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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nvestigate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soil and atmospheric environments by anthropogenic source, we

have analyzed and determined heavy metal concentrations of the surface soils beneath roadside trees and leaves of

Platanus occidentalis from 52 points in Seoul during autumn 2001. For comparison of the contents of heavy metal

for the soil and leaf, we have analyzed heavy metal contents of the surface soils beneath roadside trees and leaves

from 2 points in rural area of Yesan during the same time period. The composition of heavy metals of soils are rel-

atively high for Cd, Co, Cr and Ni in industrial area (IA, Industrial Area) and high for Cu, Pb and Zn in heavy

traffic area (HTA, Heavy Traffic Area). The heavy metal contents of rural area in Seoul are higher than those in

Yesan. The differences of chemical compositions between the washed and unwashed leaves are high for Cd, Cu, Pb

and Zn in the HTA. The element couples of Cd-Co, Cr-Ni and Pb-Zn for the soils had shown a good correlation

and their contamination sources could be similar. The relationship for Pb-Cu and Cu-Zn showed good correlation in

Platanus leav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ils and unwashed leaves show a good correlation for Cr, Cu, Pb and

Zn but low correlation for Cd, Co, Fe, Mn and Ni. It is thought that the Cr, Cu, Pb and Zn were derived from con-

taminants of soils, whereas Cd, Co, Fe, Mn and Ni were originated from atmospheric source. From the spatial vari-

ations of elements for soils and leaves, Ni and Cr were dominant in the soils of IA and Cd, Cu and Zn were

dominant in those of HTA. The Contamination by Cd-Pb and Cu-Zn in unwashed leaves were analyzed to show

similar patterns. Using the enrichment factors (EF) of heavy metals in unwashed leaves, the EF sequences were to

be Cu, Zn, Pb, Mn, Co, Ni, Cd and Cr. We identified that Cu, Zn, Pb and Mn were most problematic of environ-

mental hazard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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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환경의 인위적 오염원에 의한 토양오염과 대기오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가로수의 플라타너스

잎과 토양을 격자형으로 52개의 지역에서 시료채취 및 중금속원소 함량을 측정하였다. 비교·대조를 위하여 비교적

오염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남도 예산에 전원지역에서 2개 지점의 시료를 분석하였다. 서울시 토양 내 중금속

함량을 지역별로 측정한 결과, Cd, Co, Cr, Ni은 산업지역에서, Cu, Zn, Pb는 교통량 밀집지역에서 높았고, 도심 내

전원지역은 비교·대조지역보다 높은 중금속 함량을 보였다. 플라타너스 잎의 세척 전과 후의 차이는 Cd, Cu,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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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가 교통량 밀집지역에서 높았다. 토양은 Cd-Co, Cr-Ni, Cu-Zn, Pb-Zn는 상관계수 값이 0.8이상으로 양의 상관성을

보여 이들 원소간의 배출원은 유사하고, 플라타너스 잎은 Pb-Cu, Cu-Zn 원소간 상관성이 높았다. 플라타너스 잎의 중

금속 조성이 토양으로부터 기인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과 세척한 잎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Cr, Cu, Pb, Zn는

양의 상관성을 보였고, 반면 Cd, Co, Fe, Mn, Ni은 이들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 이들 원소들은 대기로부터 기

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지역의 중금속 원소 분산을 등함량도의 원소별 패턴을 분석한 결과, 토양은 산업지역에서

Ni, Cr원소와 교통량 밀집지역에서 Cd, Cu, Zn원소의 오염도가 크고, 세척하지 않은 잎에 대한 Cd-Pb, Cu-Zn의 오

염양상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 중 부유된 원소별 부화지수 값을 예측을 위해 가로수 잎의 원소별 부화지수

값을 분석한 결과, Cu, Zn, Pb, Mn, Co, Ni, Cd, Cr 순으로 높았으며,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Cu, Zn, Pb, Mn 으

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가로수 잎, 도로변 토양, 중금속, 부화지수, 서울

1. 서 론

우리나라 도심은 도로변에 밀집된 고층건물과 낮은

도로율, 과중한 교통량으로 인한 체증현상이 자주 발

생한다. 이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vehicle-

derived pollutants)이 대기 중에 주로 입자형태로 방출

되며, 도심지역에 대기오염과 토양오염을 가중시킨다

(Colvile et al., 2001; Lonati et al., 2006, Ovadnevaite

et al., 2006).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강우와 바람 또는 강과 생물 등에 흡

수 및 흡착되는데, 대기에 의해 희석되기 이전에 오랜

시간동안 대기 중에 잔류되어 인간의 호흡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Li et al., 2002, 2003).

이러한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도심지역의 토양은 다

양한 인위적인 요인과 자연 발생과정으로 인한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토양의 경우 유동성이 없고, 오염물질

들이 토양으로 유입 시 쉽게 밖으로 이동되지 않기 때

문에 오염 정도의 파악이 어렵고, 오염이 진행되면 토

양의 기능도 상실하게 된다. 토양에 유입된 오염물질

들은 식물에 축적이 되고, 도심지역 가로수 토양과 가

로수에 중금속 오염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 (Nadal et

al., 2004). 그러나 토양내의 중금속 오염은 자연적인

요인보다는 인위적인 요인이 더 크다(Nriagu and

Pacyna, 1988).

대기와 토양내의 중금속 오염 물질들은 대기를 통해

운반되어 자연환경과 동·식물 및 인간건강에 까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Kim et al., 2002).

대기 중 미세한 입자상 형태로서 존재하는 중금속 오

염물들은 인간의 호흡기 기관에 폐렴 및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도심지역 토양의 오염으로 인하여 어린이들

의 혈액 내에 중금속 함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연

구보고 되어있다(Ljung et al., 2006).

