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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known that different plant species have ability to

deposit different amounts of particulate matter (PM) on their

leaves and plants can absorb heavy metals in PM through their

leaves. Heavy metals in PM can have toxic effect on human body

and plants. Therefore, PM on different roadside trees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cluding box tree (Buxus koreana), yew

(Taxus cuspidate), royal azalea (Rhododendron yedoense), and

retusa fringetree (Chionanthus retusa) was quantified based on

particle size (PM>10 and PM2.5-10). The metal concentration in PM

accumulated on leaves was analyzed using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scopy. In this study, the mass of PM>10

deposited on the surface of the tree leaves ranged from 6.11 to

32.7 µg/cm2, while the mass of PM2.5-10 ranged from 0 to 14.8 µg/

cm2. The royal azaleas with grooves and hair on the leaf surface

retained PM particles for longer time, while the yews and box

trees with wax on leaf surfaces accumulated more PM. The PM

contained elements in crustal material such as Al, Ca, Mg, and Fe

and heavy metals including Cu, Pb and Zn. The concentration of

elements in crustal material was higher in the coarser size, while

heavy metal concentration was relatively higher in the finer size

fraction. The Mn, Cd, Cu, Ni, Pb, and Zn concentrations of leaves

and PM2.5-10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indicating that PM was

taken up through tree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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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

서 론

미세먼지(PM)는 대기에 존재하는 오염물질로 산, 유기 화학 물

질, 금속, 토양 또는 먼지 입자로 구성된 작은 입자이다[1]. PM

은 기계 및 산업 공정의 연소,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및 담배

연기를 통해 인위적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화산, 화재, 모래 폭

풍 및 토양 그리고 암석 침식과 같이 자연적으로 공급되기도

한다. 또한 PM은 대기중에 기체 오염 물질로 존재하는 질소 산

화물, 이산화황, 암모니아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핵 형성, 응

축 또는 응고로 발생할 수 있다[2]. PM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

PM10, PM2.5 그리고 PM0.1로 세분할 수 있다. PM 분류에서 직

경이 2.5에서 10 µm (PM10)인 입자를 coarse 입자로 2.5 µm이

하(PM2.5)를 fine 그리고 0.1 µm 이하(PM0.1)를 ultrafine 입자로

정의한다[3].

PM은 사람의 호흡을 통해 체내에 들어갈 경우 인체에 악영

향을 줄 수 있다. PM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흡입한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4]. 일반적으로 입자가 작을수록 호흡기

에 더 깊게 침투하여 침전되므로 직경이 10 µm 미만인 입자는

인간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입자이다. PM을 흡입할

경우 호흡기 질환 및 심혈관 질환의 악화, 폐 기능 저하, 조기

사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PM2.5는 독성이 강한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와 중금속을 함유하여 발암성이

높다[5]. 독일 제련소 지역인 Hettstedt에서는 PM2.5가 아동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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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르기성 천식을 유발하며 염증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6].

PM은 일반적으로 무기 이온(예: 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나

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및 염화물)을 포함하며 유기 및 무

기 탄소, 지각 구성 물질, 입자 결합수, 금속(카드뮴, 구리, 니

켈, 바나듐, 아연 등) 및 PAH와 같은 성분을 포함한다[7]. 또한

PM에 포함된 알레르겐 및 미생물 화합물과 같은 생물학적 성

분도 잠재적인 건강 위험성 때문에 중요하다. 보통 도로의 PM

은 포장도로와 제동장치 및 타이어와 같은 차량 구성요소의 마

모에 의해 발생한다. 포장도로의 마모에 의한 지각 구성 무기

입자에는 실리콘, 알루미늄, 칼륨, 나트륨, 칼슘이 함유되어 있

으며[8], 제동장치 및 타이어에서 발생한 무기입자는 구리, 안

티몬, 납, 카드뮴, 아연 등의 금속을 함유할 수 있다[9].

나뭇잎은 수종마다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잎의

특징에 따라서 미세먼지를 축적하는 정도가 다르다. 잎의 면적

이 넓을수록 더 많은 PM을 축적하며, 털을 갖고 있거나 거친

표면을 가진 잎이 있는 종은 잎 표면이 매끄러운 종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PM을 축적한다고 알려져 있다[10]. 털은 잎의 표면

이 극성을 띄게 하여 전하를 띄는 PM입자를 끌어당긴다[11].

