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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s-contaminated soil management has started dealing with phytoavailable As content instead of 

total As content in soils. Phytoavailable As content is known to consider food safety more than the 

management of the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predict As content in brown rice using phytoavailable As 

concentration in soil and soil properties and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 contents in tissues and As 

in brown rice. As-contaminated soils were collected, and their total and phytoavailable As content and soil 

properties were analyzed. Mehlich3 extraction method was used for phytoavailable As analysis. After the 

analysis, correlations among total and phytoavailable As concentrations in soils, As content in rice and soil 

properties were analyzed. Then, a prediction model of As content in brown rice was developed through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Also,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nutrients and As contents in rice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As accumulation in brown rice. The modelling equation for 

estimating As concentration in brown rice was [Log (As in brown rice) = 2.45 + 0.13 × Log (As_Mehlich3) – 

0.99 × Log (CEC) + 0.50 × Log (avail.-P)] (r = 0.49, p < 0.001). Soil avail.P concentration and CEC were valid 

variables for As accumulation in brown rice. In addition, Cu, Zn, Mo and Na in shoot were revealed to 

influence governing translocation of As from shoot to g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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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models for estimating As concentration in brown rice using total and phytoavailable 

As content in paddy soils, combined with soil avail.-P and CEC values.

Parameter r p value

Log (As_R
†) = 2.98 ‒ 0.08×Log (Total As_S

‡) 0.13 0.318

Log (As_R) = 2.15 ‒ 0.06×Log (Total As_S) + 0.42×Log (avail.-P) 0.31 0.041

Log (As_R) = 2.63 + 0.01×Log (Total As_S) + 0.59×Log (avail.-P) ‒ 1.00×Log (CEC) 0.44 0.004

Log (As_R) = 2.15 + 0.17×Log (As_M3
§) 0.28 0.022

Log (As_R) = 2.89 + 0.18×Log (As_M3) ‒ 0.72×Log (CEC) 0.38 0.008

Log (As_R) = 2.45+ 0.13×Log (As_M3) ‒ 0.99×Log (CEC) + 0.50×Log (avail.-P) 0.49 0.001

†As concentration in brown rice
‡Total As concentration in soil
§Mehlich3–extractable As concentration in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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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비소는 국제암연구소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enter)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미국 

독성 물질 질병 등록국 (ATSDR,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에서 화학물질의 인체 독성 정

도와 노출량을 고려한 화학물질 목록 중 관리대상 1위에 등록된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IARC, 1995; ATSDR, 2017). 

폐광산에서 유출되어 토양으로 흘러 들어간 비소는 주변 지하수와 농작물을 오염시켜 생태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또한, 비소로 오염된 토양에 피부가 노출되거나 토양입자를 섭취하면 비소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입될 수 있

다. 비소가 급성으로 인체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피부암, 폐암, 신장암, 간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비소로 오염된 토양

에서 생산된 작물을 섭취하면 인체로 비소가 전이되기 때문에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경지에 대한 안전관리

는 매우 중요하다 (Mandal and Suzuki, 2002). 

토양 중 비소는 대기, 토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동하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상호작용을 통해 As5+와 

As3+, 유기태와 무기태, 결정형과 비결정형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Mandal 

and Suzuki, 2002). 비소의 독성은 비소 형태와 산화 상태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무기비소는 유기비소보다 훨씬 

독성이 강하고 As3+가 As5+보다 독성이 강하다 (Smedley and Kinniburgh, 2002). As3+는 As5+보다 10배 이상의 독성

을 가진다 (Rosas-Castor et al., 2014). 쌀이 비소에 취약한 이유 중 하나는 담수 상태로 혐기 조건을 갖는 논토양의 토

양 ․ 물 시스템에서 비소가 이동성이 낮은 As5+에서 이동성이 높고 벼 뿌리가 생물학적으로 이용 가능한 As3+로 전환

되기 때문이다 (Kumarathilaka et al., 2018). 이는 담수 조건에서 재배한 쌀의 무기비소 함량이 비담수 조건에서 재배

한 쌀보다 약 3배 높은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Xu et al., 2008). 이외에도, 벼 뿌리의 철 (Fe) 플라그 형성, Fe 및 Mn 금

속의 Hydro 산화물, 유기물질, 점토광물, 경쟁 이온 및 화합물인 PO4

3-와 Si(OH)4가 논토양의 토양 ․ 물 시스템에서 

As5+와 As3+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umarathilaka et al., 2018).