도심지역의 인위적인 오염원에 기인하여 대기와 토

양에 Fe, Pb, Zn, Ba, Mn, Cd, Cu, Cr, Ni 원소들

이 잠재적으로 부화(enriched)되어 있다. Pb 와 Cr 원

소는 차량 배기구에서 나오는 기체의 응결 또는 액상

으로의 흡착으로 입자표면상에 존재한다(Keyser et al.,

1978). Cu는 제련과 합금 및 제강 등의 금속산업, 오

수슬러지, 살균제, 살충제의 살포 등의 농업활동, 전기

산업, 안료 등으로 배출되고(Reimann and Caritat,

1998), Ni과 Cr은 주로 합금과 철강산업에 이용되며,

특히 Ni은 휘발유등에도 함유되어 있으며, 폐기물처리·

소각시에도 배출된다. 또한 식물의 필수원소로 알려진

Mn은 철강, Al, Mg, Cu의 합금, 배터리, 촉매제, Pb

대신하여 녹킹 방지제로 이용된다(Reimann and

Caritat, 1998).

도심지역의 대기오염 정화효과를 위해 설치된 가로

수는 공원과 도심의 유일한 녹지공간이고,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로수 잎의 증산작용

으로 대기온도를 떨어뜨리고 대기상의 미량원소를 축

적한다.

최근에는 대기질(air quality) 연구를 위해 시간 및

공간적으로 광범위한 시료채취의 어려움과 기기를 이

용하는 모니터링(monitoring) 방법에 따르는 고가 비용

이 요구되어 대기오염 연구에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체축적기(bioaccumulators)로써

유기체(organism)를 간접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

사용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환경오염을 평가하기 위해,

바이오 모니터 역할로서 이끼 또는 키 큰 식물들을 사

용되어 왔다(Steinnes, 1992; Market, 1996; Bargali

et al., 2002; Adamo et al., 2003). 또한 국내에서는

도시지역 식물 내 중금속 오염에 관한 연구로 가로수

목의 중금속 함량에 관한 연구 (Kim and Lee, 1988;

Kim et al., 1989; Chang and Lee, 1990; Park,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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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g et al., 1994), 서울 도심지역 환경에서의 분진,

토양, 가로수 표피의 백금(Pt) 분석을 통해 자동차 촉

매 변환 장치에 의해 배출되는 오염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Lee et al., 2006)와 서울지역 가로수 토양과 은

행나무 잎의 중금속 원소들의 지구화학적 분산과 오염

특성 연구(Choo et al., 2005)등이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인위적 오염

원으로 영향을 받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시 전 지

역의 가로수 중 키 큰 식물이자 잎의 표면적이 가장

큰 플라타너스 잎을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잎의

시료와 가로수에 식재된 주변 토양을 채취하여 중금속

원소들의 함량을 측정하고, 원소들의 상관성 및 분포

패턴을 통해 중금속 원소들의 분산과 오염 특성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플라타너스 잎의 세척 전과 후

의 중금속 함량 비교로 간접적으로 대기 중의 부유분

진의 중금속 함량 분포를 예측하고, 토양과 세척한 잎

과의 상관성을 통해 잎의 중금속 오염의 요인을 규명

하였다. 마지막으로 플라타너스 잎의 중금속 원소 함

량을 통해서 중금속의 지구화학적 오염 정도를 정량적

으로 평가하고자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지역 및 시료채취

서울시를 격자형(2.5 km × 2.5 km)을 기준으로 71

개의 지점 중 플라타너스 가로수목이 있는 지점은 총

52개 이다. 가로수 중 플라타너스 잎과 식재된 토양시

료를 2001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52개의 지

점에서 각각 채취하였다(Fig. 1). 중금속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서울 도심에서 떨어지고, 비교적 오염 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원지역인 충청남도 예산 지역의 토양

과 플라타너스 잎을 2개의 지점에서 각각 채취하였다.

플라타너스 잎은 지상에서 1.5-3 m 부근의 잎을 4 g

이상 채취하였고, 토양시료는 동일 수목 밑 토양 0-

5 cm 깊이의 표토층을 채취하였다. 시료의 대표성과 균

질성을 높이기 위해 1-2 m 간격으로 채취된 10-15개

부분시료를 하나의 대표시료로 하였다. 채취된 잎은 세

척한 잎과 세척하지 않은 잎으로 구분하였다. 세척한

잎을 준비하기 위해 증류수로 수 회 이상 반복하여 최

대한 잎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였다. 위의 두

시료를 실내에서 자연 건조 후 식물용 분쇄기를 이용

하여 분말시료를 만들었다. 토양은 자연건조 후 각각

의 시료를 사분법에 의해 균일하게 혼합한 시료를

−80 mesh(180 µm)의 입도로 체질하여 화학분석용 시

료를 준비하였다. 

2.2. 분석방법

가로수 플라타너스 잎과 토양시료의 중금속 원소 분

석을 위해 Fig. 2의 과정으로 처리하였다. 플라타너스

잎의 전처리는 분말화 된 잎의 시료 1 g에 HNO3

5 mL를 넣고 10시간 방치 후 Fuming HNO3 15 mL

를 넣고 180oC에 완전건조 후 다시 HClO4 3 mL를

넣고 마지막으로 180oC에서 완전 건조 시킨다. 최종적

으로 5 M의 HCl 2 mL를 넣고 70oC에서 30분 가열

하였다. 농축된 시료는 증류수를 첨가하여 최종 부피

를 15 mL의 분석 용액시료를 제작하였다. 세척한 잎

Fig. 1. Map of the study area showing the sampling points of grid size of 2.5km in Seoul area. Numbers in map indicate

sampling sites of soils and leaves of Platanus occidentalis on the roadside in Seou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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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료는 극지연구소의 ICP-MS(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ELAN 6100)로, 세척하

지 않은 잎의 시료는 이화여자대학교 환경지구화학 연

구실의 ICP-AES(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OPTIMA 3100RL)로 Cd,

Co, Cr, Cu, Fe, Mn, Ni, Pb, Zn 등을 정량하였다.

토양시료 전처리는 180 µm의 토양시료 0.25 g에

HNO3와 HCl을 1:3 의 비율로 분해시킨 후 70oC에서

1시간 가열하고, 증류수를 넣어 총 10 mL 시료용액을

제작하였다. 처리된 용액은 ICP-AES를 이용하여 정량

하였다. 모든 화학분석 과정에서 중복시료(duplicate

sample), 참고시료(reference sample), 공시료 (blank

sample)를 첨가하였으며 정확도 및 정밀도는 5%이내

였다.