또한 나무 수관의 크기와 구조에 따라 난기류를 유발하여 잎의

PM 축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12]. Beckett 등[13]의 연구에서는

침엽수가 활엽수보다 PM 축적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은 잎 표면의 기공, 표피 균열, 피목(lenticel), 수성 기공

(aqueous pore) 그리고 잎의 표피세포에 존재하는 미세통로

(ectodesmata)를 통해 중금속을 흡수한다. Ectodesmata는 부세포

와 공변세포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로 기공이 없는 잎의 큐티

클층에서 중금속의 흡수가 가능하도록 한다[14]. Kozlov 등[15]

은 자작 나무 잎에서 Cu와 Ni 함량이 높은 미세입자의 이동을

연구했으며 입자가 기공을 통해 잎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금속 원소를 함유한 입자는 일반적으로 큐티클 왁스

에 포획된 후 잎 내부로 확산되는데 친유성 화합물의 큐티클을

통한 확산 및 친수성 화합물의 기공의 수성 공극을 통한 확산

두 가지가 있다. 잎 표면의 극성 및 소수성의 정도는 식물 종

에 따라 다르므로 종에 따라 입자를 축적하고 내부로 이동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Co, Cu 또는 Mn과 같은 몇몇 금속은

기공을 통해 식물 표피를 통과할 수 있지만, 큐티클을 통한 침

투는 PM의 크기에 의존한다[14]. 0.1 µm보다 크기가 작은

ultrafine PM이 기공을 통해 내부로 들어갈 수 있으며 Song 등

[16]은 그보다 큰 fine PM (지름이 2.5 µm보다 작은 입자)도

기공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잎 형태를 갖는 가로수를 선택

해 PM 크기별 PM이 잎에 축적되는 양을 비교하였으며 축적

된 PM 크기별로 금속 원소 함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세척 후 잎의 원소 분석으로 잎 표면을 통한 PM 흡수 가능성

을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채취

연구 지역은 청주시 충북대학교 내 도로변이며 대상 가로수로

공원 및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양목(Buxus koreana),

주목나무(Taxus cuspidata), 철쭉(Rhododendron yedoense)을 택

하여 2019년 5월에 시료를 채취하였고 6월에 이팝나무

(Chionanthus retusa)를 추가하여 2회에 걸쳐 각각 3종, 4종 가

로수의 잎을 채취하였다. 지면으로부터 높이 0.6-1 m 위치에서

잎의 크기에 따라 나무 당 약 50에서 100개의 잎(약 50개의 철

쭉, 이팝나무 잎과 약 100개의 주목, 회양목 잎)을 채취하였다.

5월에 채취한 시료는 예비실험으로 채취한 잎을 하나의 시료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6월에 채취한 시료는 수종별로 3그루의 나

무에서 3반복으로 채취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시하였다. 시

료를 채취한 나무들은 서로 10 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간

에 따른 변이를 최소화하였다. 채취한 나무는 모두 도로변에서

약 3-10 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였다. 충북대학교 내 도로(일평

균 교통량 5000대)는 교통량이 청주시에서 비교적 적은 지역으

로 이에 대한 대조구로 교통량이 많은 청주시 가로수로(일평균

교통량 10000대)의 도로에서 3 m 떨어진 지점의 이팝나무 잎을

채취하였다. 수종별 잎 채취량은 생체중으로 회양목은 3.2-3.6 g,

주목은 2.1-2.6 g, 철쭉은 5.7-7.1 g, 이팝나무는 17.8 g이었다. 채

취한 시료는 비닐봉투에 담아 실험실로 가져온 후 분석 전까지

냉장보관 하였다.