현재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의 중금속 함량을 검사하고 지방자치단

체는 중금속 잔류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폐기하는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작물 재배 후의 관리로 

농산물을 폐기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작물을 생산하는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중금속 흡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근 비소 등 중금속 오염 농경지 토양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이 생태환경 관

리 측면을 고려한 전함량 평가 개념에서 식품 안전성을 고려한 유효태 함량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식물유효태란 식물에 의해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명확한 경계는 밝혀진 바 없지만 치환태를 포함한 농도로 알려

져 있다 (Wang et al., 2002). 식물유효도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해당 토양에서 재배된 식물의 비소 농도를 측정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토양 내 비소의 전함량은 식물체 내 비소와 상관성이 낮고, 비소의 유효태 함량과 식물체 내 

비소와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다 (Huang et al., 2006).

토양 중 식물유효태를 추출하는 방법은 일부 다른 나라에서 이미 농산물 안정성을 위한 법적 식물유효태 기준에 포

함하여 지정하고 있다 (Prueb, 1997). 국가별로 토양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효도에 기초한 측정법을 연구하고 있

으며 다양한 화학적 추출법이 이용되고 있다. Lee et al. (2017)은 토양 중 비소의 식물 유효도를 평가하기 위해 쌀의 

비소흡수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단일추출법 4종 (1 M NaHCO3, 0.01 M Ca (NO3)2, 0.1 N HCl, Mehlich3)

으로 비소함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미 중 비소 함량과 토양 중 비소 전함량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고, 현미 중 비소 함량과 식물유효태 비소 농도와의 상관관계에는 0.1 N HCl이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r = 

0.207)를 나타냈다. Yoon et al. (2017)은 비소 오염 농경지 토양에 고추, 벼, 콩을 재배하여 식물 유효태 비소와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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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식부 비소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EDTA와 Mehlich3 추출법이 고추, 벼, 콩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그 중에 벼 재배토양에서는 Mehlich3 (R2 = 0.18)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Mehlich3는 여러 용액으로 

혼합된 pH 2.5인 묽은 산성 용액으로 흡착 및 용해된 형태의 비소와 철/알루미늄과 결합된 형태의 비소를 추출한다. 

Mehlich3는 EDTA를 포함하기 때문에 비결정형 철/알루미늄 산화물에 결합한 비소를 용해시킬 수 있다 (Mehlich, 

198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양 중 비소 전함량 및 Mehlich3 추출 유효태 비소 함량과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을 이용한 다

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현미 내 비소 함량 예측 모델식을 개발하고 현미의 비소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인자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또한, 현미 및 볏짚의 무기원소 함량과 비소 함량 사이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현미의 

비소 축적에 영향을 주는 식물체내 무기원소를 확인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재배실험 본 시험을 위해 국내 66개의 비소 오염 농경지 토양의 표토를 채취하여 식물 뿌리 등을 제거하고 경남

과학기술대학교 내 시험포장에서 포트실험을 진행하였다. 와그너포트 (1/2000 a)에 토양을 약 11 kg을 채운 후 

N-P2O5-K2O 성분 비료 110 - 45 - 57 kg ha-1를 밑거름과 웃거름으로 분할하여 시용하였고, 관개용수로 포트 안 토양

을 포화시킨 후 벼를 이앙하였다. 식물체 시료 중 벼의 유묘는 이앙 후 5주 후에 채취하였고, 볏짚과 현미는 수확시기

에 맞추어 채취하였다. 재배기간 동안 필요한 관수는 지하수를 이용하였다. 