2.3. 시료분류

지역별 중금속 오염을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채취된

시료는 서울시의 도시특성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였다.

농경지 또는 큰 산에 인접하며 주변에 큰 도로와 공장

이 없는 지역의 시료는 전원 지역(RA: Rural area),

큰 도로와 공단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아파트 및 주거

단지 내에서의 시료들은 주거지역(RDA: Residential

area), 주변 공장 및 공단지역에서 채취한 시료들은 공

단지역(IA: Industrialized area), 공장 및 공단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6차선 이상의 큰 도로에 인접한 지역

내에서 채취한 시료들은 교통량 밀집 지역(HTA:

Heavy traffic area)등으로 네 가지의 특성지역으로 시

료를 구분하였다. 시료 분류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2.4. 통계처리

이 연구에서는 토양, 세척한 잎과 세척하지 않은 잎

에 대해 중금속 농도 차이에 대한 유의성, 상관성을

보기 위해 통계처리 프로그램 SPSS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가로수 토양과 플라타너스 잎의 지구화학적 특성

서울지역 가로수 토양과 플라타너스 잎의 중금속 원

소 평균함량, 최대값, 최소값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토양시료는 캐나다, 영국, 일본, 미국의 토양(Kabata-

Pendias, 2001)과 우리나라 토양환경 보전법에서 제공

하는 토양의 Cd, Co, Cr, Cu, Mn, Ni, Pb, Zn 평균

함량과 비교해보면, 서울시 가로수의 플라타너스 내 토

양은 Pb, Zn, Cu, Cd, Cr 원소의 농도가 높게 나타

났다. 토양오염 허용한계치(Cd: 3, Cr: 100, Cu: 100,

Ni: 50, Pb: 100, Zn: 300, unit: mg/kg, Kloke,

1979)를 넘는 시료가 다수를 차지하여 서울지역의 토

양이 인간의 산업 활동과 도시화에 의해 오염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토양 내 중금속 원소의 총

평균 함량은 원소별로 Fe> Mn> Zn> Cu> Pb>

Fig. 2. Flow chart showing the procedure of preparation

and analysis for soil and leaves samples.

Table 1. Classification of soil and Platanus occidentalis samples in the Seoul area

Classification Sample ID

Rural area (5) 2, 3, 5, 13, 46

Residential area (15) 15, 20, 21, 22, 33, 34, 40, 44, 45, 52, 54, 61, 66, 67, 70

Industrialized area (9) 12, 16, 17, 23, 28, 41, 47, 48, 53

Heavy traffic area (23) 1, 8, 9, 11, 18, 24, 26, 27, 29, 30, 31, 32, 37, 38, 42, 43, 49, 51, 57, 59, 60, 64, 71

Number of samples in paren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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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Ni> Co> Cd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플라타너

스 잎을 세척한 잎과 세척하지 않은 잎으로 구분한 결

과를 보면 세척 전·후의 중금속 함량의 절대량은 차

이가 있으나 원소별 평균함량 Fe> Mn> Zn> Cu>

Pb> Ni> Cr> Co > Cd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가로 수목 중 동일 시기의 은행나무 잎의 연구결과

(Choo et al., 2005)와 비교해보면 세척한 은행잎은

Fe> Mn> Zn> Cu> Pb> Ni> Cr> Co> Cd

순으로 세척하지 않은 은행잎은 Fe> Zn> Mn >

Cu> Cr> Ni> Co> Pb > Cd 순으로 높았다. 동

일 시기의 가로수목은행나무 잎 (Choo et al., 2005)

의 총 평균함량과 플라타너스 잎의 총 평균함량을 비

교해 보면 플라타너스 잎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대기오염물질의 흡수능력

의 차이로 은행나무 잎과 플라타너스의 잎의 총 평균

함량이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대기물질이 흡수 능률

은 잎 량이 많은 것이 크고, 잎의 기공밀도(stomatal

density)가 큰 것이 기공의 전도(stomatal conductance)

와 광합성 양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어 단위면적에 따

른 기공의 밀도차이(플라타너스, 265/mm2; 133/mm2;

Kim and Koh, 1996), 식물체별 흡수 능력과 생화학

적인 특성의 차이로 잎에 존재하는 중금속의 농도가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Xu and Zhou, 2008; Franks

and Beerling, 2009). 

3.2.지역별 가로수 토양과 플라타너스 잎의 중금속

함량

3.2.1. 가로수 토양의 중금속 함량

서울시 가로수목 플라타너스 내에 토양을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 및 평

균값을 비교 대조지역과 함께 비교하고자 한다(Fig. 3,

Table 3). 시료 모두가 특성 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

(P<0.01)가 존재하였다. 

서울지역의 가로수 토양은 비교대조지역의 함량보다

다른 특성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플라타너스 수목 아

래 토양에서 Co, Cr, Ni의 중앙값은 산업지역의 토양

Table 2. Range and mean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in soils and leaves of Platanus occidentalis from the Seoul area

(unit mg/kg)

Fe Mn Pb Zn Cu Cd Ni Cr Co

Washed

leaves 

(N=52)

Mean 369 112 3.0 33.9 11.3 0.10 2.93 1.86 0.35

Median 344 89 2.7 31.0 10.3 0.08 2.40 1.64 0.17

STD 105 81 1.0 10.0 5.4 0.06 1.12 0.79 0.33

Min 164 31 1.2 11.1 5.2 0.04 1.36 0.84 0.07

Max 717 412 8.7 64.4 37.6 0.44 11.40 4.03 8.69

Unwashed

leaves 

(N=52)

Mean 857 138 8.2 63.6 16.3 0.22 4.12 3.51 3.36

Median 690 113 7.6 51.5 15.2 0.19 3.45 3.14 2.42

STD 370 98 2.3 26.3 7.4 0.14 1.38 1.69 1.78

Min 241 33 3.6 20.3 6.0 0.08 2.10 1.32 0.73

Max 2730 546 21.6 249.0 46.2 0.92 15.25 8.74 17.25

Soils 

(N=52)