PM 정량분석

잎의 표면에서의 PM 추출은 Dzierżanowski 등[2]의 연구 논문

에 명시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잎 표면에 축적된

입자를 추출하기 전, 종이 필터를 30분 동안 60 oC 오븐(Lab

companion ON-11E, Jeio Tech, Daejeon, Korea)에서 건조하고

종이 필터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잎 표면에 축적된 입자를 씻

어내기 위해 각각의 나무에서 채취한 모든 잎을 150-250 mL의

증류수에 넣고 60초간 교반한 후 크기가 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메쉬 직경 100 µm의 금속 체(Chung Gye, Gunpo,

Korea)를 사용하여 PM 추출액을 여과하였다. 여과된 추출액은

직경이 47 mm인 No. 1 (Whatman, Maidstone, UK) 필터로

다시 여과하여 11-100 µm까지의 입자(PM>10)를 분리하였다. 추

출액의 여과에는 진공 펌프(GAST, Benton Harbor, USA)와 연

결된 Buchner funnel을 이용하였다. 여과된 물은 다시 No. 42

(Whatman) 필터를 통과시켜 2.5-10 µm까지의 입자(PM2.5-10)를

분리하였다. 필터에 큰 입자의 영향으로 작은 입자가 남지 않

도록 하기 위해 필터를 증류수로 여러 번 흘려 보내면서 필터

크기보다 작은 입자들이 최대한 걸러지도록 하였다. 필터는

60 oC 오븐에서 건조한 후 무게를 측정하여 각 입자 크기 별

PM의 함량을 계산하고 잎의 면적당 질량으로 표시하였다. 잎의

면적은 대표적인 잎 10개를 취하여 Image J (U. 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A, USA) 소프트웨어로 분석

하고 잎 면적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PM 크기별 금속 원소 분석

PM의 크기에 따라 존재하는 금속 원소를 분석하기 위해, 크기

가 다른 PM을 포함한 건조된 필터를 테프론 분해용기에 넣고

진한 질산과 진한 염산을 1대 3의 비율로 혼합한 왕수로 분해

하였다. PM을 포함하고 있는 필터를 분해용기에 넣고 왕수 8

mL를 처리하였으며 포집관에는 0.5 M 질산 5 mL를 넣고

heating block (OD lab, Gwangmyeong, Korea)에서 130 oC로

2시간 가열한 후 분해한 용액은 초순수로 30 mL로 희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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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을 포함하지 않은 필터를 왕수로 시료와 같은 방법으로 분

해하여 공시료로 사용하였다. 분해한 용액은 0.45 µm 주사기 필

터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0.8 방법에 따라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scopy (7800 ICP-MS,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을 사용하여 금속 원소 함량을 분석하였다[17].

나뭇잎의 원소 함량 분석

잎에 축적된 PM이 기공을 통해 잎 내부에 흡수될 가능성을 평

가하기 위해 PM 세척 후 잎의 금속 원소 함량을 분석하였다.

PM 추출 후 남은 잎을 60 oC 오븐에서 건조하고 작은 크기로

분쇄하였다. 분쇄한 나뭇잎 0.5 g을 100 mL 삼각플라스크에 넣

고 5 mL의 진한 질산을 넣어 24시간 반응시킨 후 140 oC의

heating block에서 분해액이 약 1 mL 남을 때까지 가열하여 분

해하였다. 분해한 용액은 시료내 금속 함량이 낮으므로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순수로 conical tube에 14 mL로 희석하였다.

분해액을 0.45 µm 주사기 필터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ICP-MS

로 분해액의 금속원소 함량을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시료의 정확도는 5-10개의 분석 시료 당 1개의 표준액을 삽입

하여 분석함으로써 평가하였고 90% 이상 되지 않을 경우 재분

석하였다. 정밀도는 3개의 반복 시료를 측정한 값으로 평가하

였으며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검출한계는 공시료를 반복 측정

하여 표준편차의 3배로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s software 25 (Ine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

USA)를 사용하였다. Pearson 상관분석으로 PM의 원소 간 상관

관계 및 잎과 PM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유의 수준은 99%

와 95% (**p <0.01, *p <0.05)에서 유의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시료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사후분석으로 Duncan의 다중

비교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가로수 종별 잎의 PM 축적량

5월에 채취한 가로수 종에 따른 PM 축적량을 분석한 결과, 주

목나무가 가장 많은 양의 PM을 축적하였고 회양목이 가장 적

은 양의 PM을 축적하였다(Fig. 1A). 또한 PM 크기별 축적량

을 비교해 보았을 때, PM>10은 주목나무 잎이 32.7 µg/cm2로 가

장 많은 양을 축적하였으며 회양목은 17.8 µg/cm2로 가장 적은

양의 PM>10을 축적하였다. 따라서 잎에 축적된 전체 PM의 양

을 결정하는 입자는 일반적으로 입자 크기가 가장 큰 PM>10인

것으로 판단된다. PM2.5-10은 회양목이 14.8 µg/cm2로 가장 많은

양을 축적하였으며 철쭉이 3.06 µg/cm2로 가장 적은 양을 축적

하였다(Fig. 1A).

