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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암지 의 중금속 함유 낙엽의 분해에 관한 연구
I. Microcosm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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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ttempted to compare the litter decomposition rate of Arundinella hirta and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which collected from serpentine soil acting potentially toxic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and non-serpentine soil by using the microcosm method for 192 days
under constant humidity and 23��C. The contents of Ni, Fe, Mg and Cr in the serpentine and non-
serpentine soil originated litter showed high differences between them. The litter samples from
serpentine site have lower C/N than non-serpentine litter, but the soluble carbohydrate content was
shown almost similar between two plant litter. The mass loss rates of leaf litter from serpentine area
were slower than those from non-serpentine site.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the remained dry
weight of A. hirta and M. sinensis var. purpurascens litter collected from serpentine site were
64.7%, 65.0% of initial dry weight and litter samples from non-serpentine site showed 54.2%,
50.7%, respectively. K and Na were leached rapidly at the initial decomposition periods, but Ca
showed immobilization and other metal elements reserved at the decomposing litter for a long time.
The decomposing A. hirta litter from non-serpentine soil showed higher values of CO2 evolution,
microbial biomass-C, and microbial biomass-N than those in serpentine soil originated litter acting
nutrient stresses and exhibited rapid decay rate. The microbial biomass and microbial respiration
of decaying litter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litter decomposition rate, and these relationships
showed more rapid slope in non-serpentine soil originated litter than that in serpentine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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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낙엽 분해 과정은 생태계의 양염류 순환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과정으로서 식물 성장과 분해의 균형은

생태계의 안정성을 이룬다(Swift et al. 1979; Berg and Mc-

Claugherty 2003). 

식물은 뿌리를 통하여 토양속의 양염류와 함께 중금

속을 흡수하며 잎의 표면을 통해서도 기로부터 중금속

을 침착, 흡수한다 (Berg and McClaugherty 2003). 따라서

오염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식물체의 중금속 함량에

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Berg et al. 1991; Berg

and McClaugherty 2003). 

중금속을 함유하는 토양은 낙엽을 분해하는 미생물에

하여 독성을 유발하거나 양염류의 순환에 반응하는

효소를 불활성화시켜 (Rühling and Tyler 1973; Berg and

McClaugherty 2003; Berg and Laskowski 2006) 낙지엽의

분해를 억제함으로써 토양유기물 축적의 원인이 된다

(Rühling and Tyler 1973; Coughtrey et al. 1979; Grodzinski

et al. 1990; Cortufo et al. 1995). 

중금속의 낙엽분해에 한 억제효과는 중금속의 독성

을 변화시키는 요인과 중금속에 한 분해미생물의 민감

도에 따라 다르며, 상 적으로 낙엽분해 초기에 그 향

이 크게 나타난다 (Cotrufo et al. 1995; Hattori 1996). 일반

적으로 분해 중인 낙엽에서의 중금속 함량은 낙엽의 중

량감소가 80%에 이를 때까지 증가하며 (Berg and Mc-

Claugherty 2003), 낙엽에 이미 축적된 중금속 함량이 낙

엽 분해 후기로 갈수록 리그닌과 같은 난분해성 유기물

을 분해하는 미생물의 작용을 억제하여 분해는 더욱 느

려지게 된다(Berg et al. 1991; Berg and McClaugherty

2003; Berg and Laskowski 2006). 

국내에서 식물체 내의 중금속에 한 연구는 주로 폐

광산 지역과 그 주변 하천에서 중금속 흡수를 조사한 연

구 (이와 이 1996; 김 등 1997; 옥 등 2003; Jeon and Choi

2006; Kim et al. 2006)와 중금속을 함유한 토양에서 식물

의 생물량 생산에 관한 연구 (Mun, 1988; Kim and Shim,

2008), 중금속 함량이 높은 사문암 토양에서 식물체 내

함량과 식생에 한 연구 (김 등 1997; 김 1998), 그리고

사문암 토양에서 생육하는 식물의 생장과 중금속 흡수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Kim et al. 2006; Kim and Shim 2008).

본 연구는 안동 사문암 지역과 인근 조구의 자연 토

양에 서식하는 새 (Arundinella hirta)와 억새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의 낙엽을 채취하여 낙엽 내 중

금속이 실험실 조건에서 분해율의 차이를 유발하는지 알

아보았으며, 금속원소를 함유하는 낙엽과 조구 낙엽의

분해 중에 미생물량 (microbial biomass)과 효소활성 및

미생물 호흡량을 측정하여 분해 중인 낙엽에서 이들 생

물학적 활성과 중금속과의 관계를 검토하 다.