Mean 30381 593 86.4 444.0 116.9 3.13 34.74 100.79 12.53

Median 31462 588 75.8 429.8 91.4 3.19 29.92 94.08 12.74

STD 6618 88 33.4 191.1 73.1 0.63 13.52 36.21 4.46

Min 14350 413 15.3 87.8 7.6 1.39 11.65 21.84 3.74

Max 47806 1133 237.5 1032.0 561.6 5.33 235.48 638.40 32.69

Control 

Area 

(N=2)

Washed L. 137 60 0.7 15.0 5.8 0.03 1.46 0.74 0.07

Unwashed L. 241 77 3.2 16.0 7.0 0.08 1.89 1.05 0.70

Soils 18582 296 13.8 67.3 7.1 1.40 10.29 29.98 6.52

Soils Korea1) 100.0 300.0 50.0 1.50 40.0

Canada2) 325 20.0 57.0 22.0 0.56 20.0 50.00 12.40

Great Britain2) 1055 29.0 80.0 23.0 1.00 23.0 69.00 17.70

Japan2) 35.0 86.0 34.0 0.44 28.0 50.00 10.00

U.S2) 490 26.0 73.5 26.0 0.41-0.57 18.5 10.50

Seoul(n=64)3) 240.0 271.0 84.0 3.10

Leaves4) Platanus occidentalis 138 90 13.3 29.7 7.4 1.47 1.12
1)Ministry of environment (2001); 2)Kabata-Pendias and Pendias (2001); 3)Kim and Chon (1993); 4)Kim and Lee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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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높은 조성을 나타났다. 산업지역에는 철강, 합금,

전자 산업 및 공구상이 밀집된 지역으로 이들의 조성

을 반영한다. 교통량이 밀집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Cu,

Zn, Pb의 중앙값이 높게 나타났다. Cu는 교통량 밀집

지역과 산업지역과 중앙값이 오염을 허용하는 범위 값

(100 mg/kg)보다 높고, 과거 서울지역 토양의 Cu함량

보다 점차 오염이 증가하고 있다. Cu는 주로 수송수단

에 의한 오염으로 영향을 끼치며 브레이크 제동에 의

한 자동차 타이어 마모로 기인 된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Zn의 중앙값은 산업지역과 교통량 밀집지역

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일부 교통량 밀집지역에

서 최대값을 보이기도 하였다. Zn는 합금, 고무 산업에

이용되고, 도로 교통 표지판에 사용하는 페인트에는

ZnO형태로 존재하고 자동차의 윤활유 속에는

antioxidant-Zn-dichloro phosphate의 형태로 존재하여

배출가스 속에 섞여 배출 되어 토양 내 분진형태로 축

적되기도 한다(Kim and Chon, 1993; Kim et al.,

2002).

3.2.2. 플라타너스의 세척 전 잎과 세척 후 잎의 중

금속 함량비교

증류수로 세척한 잎의 중금속 함량 분석으로 잎 표

면에 흡착되어 있는 대기오염물질이 제거되고 토양 또

는 대기로부터 잎의 기공을 통해 흡수된 양으로 고려

될 수 있다. 반면 세척하지 않은 잎의 중금속 함량은

대기로부터 잎의 기공을 통해 중금속 원소들이 흡수된

양, 흡수되지 못하고 잎의 표면상에 묻어있는 양과 토

양에 의해 뿌리로부터 흡수된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여기서 세척한 잎과 세척하지 않은 잎의 중금속 함량

차이를 분석하면 토양으로부터 또는 잎의 기공을 통해

Fig. 3. Boxplots of heavy metal concentrations in soils beneath Platanus occidentalis on the roadside of the Seoul area (RA,

Rural Area; RDA, Residential Area; HTA, Heavy Traffic Area; IA, Industriallized Area; CA, Control Area)(unit mg/kg).

Symbols of star indicate mean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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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verage values of heavy metals in washed and unwashed leaves of Platanus occidentalis and soils the classified

groups of Seoul area (unit mg/kg)

Fe Mn Pb Zn Cu Cd Ni Cr Co

Washed

leaves

(N=52)

RA

(N=5)

Mean 236 124 2.0 21.8 7.2 0.09 2.40 1.11 0.11

Median 182 109 1.7 21.7 7.7 0.09 2.36 0.89 0.12

Min 164 87 1.2 11.1 5.7 0.04 1.55 0.84 0.07

Max 372 170 4.0 30.5 8.4 0.16 3.32 1.93 0.15

RDA

(N=15)

Mean 306 76 2.7 29.5 9.6 0.09 2.42 1.61 0.15

Median 288 78 2.4 29.4 9.8 0.08 2.11 1.52 0.13

Min 191 31 1.4 12.4 5.2 0.04 1.36 0.93 0.10

Max 459 126 5.4 44.6 16.9 0.15 4.14 3.95 0.28

HTA

(N=23)

Mean 414 138 3.3 38.0 12.8 0.11 3.10 1.93 0.20

Median 372 105 2.7 35.3 11.0 0.07 2.40 1.75 0.20

Min 245 33 2.0 23.7 7.4 0.04 1.65 1.22 0.10

Max 717 412 8.7 64.4 37.6 0.44 11.40 2.94 0.38

IA

(N=9)

Mean 435 101 3.2 37.5 12.5 0.10 3.67 2.50 1.16

Median 371 104 3.3 40.6 11.9 0.08 2.78 2.54 0.21

Min 203 52 1.4 15.1 5.7 0.08 1.66 0.93 0.09

Max 656 190 4.8 55.7 19.5 0.18 10.05 4.03 8.69

Unwashed

leaves

(N=52)

RA

(N=5)

Mean 606 143 6.1 36.0 11.6 0.17 3.29 2.85 2.07

Median 468 126 2.7 30.5 10.6 0.18 3.12 1.69 1.55

Min 241 99 5.3 20.3 9.8 0.08 2.18 1.38 0.73

Max 1515 191 7.8 59.3 15.9 0.27 4.10 7.77 5.55

RDA

(N=15)

Mean 609 88 6.5 42.5 12.3 0.16 3.32 2.79 2.14

Median 555 87 6.6 44.0 11.9 0.14 3.20 2.18 1.97

Min 328 33 3.6 20.3 6.0 0.09 2.24 1.32 1.03

Max 1362 144 10.2 70.4 21.5 0.28 6.74 5.34 4.89

HTA

(N=23)