6월의 PM 축적량을 5월의 축적량과 비교한 결과, 6월에 축

적된 PM의 양이 모든 가로수 종에서 5월보다 적었음을 확인하

였다. 시료 채취 10일 전부터 채취일까지 측정된 시료 채취 지

역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5월에 PM10이 56.9 µg/m3, PM2.5가

30.6 µg/m3이었으며 6월에는 PM10이 43.1 µg/m3, PM2.5가 29.9

µg/m3이었다(Fig. 2)[18]. 5월과 6월의 대기 중 미세먼지 측정량

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시료 채취일 전 4일간 강수량이 있었던

6월이 5월에 비해 대기 중 PM10과 PM2.5모두 낮았다. 이는 나

뭇잎에 축적된 PM양과 같은 경향을 보여 나뭇잎에 축적된 PM

양은 대기의 PM 상태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월에

있었던 4일의 강수가 축적된 입자를 씻어내 잎 표면에 축적된

PM양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9,20].

충북대학교 내 도로는 교통량이 청주시에서 비교적 적은 지

역이므로 대조구로 가로수로에서 이팝나무의 잎을 채취하여 분

석한 결과 가로수로에서 채취한 이팝나무 잎의 PM>10 축적량은

27.7 µg/cm2, PM2.5-10은 0.87 µg/cm2로 충북대에서 채취한 이팝

나무 잎의 축적량(PM>10=14.5 µg/cm2, PM2.5-10=0.65 µg/cm2)에

비해 많았다. 두 지역의 하루 평균 교통량을 비교해봤을 때 가

로수로의 교통량(10000대/일)이 충북대학교 내 도로 교통량(5000

대/일)의 2배로 나뭇잎에 축적된 PM의 양은 교통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6월 채취 시료에서 PM>10은 회양목 잎에 15.7 µg/cm2로 가장

많은 양이 축적되었으며 주목나무는 6.17 µg/cm2로 가장 적은

양의 PM을 축적하였다. PM2.5-10 또한 회양목이 9.59 µg/cm2로

가장 많은 양을 축적하였으며 주목나무는 거의 PM을 축적하지

않았다(Fig. 1B). 주목나무는 매끈한 잎 표면을 갖고 있기 때문

에 표면에 털을 갖고 있는 철쭉보다 미세입자를 보유할 수 있

는 능력이 떨어져 PM이 비에 의해 씻겨졌을 것이라 예측할 수

Fig. 1 Accumulated PM amount on roadside tree leaves in May (A) and

June (B).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B) and bars

with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pecies by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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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회양목의 경우 주목나무와 철쭉에 비해 높이가 낮고 잎

이 빽빽하게 분포되어 있어 다른 나무에 의해 잎이 비로부터

보호되었기 때문에 미세입자가 비에 씻기지 않고 잎에 흡착되

어 있었을 것이라 예상한다.

잎 표면의 현미경 사진에서 잎에 축적된 미세 입자들을 검은

점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입자들은 향축면의 잎

몸에 분포하는 홈에 축적되었다(Fig. 3). Mo 등(2015)의 연구에

서는 많은 fine 입자와 coarse 입자가 잎의 향축면에 쌓이며 일

부 coarse 입자는 배면에 부착되고 대부분의 입자는 기공 근처

에 부착되었다. 잎몸에 존재하는 홈은 PM2.5를 흡착하는 잎의

주요 부분이며 홈이 깊을수록 더 많은 입자가 존재하였다[21].

