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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2) 충주시 가로변 제설제 피해정도에 따른 토양과 가로수간 
치환성 양이온의 이행성 평가

김재영·손혜미·양지·박주영·주진희·윤용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 서론 
겨울철 강설로 인한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제설제의 사용 빈도와 양이 증가하고 있다. 제설제종류는 염

화나트륨(NaCl), 염화칼슘(CaCl2), 염화마그네슘(MgCl2), 그리고 염화칼륨(KCl) 등의 염류로서 살포 시 식물
체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Je and Kim, 2017). 무엇보다도 토양에 집적될 경우 
봄에 기온이 상승하여 수목의 생리적 활동이 시작함에 따라 늦은 개엽, 신초신장 불량, 엽 생장 저해 및 변
색, 조기낙엽, 고사 등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Kwon et al.,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제설
제 피해지라고 할 수 있는 가로변을 중심으로(Zhang et al., 2012), 제설제 피해정도에 따른 토양과 가로수 간 
치환성 양이온의 이행성을 평가함으로써 제설제 피해지역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에 실질적인 지침자료로 활용
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17년 2월부터 8월까지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교통량이 많은 건대사거리에서 주덕사거리까지

(총 5 km)의 가로변을 연구대상지로 설정하였다. 제설제 피해는 은행나무의 전엽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황
변정도를 기준으로, 0-25%는 NY (nothing yellowing), 26-50%를 SY (slight yellowing), 51-75%를 CY 
(considerable yellowing) 총 3가지 구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은행나무의 하부 토양 및 식물체 시료를 각각 
3반복으로 채취하여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농업과학기술원, 2000)에 따라 각각 유도결합플라즈마(ICP 
OES-5300 DV, Perkin Elmer)로 치환성 양이온인 Na+, Ca2+, Mg2+, K+ 등 4종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토양의 치환성 양이온 함량을 측정한 결과, 가시적 황변증상과 유사하게 NY < SY < CY순으로 NY지역

에서 치환성 양이온양이 가장 낮게, CY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모든 조사지의 토양
에서 칼슘이온(Ca2+)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물체의 치환성 양이온을 분석한 결과, 가시적 
황변정도 및 토양과 동일하게 NY < SY < CY순으로 분석되었다. 즉, 가시적 황변증상이 가장 심했던 CY지
역에서 치환성 양이온이 전체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칼륨이온(K+)함량이 높게, 나트륨이온(Na+)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가로변 제설제 피해정도에 따라 토양 및 식물체의 치환성 양이온함량은 밀접한 이행관계
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인 제설제 집적은 가로변 가로수 토양 및 식물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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