토양분석 전국의 비소 오염 농경지에서 채취한 토양 (n = 66)을 풍건하여 2 mm체로 거른 후 사용하였다. 토양의 

pH는 체로 거른 토양 시료 5 g에 증류수 25 mL를 넣어 1시간 동안 진탕한 후 pH meter (S220, Mettler Toledo, 

Switzerland)로 측정하였다. Clay 함량은 micro-pipette 법 (Miller and Miller, 1987)으로 분석하였고, 유기물 함량은 

강열감량법 (NAAS, 2010)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양이온 교환 용량 (CEC, cation exchange capacity)은 1 N 초산 암

모니아법 (Sumner and Miller, 1996), 토양의 유효인산 함량은 Bray NO. 1법 (Bray and Kurtz, 1945)으로 분석하였

다. 철/알루미늄/망간 산화물 함량은 암모늄옥살산 추출법 (Schwertmann, 1964, 1973)을 이용하였다. 토양 시료 0.25 

g에 추출액 10 mL (0.2 M ammonium oxalate + 0.2 M oxalic acid)를 넣고 4시간 동안 암실에서 진탕한 후 Whatman 

No. 42 여과지로 여과하여 ICP-OES (8300DV, Perkin Elmer, USA)로 분석하였다. 토양 중 비소 전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토양 시료를 막자사발로 곱게 갈아 2 g을 흑연블록분해기 (OD-98-001, ODLAB, Korea)에 넣고 왕수 (3.5 mL 

HNO3 + 10.5 mL HCl)를 가하여 130°C에서 2시간 동안 분해하였다. 분해액은 Whatman No. 42 여과지로 여과하여 

50 mL 부피플라스크에 채운 뒤 0.5 N HNO3로 부피를 맞추어 ICP-OES로 측정하였다. 토양 분해가 적절하게 완료되

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표준시료 Montana soil SRM 2711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 Technology)를 이용

하여 회수율을 확인하였다.

토양 중 식물유효태 비소는 벼 재배 후 토양을 채취하여 Mehlich3 추출법으로 분석하였다. 토양 시료 2 g에 20 mL

의 추출용액 (0.2 N acetic acid; 0.25 N NH4NO3; 0.015 N NH4F; 0.013 N HNO3; 0.001 M EDTA)을 가하여 5분간 진

탕한 후 Whatman No. 42 여과지로 여과하여 (Mehlich, 1984), 여과액 중 비소 농도를 ICP-OES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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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체 분석 채취한 볏짚과 유묘 시료는 수돗물과 증류수로 씻고 60°C에서 72시간 동안 건조한 후 분쇄기로 분

쇄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현미는 60°C에서 72시간 동안 건조한 후 도정기로 도정하고, 도정한 현미를 분쇄기로 갈

아 시료로 사용하였다. 식물체 시료 0.5 g과 진한 질산 10 mL를 흑연블록분해기 (OD-98-001, ODLAB, Korea)를 이

용하여 완전히 분해한 후 Whatman No. 42 여과지로 여과하여 분해액 중의 비소를 ICP-OES로 측정하였다.

통계 분석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비소의 전함량 및 유효태 함량, 벼의 부위별 비소 함량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서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미 내 비소 함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식을 도출하기 위해 SPSS 

(IBM, ver. 25)를 이용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은 각 단계마다 중요도에 따라 

독립변수들의 진입과 탈락을 결정하여 다중 회귀식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 중 비소 전함량 + 토양

의 이화학적 특성’을 이용한 모델식과 ‘토양 중 식물유효태 비소 함량 +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을 이용한 모델식을 각

각 도출하여 결정계수를 비교하였다. 데이터 분포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토양 pH와 점토 함량을 제외한 독립변수의 

데이터는 로그값 (log)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도출한 모델식의 적합성 및 타당

성은 Normalized Mean Error (NME, Eq. 1)와 Normalized Root Mean Square Error (NRMSE, Eq. 2)를 통해 판단하

였다 (De Vries et al., 2011). 