현미경으로 잎을 관찰했을 때 회양목은 잎이 굵고 광택이 있으

며 주목나무의 잎은 털이 없는 매끈한 표면을 가진 반면, 철쭉

과 이팝나무는 잎몸에 홈이 있고 특히 철쭉은 긴 털을 갖고 있

었다(Fig. 3). 회양목과 철쭉의 전체 PM축적량과 PM>10은 5월

과 비교해 6월에 모두 감소하였지만 PM2.5-10축적량은 회양목의

경우 감소하였으나 철쭉은 6월 축적량(6.02 µg/cm²)이 5월 축적

량(3.06 µg/cm²)보다 높았다. 비가 온 후에도 매끈한 표면을 갖

는 회양목에 비해 표면에 홈이 있고 털을 갖고 있는 철쭉이 작

은 크기의 미세먼지 입자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Beckett 등(2000)의 연구 결과에서도 매끈한 표면을

가진 포플러 같은 활엽수들보다 거칠고 털이 많은 잎 표면을

가진 white beam (Sorbus aria)이 많은 양의 PM10을 축적했다

[10]. 또한 Leonard 등[11]의 연구에서는 잎 모양은 같지만 털

의 유무에 따른 잎의 PM축적 정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털이 있

는 잎이 더 많은 PM을 축적하였다. 잎에 분포한 털은 PM을

붙잡을 수 있는 표면적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잎이 움직일

때 PM이 탈착되기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5월의 결

과에서 철쭉과 회양목의 전체적인 PM양은 비슷했으나 표면에

털이 있는 철쭉이 주목과 회양목에 비해 PM2.5-10의 축적량이 적

었던 이유는 잎의 왁스층 두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잎에 흡착된 PM의 양은 잎의 에피큐티클 왁스층 두께에 따라

서 달라질 수 있는데, 주목과 회양목이 철쭉에 비해 표면 광택

이 있기 때문에 왁스층이 철쭉보다 비교적 많으므로 더 많은

미세입자가 축적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11,22].

회양목은 끝이 둥근 타원형, 철쭉은 양 끝이 뾰족한 좁고 긴

타원형, 이팝나무 또한 긴 타원형으로 활엽이며 주목나무는 선

형의 침엽수이다. 5월의 결과에서 주목나무는 엽면이 좁은 선

형의 잎을 갖는 침엽수로 잎의 펄럭임이 적기 때문에 회양목과

철쭉보다 PM>10을 많이 축적했을 것이며, 회양목은 짧은 타원

형이며 둥글고 비교적 넓은 잎밑을 갖고 있어 바람에 의한 잎

의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PM2.5-10를 보유할 수 있었을 것이라

예측한다. Sæbø 등[23]의 연구에서는 소나무 잎의 표면이 거칠

지 않고 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PM축적하였다. 이

는 길고 좁은 바늘 형태의 잎은 넓은 잎보다 공기 중의 입자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Leonard 등[11]의

연구에서는 엽면이 넓은 종(Persoonia levis)과 긴 잎자루가 있

는 종(Dodonaea triquetra)은 엽면이 좁으며 짧은 잎자루가 있

는 종(Westringia fruticosa 및 Melaleuca styphellioides)보다 잎

의 PM보유량이 적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잎자루가 길며

좁은 잎밑을 가진 잎은 넓은 잎밑을 가진 잎보다 바람에 의해

더 잘 움직이기 때문에 PM의 축적량이 적고 잎을 통한 대기의

PM 제거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즉, 잎의 면

적, 모양, 길이 이외에도 잎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도

잎의 PM 축적 정도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PM 입자 크기 별 중금속 함량

잎에 축적된 PM의 원소 함량 분석 결과, 주로 Al, Ca, Mg,

Fig. 2 Atmospheric PM concentration for 10 days before sampling date

(May 7 and June 14) acquired from Airkorea (http://www.airkorea.or.kr/

web) in May (A) and June (B) in Bokdae-dong, Cheongju (0.6 km distant

from sampling site). In June, it rained for four days before sampling date.

Sampling date and the rainy days (* June 6, 7, 9 and 10) were marked

[19]

Fig. 3 Stereoscopic microscope observation of Buxus koreana (A), Taxus

cuspidata (B), Rhododendron yedoense (C), and Chionanthus retusa (D)

leaf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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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 Cu, Pb 등이 검출되었다. 5월 채취한 시료에서는 회양목의

경우 총 미세먼지 함량이 높지 않아 금속 함량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5월에 채취한 나머지 시료 분석 결과 Al, Ca, Mg, Fe,