Mean 1012 165 9.6 82.5 19.4 0.27 4.53 3.78 3.65

Median 831 131 8.3 61.7 17.1 0.21 3.54 3.39 2.94

Min 508 54 5.3 42.0 10.7 0.12 2.10 1.91 1.73

Max 2730 546 21.6 249.0 46.2 0.92 15.25 8.74 10.16

IA

(N=9)

Mean 1016 151 8.7 66.1 17.5 0.23 4.87 4.39 5.37

Median 804 129 8.7 63.6 17.2 0.20 3.95 4.64 3.68

Min 349 62 5.9 23.7 11.2 0.13 2.87 2.47 1.06

Max 2490 353 12.9 91.5 26.7 0.45 11.36 6.54 17.25

Soils 

(N=52)

RA

(N=5)

Mean 31774 522 34.7 129.5 23.0 2.92 23.85 73.51 12.50

Median 31726 514 30.8 137.8 22.3 2.88 20.92 72.48 12.86

Min 21502 468 15.3 110.9 13.5 2.01 13.82 41.18 6.24

Max 47806 595 56.6 143.5 35.8 4.41 39.88 137.28 20.45

RDA

(N=15)

Mean 27480 557 68.2 325.6 58.4 2.79 24.48 73.34 10.94

Median 26782 547 73.4 336.0 55.7 2.64 25.58 78.72 11.33

Min 14350 413 26.5 87.8 7.6 1.39 11.65 21.84 3.74

Max 41422 768 110.8 576.0 95.5 3.98 39.55 116.16 18.34

HTA

(N=23)

Mean 30703 599 102.7 568.9 157.2 3.24 32.24 94.61 12.67

Median 30526 595 102.6 552.0 127.2 3.21 31.29 94.56 12.24

Min 16798 435 43.3 260.6 61.4 2.01 14.01 38.16 3.94

Max 44302 898 237.5 1032.0 561.6 5.33 51.64 146.40 32.69

IA

(N=9)

Mean 33619 676 104.1 496.9 163.8 3.57 64.24 177.49 14.85

Median 36190 629 96.4 537.6 103.7 3.79 43.72 177.60 16.13

Min 20302 422 29.5 186.7 32.5 1.97 18.91 45.55 7.20

Max 40174 1133 196.2 864.0 438.7 4.70 235.48 638.40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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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되어 지지 않고 잎 표면에 묻어 있는 양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대기 상의 부유분진이 제거 될 수 있

는 간접적인 지표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가로수목 플라타너스의 세척한 잎과 세척하지 않은 잎

의 평균함량을 비교한 자료는 Fig. 4와 Table 3에 제

시하였다.

세척하지 않은 플라타너스 잎의 Cd, Cu, Pb, Zn의

함량은 교통량 밀집지역에 집중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Co, Cr, Ni은 산업지역에서 높은 함량을 보였다

(Fig. 4). Cd의 함량은 세척한 잎에 대해 지역별 큰 차

이는 없었고, 세척하지 않은 잎에 대해서는 교통량 밀

집지역에서 최대 0.92 mg/kg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서울 도심의 전원지역과 주거지역의 Cd 평균함량은 비

교대조지역의 Cd 평균함량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함

량이다. 산업지역의 Co 함량은 주변지역의 최대값을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경향을 보였고, 세척 전·후

의 평균함량 차이는 4.21 mg/kg으로 대기 중 부유 분

진 내 Co함량이 산업지역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으

로 확인된다. Cr은 세척하지 않은 잎에 대해 산업지역

과 교통량 밀집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세척하지 않

은 잎의 Cu의 평균함량은 교통량 밀집지역에서 가장

높으며, 세척한 잎과 세척하지 않은 잎과의 함량 차이

도 교통량 밀집지역에서 6.64 mg/kg으로 주변지역보다

는 높은 함량을 보였다. 또한 비교대조지역의 함량보

다 높아 서울시 가로수목 플라타너스는 Cu 오염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물의 필수원소 중 Mn은 주거지역의 함량이 비교

대조지역과 비슷하며, 전원지역, 산업지역, 교통량 밀

집지역들은 비교대조지역보다 높아 이들 지역에 Mn의

오염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두 잎과의 함량

차이는 산업지역에서 50.5 mg/kg으로 가장 높았다. 전

원지역과 주거지역에서의 세척 전과 후의 함량 차이

(10-19 mg/kg)가 작아 대기 상의 부유분진에 축적된

양보다 토양 또는 수목 자체가 갖는 함량으로 고려되

Fig. 4. Boxplots of heavy metal contents in washed and unwashed leaves of Platanus occidentalis in the Seoul area (W in

parentheses means washed leaves of Platanus occidentalis, unit: mg/kg). Symbols of star indicate mean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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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Zn의 평균농도는 교통량 밀집 지역의 세척한

잎과 세척하지 않은 잎 모두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

다. 세척 전·후 함량차가 44.5 mg/kg으로 높게 분석

되어, 이는 잎 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잎 표면에 흡착

되어 나타난 결과하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주로 교통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교통량 밀집지

역에서는 Zn에 의한 플라타너스 가로수 잎 내 오염정

도가 높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3.3. 중금속 원소들의 분산특성 및 오염양상

3.3.1. 원소간의 분산특성

플라타너스의 잎과 가로수 토양의 원소들 간의 상관

성을 조사하여 원소들의 배출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플라타너스 잎(세척한 잎, 세척하지 않은 잎)과

토양의 각각의 원소함량에 대해 원소들 간의 상관계수

를 Table 4, 5, 6에 제시하였고,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는 원소들에 대해서는 산포도표(scatter diagram)

Table 4. Correlation between element couples of soil of Platanus occidentalis in the Seoul area

