의 비소 유효태 농도를 저감할 수 있다 (Kim et al., 2018). 

양이온성 중금속인 카드뮴, 구리, 납, 아연에서도 안정화제에 의한 식물유효도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석고 단일 처

리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처리구에서 상추 내 중금속 농도가 대조구 대비 카드뮴은 47 - 80%, 구리는 45 - 61%, 납은 

83 - 95%, 아연은 83 - 92% 감소하였다. 기본적으로 이들 양이온성 중금속의 식물유효태가 감소한 것은 안정화제 처

리 후 높아진 토양 pH 때문으로 판단된다. 토양 pH가 증가하면 토양 입자의 음전하량이 증가하여 토양에 흡착되는 양

이온성 중금속이 많아진다 (Kim et al., 2012). 또한, 토양 pH가 높으면 중금속이 수산화이온 (OH-)과 결합한 형태가 

Fig. 2. Effects of immobilizing agents, either alone or in selected combinations, on DOC of the studied soils.



Exploration of Heavy Metal(loid)s Immobilizing Agents Available for Agricultural Lands and Their Combination Effects ∙ 303

되어 흡착 부위에 대한 친화력이 높아지거나 (Lombi et al., 2003), CO3

2-와 결합하여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한다. Lee 

et al. (2009)는 Cd, Pb, Zn 오염 토양에 다양한 개량제를 처리한 연구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고, Lee et al. 

(2013)도 Cd과 Pb에 대해 같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안정화제 종류별 저감효과를 비교할 때, 카드뮴에서만 안정화

제 종류 및 구성에 따라 식물유효태 카드뮴 저감효과의 차이가 나타났고, 다른 중금속 (구리, 납, 아연)에서는 극히 일

부 처리구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일처리구들을 비교할 때, 석회 처리는 카드뮴의 식물유효

도를 가장 많이 감소시켰고, 구아노 처리는 납에서 가장 큰 식물유효도 저감효과를 보였으며, 골분은 구리의 식물유

효도를 감소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물질들은 중(준)금속의 종류별로 다소 차이가 

Fig. 3. Accumulated heavy metal (loid)s concentrations in lettuce after immobilizing agent treatments either in 

isolation or as mixed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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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는 하나 모두 높은 안정화 효과를 보여 농경학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석고는 단일처리에서는 

안정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중화 석고가 아닌 산성의 부산 석고

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석고를 석회와 혼용할 경우 여전히 중(준)금속 안정화에 긍정적

으로 작용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기존에 많이 연구가 진행되었던 석회, 석고 이외에도 구아노, 

골분과 같은 물질들도 농경지 중(준)금속 식물유효도를 저감하는 안정화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물질들을 혼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상 중(준)금속에 대한 안정화 효율에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3). 각 안정화 물질이 서로 다른 중금속에서 가장 높은 안정화 효과를 보였으나, 모든 중(준)금속에 대한 안정화 효율

의 평균을 계산해 본 결과, 석회 + 석고 + 구아노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82%의 식물유효도 저감효과가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석회 + 석고 + 구아노 처리구에서 78%로 안정화제 단일처리구보다 저감효과가 높았다. 우리나라의 중금속 

오염 농경지는 대부분 인근 광산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일 중금속이 아닌 여러 가지 중(준)금속이 섞여 있다 

(Kim et al., 2010; Yun et al., 2011). 따라서, 농도가 높은 여러 중(준)금속의 식물유효도를 동시에 저감하기 위해서는 

안정화제 물질을 혼합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석회, 석고를 기본으로 구아노와 골분의 혼합

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였지만, 향후 오염된 중(준)금속 종류에 따라 특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혼합 안정화제 구성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onclusions 

우리나라 농경지 토양의 중금속 및 비소 오염은 주로 폐광산의 광미, 폐석 그리고 침출수 등에 의해 발생하고 대부

분 중금속 및 비소가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복합오염 농경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금속 및 비소를 각각 안정화할 수 있는 안정화제를 탐색하고, 혼합 처리에 따른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석회 + 석고 + 골분 또는 석회 + 석고 + 구아노와 같은 혼합 안정화제가 단일 안정화제보다 토양 중(준)금

속 안정화에 더 효과적이었고, 실제 석회 + 석고 + 구아노 처리구는 가장 높은 토양 중(준)금속 안정화 효율을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안정화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된다면 농산물 안전성과 생산성을 동

시에 향상할 수 있는 실용 기술들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Table 3. Reduced rates of heavy metal(loid)s concentrations in lettuce by immobilizing agent application against 

control.

As Cd Cu Pb Zn Average*

------------------------------------------------------ (%) ------------------------------------------------------

L+Gyp+Gu 86 79 61 92 92 82

L+Gyp+Bo 80 67 56 93 92 78

Lme (L) 77 83 45 83 87 75

Guano (Gu) 64 52 60 95 88 72

L+Gyp 75 50 38 93 83 68

Bone meal (Bo) 53 47 61 93 85 68

Gypsum (Gyp) 3 -38 -58 -13 -60 -34

*Reduced rates for all heavy metal (loid)s in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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