Mn, Cd의 농도는 PM>10에서 높았으며 Cu, Pb, Zn은 PM2.5-10

에서 높았다(Table 1). 그러나 6월에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 대

부분의 원소 함량이 입자의 크기에 따라 크게 차이가 없거나

PM2.5-10 보다 PM>10에서 높았다(Table 1). 5월과 6월 원소 함량

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원소 함량이 감소하여 강우에 의해

입자가 씻긴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6월 시료 중 회

양목 PM의 Cd, Pb, Zn 함량은 다른 나뭇잎의 PM 보다 높았

다. 나무 종들 중 회양목의 PM2.5-10 축적량은 5월과 6월 계속해

서 가장 높았기 때문에 입자가 비에 의해 씻기지 않고 축적되

어 입자의 원소 함량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PM에 존재하는 각 원소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Mn,

Cd, Cu, Ni, Pb, Zn이 서로 상관성이 높았으며(p <0.01) Ca은

Al과 상관이 있었으며 Mg, Fe과도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p <0.01) (Table 2). 따라서 Mn, Cu, Pb, Zn, Ni, Cd이 같은

오염원으로부터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지각 구성 원소인

Al, Ca, Mg, Fe가 같은 발생원에서 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Lindbom 등[8]의 연구에서는 포장도로에서 차량의 바퀴에 의해

발생한 타이어 및 도로 마모 입자의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Emission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X)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O, Al, Si, Fe, K가 검출되었다

[8]. Lee 등[24]의 연구에서 또한 차량 주행 중 발생한 도로입

자들의 SEM-EDX 분석 결과 C, O, Na, Mg, Al, Si, S, Cl,

K, Ca, Fe이 미세입자들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분석되었다.

Popoola 등[25]은 산업 및 거주 지역에서의 대기 중 Cu 및

Mn은 구리 산업 공정 및 철근 생산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반면,

Cr, Pb 및 Zn은 아연 도금 철 파이프 생산, 기계 산업, 차량

생산 및 자동차 타이어 마모로부터 왔다고 설명하였다. 다른 연

구에서는 Cd, Ni, Mn 등의 원소도 제동장치 및 타이어에서 발

생한 마모 입자의 구성 성분임을 보여주었다[26]. 디젤 및 가솔

린 배기 가스, 도로 먼지, 석탄 연소도 유무기 PM 화합물의 주

요 공급원일 수 있으며 대기 중 PM의 Pb는 제련소 및 교통량

이 많은 곳에서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Khodeir 등[27]은

PM<2.5 및 PM<10의 중금속 중 Ni 및 V은 중유 연소, Ca, Fe,

Al, Si는 산업 활동, Pb, Br, Se은 교통량이 주요 공급원인 것

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잎에 축적된 PM>10에서

PM2.5-10 보다 함량이 높았던 Al, Ca, Mg, Fe는 포장도로의 마

모로부터 유래하였으며, PM2.5-10에서 함량이 높았던 Cu, Pb, Zn

등과 같은 중금속은 제동장치 및 타이어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

라 판단된다.

나뭇잎에 흡수된 금속 원소 함량

잎을 통한 PM의 흡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PM 세척 후 잎

의 원소 함량을 분석한 결과, 다량원소 함량은 5월에 비해 6월

채취한 시료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중금속을 포함한 미량원소 함

량은 시료 채취 시기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Table

Table 1 Metal concentrations (mg/kg) in different size of PM accumulated on roadside tree leaves sampled in May and June.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nd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particle size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pecies by one-

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0.05)

Sampling time Species Al Ca Mg Fe Mn Cd Cu Ni Pb Zn

May

Taxus cuspidata 
(PM>10)

6600 6508 3389 8967 180 0.180 1876 58.0 116 3836

Taxus cuspidata
(PM2.5-10)

3798 4205 ND 441 ND ND 3097 ND 167 5742

Rhododendron 
yedoense (PM>10)

5313 7515 3142 12586 178 0.966 526 64.9 87.3 1564

Rhododendron 
yedoense (PM2.5-10)

5236 4280 702 7694 ND 0.318 2120 ND 139 3240

June

Buxus koreana
(PM>10)

ND ND
2088

±2617b

6822
±3965b

68.1
±37.5b

7.23
±1.46a

735
±657a

88.9
±24.7a

39.3
±18.8ab

1684
±1037a

Buxus koreana
(PM2.5-10)

29798 ND
2988

±1309b

3771
±1275a

37.0
±0.37b

7.34
±5.75a

471
±28.1a

132
±115a

35.5
±0.10b

2503
±503a

Taxus cuspidata 
(PM>10)