Cd Co Cr Cu Fe Mn Ni Pb Zn

Cd 1.000 

Co 0.818** 1.000 

Cr 0.589** 0.366** 1.000 

Cu 0.525** 0.254 0.562** 1.000 

Fe 0.941** 0.842** 0.467** 0.260 1.000 

Mn 0.489** 0.447** 0.237 0.182 0.469** 1.000 

Ni 0.523** 0.295* 0.988** 0.570** 0.387** 0.211 1.000 

Pb 0.416** 0.220 0.474** 0.794** 0.160 0.174 0.450** 1.000 

Zn 0.376** 0.058 0.363** 0.834** 0.110 0.088 0.355** 0.804** 1.000 

**significant at p=0.01, *significant at p=0.05.

Table 5. Correlation between element couples of washed leaves of Platanus occidentalis in the Seoul area

Cd Co Cr Cu Fe Mn Ni Pb Zn

Cd 1.000 

Co 0.175 1.000 

Cr 0.123 0.426** 1.000 

Cu 0.593** 0.237 0.478** 1.000 

Fe 0.152 0.195 0.740** 0.556** 1.000 

Mn 0.039 0.038 -0.171 -0.190 -0.055 1.000 

Ni 0.061 0.166 0.125 0.389** 0.090 -0.047 1.000 

Pb 0.548** 0.200 0.660** 0.593** 0.596** -0.106 -0.051 1.000 

Zn 0.174 0.279* 0.541** 0.587** 0.642** -0.194 0.405** 0.510** 1.000 

**significant at p=0.01, *significant at p=0.05.

Table 6. Correlation between element couples of unwashed leaves of Platanus occidentalis in the Seoul area

Cd Co Cr Cu Fe Mn Ni Pb Zn

Cd 1.000 

Co 0.407** 1.000 

Cr 0.467** 0.668** 1.000 

Cu 0.414** 0.558** 0.621** 1.000 

Fe 0.582** 0.692** 0.818** 0.689** 1.000 

Mn 0.043 -0.027 -0.083 -0.055 -0.061 1.000 

Ni 0.087 0.237 0.228 0.386 0.248 -0.037 1.000 

Pb 0.401** 0.551** 0.668** 0.979** 0.687** -0.044 0.395 1.000 

Zn 0.528** 0.589** 0.721** 0.896** 0.836** -0.054 0.292 0.891** 1.000 

**significant at p=0.01, *significa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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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내었다(Fig. 5).

가로수 토양: 연구지역의 플라타너스 수목 내 토양

의 원소별 상관계수 값은 Cd-Co, Cd-Fe, Cr-Ni, Cu-

Zn, Pb-Zn간의 상관계수가 0.8이상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Table 4). 이와 같이 원소들 간의 상관성은 은

행나무 수목 내 토양의 원소별 상관계수와도 유사하였

다(Choo et al., 2005). 이러한 결과는 서울지역 내에

다양한 오염원이 존재하고, 중금속 원소의 배출원을 예

측하게 된다. Cd은 Co의 배출원과 유사하고, Cr은 Ni

의 배출원과 유사하며 Zn는 Cu와 Pb의 배출원과 유

사함을 지시한다. 

플라타너스 잎: 세척한 플라타너스 잎의 경우 Cr은

Fe, Pb와, Fe은 Zn와 상관계수가 0.6이상(P<0.01)으

로 이들 원소들 간의 상관성이 보였다. 하지만 그 밖의

원소들은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Table 5).

세척하지 않은 플라타너스 잎의 경우 Co는 Cr, Fe

과 Cr원소는 Cu, Fe, Pb, Zn와, Cu는 Fe, Pb, Zn와

Fe은 Zn, Pb와 Pb는 Zn와 상관성이 0.6 이상

(P<0.01)으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Table 6). 이 연구

와 유사한 원소간의 상관성 연구(Cheon, 1995)결과에

서 플라타너스 잎의 중금속 원소들과의 상관성이 Pb-

Cu (r=0.9899), Cu-Zn (r=0.6624)의 경우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갖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서

울지역의 은행나무 잎 중 세척하지 않은 잎의 원소간

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Pb-Cu, Cu-Zn의 상관

계수 값이 0.7 이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Choo et al., 2005). 이와 유사하게 플라타너스의

잎에서 Pb와 Cu의 상관성은 세척한 잎은 상관계수 값

이 0.593이고 세척하지 않은 잎은 상관계수 값이

0.979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Cu와 Zn의 상관성이 세척

한 잎에서 0.587, 세척하지 않은 잎에서 0.896으로 상

관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Pb와 Zn

은 세척한 잎에서 상관계수는 0.510이지만, 세척하지

않은 잎에서 상관계수가 0.981으로 상관성이 뚜렷하였

다. 위의 결과들로부터 세척한 잎의 상관계수 분석값

을 통해 이들 원소들이 식물체내에 같이 거동되며 축

적되는 원소들을 알 수 있으며, 세척하지 않은 잎의

원소들 간의 상관성은 대기 중 부유분진에 따르는 원

소간의 상관성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3.3.2. 토양과 가로수 잎과의 상호관계

식물은 성장에 필요한 대부분의 무기물을 토양으로

부터 받아 토양의 성질이나 미량원소의 함량에 따라

식물의 성장이 좌우된다. 식물에 따라 토양으로부터 원

소의 선택적 흡수 능력에 영향을 받아 식물성장에 필

수적인 원소는 흡수 능력이 크고 성장에 적거나 유해

한 원소는 일정한 수준까지 원소의 흡수가 제한된다.