 




  
 (E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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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P는 모델식을 통한 예측값을 의미하고, O는 실험을 통해 얻은 실측값이다. NME가 양의 값이면 예측값

이 실제값보다 높은 것이고 NME가 음의 값이면 예측값이 실제값보다 낮은 것이다. NME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모델

식에서 도출된 예측값과 실측값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NRMSE는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의 편차를 나타낸다. 

NRMSE 값이 크면 예측값과 실제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므로 모델식이 실제값을 예측하는데 적합하지 못한 것

으로 판단한다 (Gronenberg et al., 2010; Lim et al., 2014).

Results and Discussion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과 비소 함량을 Table 1에 나타냈다. 채취한 비소 오염 농경지 토양 중 비

소 전함량 평균은 55.8 mg kg-1으로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농경지 중 토양오염우려기준 (25 mg kg-1)을 초과하였다. 토

양 시료 66개 중 우려기준을 초과한 토양은 28개, 대책기준을 초과한 토양 13개였다. 이는 2017년에 보고된 비소 오염 

농경지 토양의 비소 전함량 평균인 43.30 mg kg-1보다 높았고 (Lee et al., 2017), Kim et al. (2010)이 보고한 5개의 폐

광산 인근 논토양의 비소 농도 13.24 mg kg-1보다 4배 이상 높았다. Mehlich3 추출법으로 추출한 토양 중 식물유효태 

비소 함량 평균은 2.24 mg kg-1이었다. 이는 Lee et al. (2017)이 보고한 Mehlich3 추출용매에 따른 토양 중 비소의 유

효태 평균 함량인 2.29 mg kg-1와 비슷한 농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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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된 벼의 부위별 비소 축적 농도는 Table 2에 나타냈다. 벼가 흡수한 비소는 주로 뿌리에 많은 양이 축적되고 일

부 비소만 지상부와 낟알로 전이된다 (Abedin et al., 2002). 본 실험에서는 볏짚의 비소 함량이 현미의 비소함량보다 

높았다. 벼 유묘의 평균 비소 함량은 4.87 mg kg-1, 볏짚의 평균 비소 함량은 7.69 mg kg-1, 현미의 평균 비소 함량은 

0.58 mg kg-1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중금속 비오염 일반 논토양의 현미 중 비소의 평균 농도 (0.15 mg kg-1)보다 높았

으며 (Kunhikrishnan et al., 2015) 2017년에 보고된 비소 오염 취약 농경지에서 재배된 현미의 비소 농도 (0.25 mg 

kg-1)보다도 높았다 (Lee et al., 2017). 이는 실험에 사용된 토양이 인근 광산의 영향으로 비소 농도가 기존 연구에서 

보다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토양 특성, 비소 전함량, 유효태 함량 그리고 벼의 부위별 비소 함량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에 나타냈다. 토양 중 

비소 전함량과 유효태 비소 농도는 고도로 유의하고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Yoon et al. (2017)도 토양의 전함량 비

소와 Mehlich3로 추출한 추출태 비소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현미의 비소 농도는 토양 중 식물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As concentration of the 66 soils collected from abandoned mining sites. Data 

indicate mean ± standard deviation.

pH OM Clay Avail.-P
(Al+Fe+Mn)

oxide
CEC Total As_S As_M3

†

(1:5) g kg-1 % mg kg-1 mg kg-1 cmol kg-1 mg kg-1 mg kg-1

6.5 ± 0.8 54.3 ± 18.3 10.6 ± 5.4 68.7 ± 37.7 6.1 ± 3.5 12.7 ± 3.9 55.8 ± 3.9 2.24 ± 3.2

†Mehlich3–extractable As concentration in soil.

Table 2. Arsenic content in rice straw, brown rice and rice seedling.

Rice straw Brown rice Rice see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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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rage 7.69 0.58 4.87

Minimum 0.23 0.04 0.02

Maximum 19.12 1.84 18.05

Table 3. Pearson correlation among chemical properties, content of total and extractable As in soil and As 

concentration in rice. Log-transformed values were used except soil pH and clay content.