ND ND 1943 20550 248 ND 997 168 58.5 1545

Taxus cuspidata
(PM2.5-10)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Rhododendron 
yedoense (PM>10)

3872
±162b

2340
±917b

2087
±130b

9928
±1154b

70.1
±21.4b

0.482
±0.45b

128
±28.4a

19.3
±9.90b

21.7
±5.49b

272
±304a

Rhododendron 
yedoense (PM2.5-10)

ND ND
592

±38.3c

1355
±176a

14.5
±0.91b 0.060

63.5
±12.5c

10.4
±2.50a

9.00
±1.20b

240
±55.1b

Chionanthus retusa 
(PM>10)

17319
±1325a

16436
±38.2a

7901
±401a

32764
±5395a

203
±4.08a

0.343
±0.05b

254
±55.1a

63.1
±3.54ab

65.3
±10.8a

461
±2.84a

Chionanthus retusa 
(PM2.5-10)

ND ND
7111

±1026a

36016
±18427a

186
±40.4a ND

242
±43.0b

87.4
±5.44a

100
±19.7a

704
±4.51b

NA: Not available,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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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 Mg와 같은 다량원소 함량이 6월에 더 높은 이유는 나

무가 생육함에 따라 나뭇잎의 원소 함량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Ersoy 등[28]의 연구에서도 4-11월의 시기 변화

에 따른 무화과나무(Ficus carica L. Yesil Goz) 잎의 원소 함

량 변화를 보았을 때 어린 잎보다 성장한 잎의 Ca, Mg 함량이

더 높았다. 5월과 6월의 잎 분석 결과 주목의 Mn과 Zn의 농

도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이는 주목의 잎에 흡

착된 PM의 Mn, Zn의 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잎이 미세입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잎의 표면에 흡착된 PM>10와 PM2.5-10 크기의 입자가 잎의 내

부로 이동하는 정도는 PM 크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가로수 잎에 흡수된 Mn, Cd, Cu, Ni, Pb, Zn를 대상으로 PM

크기별 중금속 함량의 상관분석 결과, 가로수 잎의 중금속은

PM>10의 중금속과 상관관계가 낮았으며 PM2.5-10의 중금속 함량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 =0.97, p <0.01). 따라서 PM2.5-10

의 Mn, Cd, Cu, Ni, Pb, Zn가 잎을 통해 들어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Uzu 등[29]은 상추(Lactuca sativa)의 잎

표면에서 Pb를 함유한 PM의 투과를 연구함으로써 식물 잎에

흡착된 PM이 주로 표피가 털처럼 나온 구조(trichome)와 큐티

클 왁스에 의해 보유되지만 PM에 흡착된 일부 금속 원소는 잎

조직 내부로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Schreck 등[30]의

연구에서는 납 배터리 재활용 공장에서 방출되는 대기의 PM에

노출된 식물과 노출되지 않은 식물의 원소 함량을 분석 및 비

교함으로써 Pb, Cu, Zn, Cd, Sn, Sb, As의 잎을 통한 흡수를

보여주었다. PM에 노출된 3 가지 식물 종(lettuce, parsley,

ryegrass)의 원소 별 농도는 모두 달랐다. 원소들 중 Pb의 농도

는 PM에 노출된 식물과 그렇지 않은 식물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Pb를 이용하여 ryegrass 엽면을 통한 PM의 흡수 및

이동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결 론

잎 표면에 홈이 있고 털을 보유한 철쭉은 매끈한 잎 표면을 가

진 식물보다 작은 PM 입자를 잘 유지할 수 있으며 왁스층이

두꺼운 잎 표면을 가진 주목과 회양목은 비교적 많은 PM을 축

적할 수 있다. 또한 잎이 좁은 선형의 잎을 갖는 침엽수는 넓

은 잎을 가진 식물보다 PM>10을 많이 축적할 수 있으며 타원

형이며 넓은 잎밑을 갖는 식물은 PM2.5-10를 보유할 수 있는 것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among metal concentrations in PM sampled in May and June