Fig. 5. Scatter diagrams showing the relationship of element

couples from soils and leaves of Platanus occidentalis in

the Seoul area. Bold crosses, open diamonds and open

circles indicate washed leaves, unwashed leaves and soil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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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토양에서 농축이 많은 원소는 식물자체의 자정

능력을 넘어 식물체내에 농축 되어진다(Bowie and

Thornton, 1984). 토양과 플라타너스 잎과의 상호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서 토양과 세척한 플라타너스 잎과의

중금속 함량 사이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지역의 토양과 세척한 잎의 중금속 함량의

상호관계는 식물성장을 돕는 필수원소인 Cu, Zn는 토

양에서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세척한 잎 내 함량이 증

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식물에 있어서 독성

원소 Cr, Pb를 제외하고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Fig. 6). 이처럼 Cu, Mn, Zn원소는 식물성장과정에

서 흡수 능력과 식물체 내에서 이동성이 비교적 좋고,

식물성장시 흡수 능력이 낮거나 유해한 원소는 일정수

준까지 원소의 흡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Bowie and

Thornton, 1984). 또한 Cr, Cu, Pb, Zn 원소는 토양

에서 이들의 원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플라타너스 잎

의 함량이 증가하는 양의 상관성을 통해 플라타너스

잎에서의 이들 원소는 토양에서 기인된 소스도 배제

할 수 없다. Cd, Co, Fe, Mn, Ni은 토양과 잎과의

상관성이 없어, 이들 원소는 토양으로의 흡수보다 대

기 중에서 흡수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3.3.3. 원소별 분포특성

플라타너스 잎(세척 한 잎과 세척하지 않은 잎)과 플

라타너스 가로 수목 내 토양의 중금속 함량을 공간적

인 분포를 등함량도(Contour maps)로 나타내었다

(Fig. 7).

토양의 Cd 원소에 대해 오염분포양상은 서울의 도

심 전 지역에서 토양오염 허용한계치 이상의 값을 보

인다. 하지만 잎에 대한 Cd 원소 분포도는 세척하지

않은 잎의 경우 종로구, 성북구 일대에서 0.5 mg/kg

이상의 오염양상을 보였고, 세척 후에는 세척 전의 오

염양상을 보인 위의 지역에서 0.2 mg/kg로 낮게 나타

났다. Co의 경우 남서부와 남동부 일대에서 20 mg/kg

이상의 두드러진 분포양상을 보인다. 세척하지 않은 잎

은 남서부의 영등포구 일대에서 10 mg/kg의 오염양상

이 두드러지게 보였으며, 세척 후에는 오염양상을 보

인 지역 일대에서도 4 mg/kg의 분포양상을 보였다.

한편 Cr의 농도는 남서부와 남동부일대에서 토양오염

허용한계치 이상으로, 특히 산업지역으로 분류되는 성

동구 일부 지역에서 638 mg/kg으로 오염의 정도가 가

장 큼을 보여준다. 세척하지 않은 잎은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에서 4 mg/kg

Fig. 6. Relationship of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between soils and washed leaves of Platanus occident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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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포양상을 보였으며, 세척 후에는 동대문구와

구로구, 영등포구 일대에서 2.5 mg/kg 이상의 분포패

턴을 나타냈다. Cu의 분포양상은 토양의 경우 구로구,

영등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일대에 허용한계치 이상의

두드러진 분산양상을 보인다. 잎의 경우 서울의 외곽

지역과 전원지역을 제외한 일대에서의 세척하지 않은

Fig. 7. Contour maps of heavy metals in washed(a) and unwashed(b) leaves of Platanus occidentalis and soils(c) from Seoul

area. 



서울시 가로수목 중 플라타너스 잎과 토양의 중금속 원소에 대한 지구화학적 분산과 오염평가 417

잎에 대해 20 mg/kg 이상의 오염양상을 보였고, 세척

한 잎에서도 세척 전의 오염양상과 유사한 패턴으로

보였다. Fe은 토양의 경우 서울 전지역에 걸쳐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세척 전 잎의 시료는 영등포구, 동작구,

마포구, 종로구에서 1200 mg/kg 이상의 오염양상을

보였고, 세척한 후에는 주변 외곽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 일대에서 400 mg/kg의 양상을 보였다. Ni은 토

양시료에서 서울 전지역에 토양오염 허용한계치 이상

으로 높고, 특히 성동구 시료 일부에서 235 mg/kg으

로 두드러지게 높은 값을 보였다. 세척 전·후 Ni의

분산양상은 서로 유사하고, 세척 후 잎의 경우 영등포

구, 마포구, 동작구, 관악구 일대에서 4 mg/kg이상의

오염양상을 보였다. 

Pb의 농도는 토양의 경우 모든 지역에 100 mg/kg

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세척하지 않은 플라타너스 잎

은 토양과 유사한 분포패턴으로 영등포구, 동작구, 성

북구, 종로구 일대에서 12 mg/kg이상의 오염양상을 보

이고, 세척한 후에는 세척전의 동일지역 일대에서

4 mg/kg으로 낮아진 분포양상을 보인다. Zn는 Cu와

Pb의 분산형태와 유사하였고, 토양에 대해서는 허용한

계치 이상으로 높은 오염양상을 보였다. 또한 세척하

지 않은 잎은 80 mg/kg이상으로 토양과 세척하지 않

Fig. 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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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잎의 오염 분포패턴은 서로 비슷하였고, 세척을 한

잎에서는 서울 외곽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슷한

함량을 보였다. 이처럼 중금속 원소별로 분산양상은 서

로 다르고, 가로수 잎 내에 축적된 오염물질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배기가스의 희석작용을 하는

각 지역의 기상과 지리조건에 관련하여 오염도가 좌우

되고, 대기오염물질의 이동 기작에 유속과 확산으로 유

속이 오염물질의 이동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Zong et al., 1994). 교통량과 배기가스와 관련하여

세척하지 않은 플라타너스 잎은 Cd과 Pb, Cu와 Pb,

Zn의 오염양상이 유사함을 볼 수 있었다. 산업 활동과

관련되는 Co, Cr, Ni 원소의 분포패턴은 세척하지 않

은 플라타너스 잎의 Co와 Cr이 유사한 분포패턴을 보

였다. 그리고 세척한 가로수 잎의 분포양상은 강우에

의해서 잎 내에 흡착되어 있는 대기 중 오염물질이 용

해되어진 분포양상으로 볼 수 있다. 

3.4. 플라타너스 잎에 대한 중금속 오염 부화지수

부화지수(Enrichment factors, EF)는 수리지구화학

에서 퇴적물로부터 인위적인 오염원을 파악과 오염정

도를 수치적으로 정량화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또

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오염도를 서로 비교할 수 있다

(Rashed, 2010). 부화지수 값은 연구시료의 중금속 함

량(Msample)과 연구시료의 Fe 원소함량(Fesample)의 비를

배경토양의 중금속 함량(Mbackground soil)과 배경토양의

Fe 원소함량(Febackground soil)의 비로 나눈 값으로 계산

하며 식은 다음과 같다 (Buat-Menard and Chesselet,

1979).