As_R
† As_S

‡ As_RS
¶ Total As As_M3

¶ pH Clay OM Avail.-P CEC

Total As -0.12 0.35** 0.48**

As_ M3 0.28* 0.65** 0.74** 0.66**

pH -0.21 -0.15 -0.11 0.03 0.12

Clay -0.13 -0.27* -0.45** -0.10 -0.37** 0.05

OM -0.18 -0.03 0.03 0.24 0.11 -0.05 -0.19

Avail.-P 0.30* 0.22 0.18 -0.10 0.28* -0.04 0.01 0.34**

CEC -0.22 -0.08 -0.12 0.30* 0.09 0.24 0.11 0.78** 0.29*

Al+Fe+Mn -0.26* -0.14 -0.04 0.30* -0.09 -0.20 -0.05 0.37** -0.34** 0.28*

†As concentration in brown rice.
‡As concentration in rice straw.
§As concentration in rice seedling. 
¶ Mehlich3–extractable As concentration in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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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태 비소 함량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p < 0.01). 이는 현재 토양 중 비소 관리 기준인 전함량에 의한 관리보

다는 유효태 함량 기반의 토양 관리가 안전한 작물 재배에 있어 적합하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현미의 비소함량은 토

양 중 유효인산, 알루미늄/철/망간 산화물함량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p < 0.01). 현미의 비소 농도가 토양 중 유

효인산 함량과 상관관계를 보인 이유는 인산과 비소가 토양이나 철 플라그의 흡착점을 경쟁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Smith et al., 2002). 토양 중 유효인산 함량이 높을수록 비소가 토양에 흡착되는 비율이 떨어지고 이동성이 증가하여 

식물유효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볏짚과 유묘의 비소 농도는 토양 중 비소 전함량과 유효태 함량, 점토 함량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한 현미 중 비소 함량 예측모델식은 Table 4에 나타냈다. 토양 중 비소 전함량을 독립변

수로 설정했을 때보다 토양 중 식물유효태 비소 함량을 이용했을 때 결정계수가 더 높았다. 또한 토양 특성 인자가 변

수로 추가되었을 때 회귀 모형식의 결정계수가 증가하였다. 식물유효태 비소 함량, 양이온교환용량, 유효인산함량을 

이용한 모델식이 결정계수가 높아 현미 중 비소 함량을 예측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Lee et al. 

(2017)이 1 N HCl 추출 유효태 비소 함량을 이용하여 현미 중 비소 예측 회귀식을 도출하였을 때는 알루미늄 산화물 

함량, 유기물 함량, 유효인산함량, 토양 pH 등 4가지 인자가 주요인자로 나타났다. 

Table 4에 제시한 현미 내 비소 함량 예측 모델식의 NME 값은 토양 중 비소 전함량을 이용하였을 때 -0.0011, 토양 

중 식물유효태 비소 함량을 이용하였을 때 -0.0004로 0에 더 가까웠다. NRMSE 값은 각각 0.1219, 0.1186으로 예측

값과 측정값의 변동성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따라서 비소로 오염된 농경지에서 현미 중 비소 함량 예측 모델식

인 [Log (As_R) = 2.45 + 0.13 × Log (As_M3) – 0.99 × Log (CEC) + 0.50 × Log (avail.-P)]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Table 4.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using total and Mehlich 3 extractable As concentration in paddy soils combined 

with avail.-P and CEC of the soils to predict As concentration in brown rice.

Parameter r p value

Log (As_R
†) = 2.98 ‒ 0.08×Log (Total As‡) 0.13 0.318

Log (As_R) = 2.15 ‒ 0.06×Log (Total As) + 0.42×Log (avail.-P) 0.31 0.041

Log (As_R) = 2.63 + 0.01×Log (Total As) + 0.59×Log (avail.-P) ‒ 1.00×Log (CEC) 0.44 0.004

Log (As_R) = 2.15 + 0.17×Log (As_M3
§) 0.28 0.022

Log (As_R) = 2.89 + 0.18×Log (As_M3) ‒ 0.72×Log (CEC) 0.38 0.008

Log (As_R) = 2.45 + 0.13×Log (As_M3) ‒ 0.99×Log (CEC) + 0.50×Log (avail.-P) 0.49 0.001

†As concentration in brown rice.
‡Total As concentration in soil.
§Mehlich3–extractable As concentration in soil.