Metals Al Ca Mg Fe Mn Cd Cu Ni Pb Zn

Al 1.000

Ca 0.968** 1.000

Mg 0.685* 0.960** 1.000

Fe 0.475 0.930** 0.661** 1.000

Mn 0.268 0.876** 0.541* 0.954** 1.000

Cd 0.580 -0.190 -0.002 0.761** 0.778** 1.000

Cu -0.342 -0.262 -0.023 0.545** 0.802** 0.859** 1.000

Ni 0.588 0.851** 0.128 0.791** 0.837** 0.972** 0.932** 1.000

Pb -0.125 0.181 0.330 0.839** 0.940** 0.878** 0.893** 0.935** 1.000

Zn -0.163 -0.297 0.035 0.696** 0.793** 0.939** 0.925** 0.962** 0.935** 1.000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p <0.01, *p <0.05

Table 3 Metal concentrations (mg/kg) in tree leaves after washing PM sampled in May and June.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nd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pecies by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0.05)

Sampling time Species Al Ca Mg Fe Mn Cd Cu Ni Pb Zn

May

Buxus koreana ND 14896 3095 35.8 62.6 0.229 ND 1.86 2.53 25.3

Taxus cuspidata 33.8 4152 1131 59.9 530 0.184 ND 0.402 2.73 99.3

Rhododendron 
yedoense

7.21 13651 3685 47.4 63.5 0.633 ND 1.47 2.57 77.2

June

Buxus koreana
3.97

±4.53b

20240
±133a

3512
±264b

36.2
±0.64b

63.9
±2.01c

0.184
±0.01c

2.75
±0.39bc

2.02
±0.17a

2.61
±0.05a

19.7
±2.70d

Taxus cuspidata
29.9

±9.50a

5109
±326c

1382
±76c

50.7
±8.99ab

661
±10.3a

0.198
±0.02c

3.20
±0.97b

0.85
±0.37b

2.85
±0.35a

93.4
±4.54a

Rhododendron 
yedoense

29.3
±2.41a

20321
±3300a

5016
±12.4a

53.7
±2.18a

101
±15.7b

0.652
±0.03a

5.70
±0.66a

2.19
±0.14a

2.69
±0.04a

69.1
±6.19b

Chionanthus retusa
17.3

±0.56ab

10131
±625b

1292
±56.2c

63.2
±7.99a

34.7
±3.40d

0.285
±0.02b

1.89
±0.14c

0.35
±0.07c

2.63
±0.07a

43.5
±0.74c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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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나무들 중 주목의 Mn과 Zn의 농도가 높았으며

주목의 잎에 흡착된 PM의 Mn, Zn의 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잎

이 미세입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잎

의 표면에 흡착된 PM 입자가 잎의 내부로 이동하는 정도는 입

자 크기에 따라 다르다. 가로수 잎의 중금속(Mn, Cd, Cu, Ni,

Pb, Zn)은 PM2.5-10의 중금속 함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

기 때문에 PM2.5-10의 Mn, Cd, Cu, Ni, Pb, Zn가 잎을 통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초 록

식물 종마다 잎에 미세먼지(PM)를 흡착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

며 잎을 통해 PM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M

에 포함된 중금속은 인체 및 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입

자 크기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충북대학

교 내 도로변에 위치한 회양목 (Buxus koreana), 주목 (Taxus

cuspidate), 철쭉 (Rhododendron yedoense), 이팝나무 (Chionanthus

retusa)와 같은 가로수 잎에 축적된 PM을 입자 크기(PM>10 및

PM2.5-10)에 따라 분획 및 정량화하였다. 잎에 축적된 크기 별

PM의 금속 농도는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 분석법(ICP-MS)

으로 분석하였다. 나무 잎 표면에 축적된 PM>10의 질량은 6.11-

32.7 µg/cm2, PM2.5-10의 질량은 0-14.8 µg/cm2이었다. 잎 표면에

홈이 있고 털을 갖고 있는 철쭉이 작은 PM 입자를 잘 유지하

고 있었으며 광택이 있는 잎 표면을 가진 주목과 회양목은 많

은 PM을 축적하고 있었다. PM은 Al, Ca, Mg, Fe와 같은 지

각 구성 원소와 Cu, Pb, Zn와 같은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었다.

지각 구성 원소의 농도는 PM>10 입자에서 더 높았고, 중금속

농도는 PM2.5-10 입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잎에 흡수된

Mn, Cd, Cu, Ni, Pb, Zn과 PM2.5-10의 중금속 농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나무 잎을 통해 PM이 흡수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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