부화지수(EF)=[(M/Fe)plant sample]/[(M/Fe)background soil]

(Eq. 1)

일반적으로 부화지수 계산 시, 지각구성의 화학성분

의 평균값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지각의 평균 함량

과 특정한 시료 채취 장소들의 암석 종류 및 토양의

화학성분과는 큰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참고

시료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며, 지역적인 배경 값을

권장한다(Berg et al., 1994; Rubio et al., 2000). 또

한 부화지수 계산에서 표준화(normalization)를 위해

Al을 주로 사용한다. 그것은 세립질 입자에 주로 포함

되고, 다른 미량원소들과 지구화학적 특성이 유사하며,

자연상태에서 비교적 균질하게 분포하기 때문이다

(Daskalakis and O’Connor, 1995). 여기서 Al의 함량

을 대신해서 Fe의 함량을 표준화하여 계산하는 것은

Fe 광물이 Al과 유사하게 산출되며 미량원소와 지구화

학적 거동이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이

금속원소의 오염을 표준화 하기위해 Fe을 사용하였다

(Baptista Neto et al., 2000; Mucha et al., 2003).

이 연구에서 가로수 잎에 대한 부화지수 계산을 위

해 배경토양(background soils)의 Fe의 함량은 비교대

조지역으로 사용된 충남예산의 전원지역 시료의 Fe값

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플라타너스 잎에 함유된 금

속원소의 함량을 각 원소의 부화지수를 계산한 결과를

Fig. 8에 제시하였다. 플라타너스의 잎에 대한 각 원소

의 부화지수 값을 통해 대기에 존재하는 부유분진의

오염정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서울지역

은 평균적인 부화지수는 Cu > Zn > Pb > Mn >

Co > Ni > Cd > Cr 순으로 높다. Cu는 비교적

부화지수 값의 변화 폭이 14-106범위로 크다. 독성을

가진 Zn와 Pb의 경우는 최대 35이하의 높은 부화지수

를 보여, 자연적인 유입보다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플라타너스 잎의 Cu, Zn, Pb의 높은 부화는

자동차 배기가스 (vehicle exhausts)를 포함한 화석연

료소비에 따르는 배출물의 지시원소로 고려된다. 이들

원소의 오염으로 높은 조성을 보이는 지역에 거주 또

는 노동인구의 건강상의 위해를 끼친다. 그것은 미세

먼지(Particulate matter, PM10)에 포함된 Cu, Zn, Pb

의 장기간 또는 단기간 노출로 인해 폐 기능 저하로

만성호흡기 질환과 생명단축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Zarazua-Ortega et al., 2013). 공기 중에 Mn입자들

은 흡입을 하게 되면 호흡기 질병 및 파킨스 증과 유

사한 만성 신경 독성이 일어날 수 있다. Cr은 2-7범위

Fig. 8. Enrichment factor of the elements in unwashed

leaves of Platanus occident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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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화지수를 보여 인위적인 요인과 자연적인 요인의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 가로수 잎의 부화지수 값이 Cr을 제외한 모

든 원소들은 10이상의 값으로 인위적으로 부화된 성분

으로 중금속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시한다. 

4. 결 론

도심환경에서의 인위적 오염원에 의한 중금속 원소

에 의한 토양오염과 대기오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서울지역의 가로수 중 플라타너스 잎과 가로수 내

에 식재된 토양시료에 대해 금속원소(Fe, Mn, Pb,

Zn, Cu, Cd, Ni, Cr, Co)의 함량을 측정하였고, 화학

분석자료를 통해 다음의 결론들을 도출하였다. 

1) 도시특성에 따라 분류된 지역별 중금속 함량은 토

양에서 Cd, Co, Cr, Ni 함량은 산업지역에서 높고, 교

통량 밀집지역에서 Cu, Zn, Pb의 함량이 높았다. 이는

산업 활동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르는 영향을 반영한다.

2) 플라타너스 잎에 대해 세척 전과 후의 잎으로 구

분하여 이들의 함량 차이 결과는 대기 중 부유분진의

농도를 예측할 수 있다. 플라타너스 잎은 Cd, Cu, Pb,

Zn 함량이 교통량 밀집지역에서 높게 분석되었다. 

3) 원소들 간의 상관성 분석은 토양의 경우 Cd-

Co(r=0.818), Cr-Ni(r=0.988), Cu-Zn(r=0.834), Pb-

Zn(r=0.804) 간의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여 이들 원

소의 배출원이 유사함을 예측할 수 있었다. 플라타너

스 잎의 경우 Pb-Cu, Cu-Zn 원소간의 상관성 높아

플라타너스 잎에 이들 원소가 축적됨을 의미한다.

4) 토양과 세척한 플라타너스 잎과의 중금속 함량의

상호관계를 도출한 결과 Cr, Cu, Pb, Zn는 토양의 함

량이 증가에 따라 잎의 함량이 증가하는 양의 상관성

을 보였다. Cd, Co, Fe, Mn, Ni은 토양과 세척한 잎

과의 상관성이 낮아 이들 원소들은 주로 대기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5) 서울지역의 토양과 플라타너스 잎의 원소별 분포

양상을 등함량도의 원소별 패턴을 통해 토양은 산업지

역과 교통량 밀집지역에서 각각 Cr, Ni 원소와 Cd,

Cu, Zn 원소들의 오염도가 크게 나타났다. 세척하지

않은 잎의 Cd과 Pb, Cu와 Zn의 오염양상이 유사하고,

산업 활동과 관련된 지역에서 Co와 Cr이 유사한 분포

패턴을 보였다.

6) 대기상의 부유분진의 농도를 예측을 위해 원소별

부화지수 값을 기준으로 오염정도를 분류하면 Cu, Zn,

Pb, Mn, Co, Ni, Cd, Cr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Cu,

Zn, Pb, Mn의 생태계환경에 오염은 인간의 건강까지

큰 위험성을 끼친다. 또한 가로수목의 잎의 중금속 원

소 분석은 대기질의 간접적인 오염도 평가에 지시적인

역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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