Table 5. Pearson correlation between As in brown rice and mineral elements in rice straw.

As_R
‡

As_S
† Cd_S Cu_S Pb_S Zn_S B_S Ca_S Cr_S Fe_S

0.64** -0.12 -0.52** -0.30* -0.66** -0.03 0.10 -0.04 0.12

As_R

K_S Mg_S Mn_S Mo_S Na_S Ni_S P_S S_S

-0.09 0.16 -0.26* 0.34** 0.43** -0.19 -0.10 -0.23
†Concentration of each element in rice straw.
‡Concentration of each element in brown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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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에 축적되는 비소의 농도를 최소화하고 섭취를 통한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서 섭취, 신진대사 및 식물체 내 전

이의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Bastías and Beldarrain, 2016). 비소가 쌀의 미량원소 축적을 제

한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무기원소들이 비소의 축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쌀에서 미량원소와 비소의 상호작

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현미 내 비소와 볏짚 내 무기원소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5에 나타냈다. 현미

의 비소 함량은 볏짚의 비소, 몰리브덴, 나트륨 함량과 고도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구리, 아연 함량과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Carey et al. (2010)은 줄기 환상박피 실험을 통해 볏짚 내 비소가 체관부수송에 의해 낟알로 전

이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볏짚과 현미의 비소 함량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현미의 비소 함량과 현미 내 무기 원소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6에 나타냈다. 현미의 비소 함량은 현미의 구리, 아연 

함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몰리브덴, 나트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Smith et al. (2008)은 X선 형광분석기

(X-Ray fluorescence, XRF)를 이용한 비소 분포를 조사한 결과 쌀 표면의 비소 분포와 구리의 분포 및 배열이 유사하

게 나타나 비소의 축적이 구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리, 망간, 철, 아연은 비소와 유사하게 현미의 

호분층 및 왕겨에 먼저 농축된다 (Meharg et al., 2008).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Norton et al. (2010)은 비소 오염 토

양에서 낟알 내 구리와 아연의 농도가 감소하면 낟알의 비소가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이 비소 오염 논토양에서 

생산된 쌀의 비소 함량은 미량원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낟알로의 비소 전이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볏

짚, 낟알 내 비소와 무기원소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식물체 내 원소 전이 메커니

즘과 현미의 비소 축적에 영향을 주는 식물체 내 무기원소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비소 오염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과 식물유효태 단일추출법 중 하나인 Mehlich3 추출법을 이용하여 

현미의 비소 함량 예측 모델식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토양 중 식물유효태 비소 함량, 유효인산함량, 양이온교환용량

이 현미에 축적되는 비소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 확인되었다. 토양 중 Mehlich3 유효태 비소함량을 고려

한 현미 중 비소함량 예측 모델식은 [Log (As_R) = 2.45 + 0.13 × Log (As_M3) – 0.99 × Log (CEC) + 0.50 × Log 

(avail.-P)] (R = 0.49, p < 0.001) 였다. 모델식에서 도출된 예측값과 본 연구의 측정값을 통해 산출한 NME, NRMSE 

값은 각각 -0.0004, 0.1187로 이 모델식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토양특성 인자 이외에 가식부인 현미의 비소 

축적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벼의 무기원소는 구리, 아연, 몰리브덴, 나트륨 등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벼에서 쌀 

낟알로의 비소 전이와 관련된 무기원소의 역할 및 관련 메커니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 Pearson correlation between As in brown rice and mineral elements in brown rice.

As_R
†

Cd_R Cu_R Pb_R Zn_R B_R Ca_R Cr_R Fe_R

-0.18 -0.60** -0.18 -0.52** -0.11 -0.06 0.06 -0.07

As_R

K_R Mg_R Mn_R Mo_R Na_R Ni_R P_R S_R

0.10 0.23 -0.20* 0.44** 0.31** 0.05 -0.12 -0.16

†Concentration of each element in brown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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