재료 및 방법

1. 식물종의 선정 및 낙엽분해의 측정

김 (1998)과 Kim et al. (2006), 그리고 Kim and Shim

(2008)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안동의 사문암

지역과 그 인근의 비사문암 지역에서 동시에 분포하고

있으며 (vodenbag plant), Cr, Ni의 함량이 높은 억새 (M.

sinensis var. purpurascens)와 새 (A. hirta)의 낙엽을 각각

현지로부터 채취하 다. 채취한 낙엽은 60�C에서 충분

히 건조시킨 후 망목이 1.5 mm×1.5 mm인 낙엽주머니

(8 cm×8 cm)에 1.5~2.0 g을 넣었다. 뚜껑의 탈착이 가능

한 1 L 용량의 유리병을 사용하여 microcosm을 제작하

다. 뚜껑에는 9 mm의 구멍을 뚫고 그곳에 고무마개를

하여 폐가 되도록 하는 한편 필요시 병 안의 기체를 채

취하도록 하 다. 병의 바닥에는 깨끗이 세척한 석 사

400 g을 깔고 90%의 water holding capacity가 되도록 수

분을 맞추어 microcosm 내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

다. 낙엽주머니를 석 사 위에 놓고 뚜껑을 연채로 23�C

에 두어 분해 실험을 진행하 다.

2. 식물체의 분석

식물체의 양염류 함량과 리그닌과 셀룰로즈, 그리고

가용성탄수화물의 함량분석을 위하여 식물재료를 60�C에

서 충분히 건조시킨 후 Wiely mill로 갈아 1 mm 이하가

되도록 분쇄하여 사용하 다. 탄소와 질소 함량의 측정

을 위해서는 이를 다시 ball mill로 분쇄하여 사용하 다.

식물체 내의 무기 양원소의 함량은 식물체 시료 1 g에

10 mL의 HNO3 (1 DW : 1 HNO3)와 60%의 HCLO4를 가하

여 분해시킨 후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

etry : JY-ULTIMA-2)로 측정하 다 (Helrich 1990).

리그닌과 셀룰로즈의 분석은 ADF (acid detergent fiber)

방법으로(Rowland and Roberts, 1994), 가용성탄수화물 함

량은 anthrone법으로 측정하 다. C와 N의 함량은 CHN

analyser (240XA)로 측정하 다. 

3. 분해 식물체의 미생물호흡량의 측정

분해중인 식물체로부터 발생되는 CO2의 측정은 micro-

cosm병의 내부를 CO2를 제거한 공기로 충분히 환류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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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뚜껑의 고무마개를 닫고 일정시간 정온에 정치하 다.

일정 시간 경과 후 microcosm내 공기를 취하여 IRGA로

CO2 함량을 측정하여 μmol CO2 L-1 hr-1로 표현하 다.

4. 분해 식물체의 미생물량 (microbial biomass) 측정

분해 중인 낙엽의 microbial biomass-C와 -N의 측정은

Ross and Sparling (1993)의 chloroform extraction 방법에

따라 측정하 다. microcosm으로부터 회수한 낙엽을 잘

게 잘라 암소에서 chloroform으로 24시간 훈증한 후 수

회 감압과 회복을 반복하여 chloroform을 제거한 다음

0.5 M K2SO4로 추출하여 micobial biomass-C와 -N의 측

정에 사용하 다. 추출 여과액에 K2Cr2O7, HgO, H2SO4,

H3PO4를 첨가하여 환류가열한 후 diphenylamine을 지시

약으로 하여 ferrous ammonium sulphate로 적정하고 mic-

robial biomass-C==EC /0.38로 산출하 다 (Vance et al.

1987). EC는 훈증한 시료의 적정치에서 훈증하지 않은 시

료의 적정치를 뺀 값이다.

Microbial biomass-N은 chloroform 훈증 후 0.5 M K2SO4

추출 여과액을 ninhydrin-reaction 방법으로 측정하 다

(Joergensen and Brookes 1990). 측정된 NH4-N을 biomass

N으로 환산하기 위해 Microbial biomass-N==5.0∙EN을

사용하여 biomass N을 계산하 다. EN은 훈증한 시료의

적정치에서 훈증하지 않은 시료의 적정치를 뺀 값이다.

결 과

1. 낙엽의 질과 화학적 조성

사문암 지역과 비사문암 지역에서 획득한 낙엽의

C/N, 셀룰로즈, 리그닌 함량은 Table 1과 같다. 낙엽의 가

용성 탄수화물, 셀룰로즈 그리고 리그닌 함량은 사문암

지역과 비사문암 지역의 낙엽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사문암 지역 식물체에서 질소 함량은 다소 높았으

며 탄소 함량은 낮은 특성을 보여 M. sinensis var. pur-

purascens와 A. hirta 모두 C/N과 lignin/N은 사문암 지

역 식물체에서 낮은 값을 보 다. 즉 A. hirta는 사문암의

낙엽에서 각각 C/N과 lignin/N이 33.6과 4.57 그리고 비

사문암 토양의 낙엽에서는 각각 47.3과 6.13의 값을 보

다. M. sinensis var. purpurascens의 C/N과 lignin/N은

사문암의 낙엽에서 36.8 과 8.91 그리고 비사문암 토양의

낙엽에서 각각 42.7과 8.94를 나타냈다.

사문암과 비사문암 두 지역에서 채취한 M. sinensis var.

purpurascens와 A. hirta 두 식물종의 체내 양원소 및

금속원소 함량은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Ca, P, K은 사문

암의 낙엽에서 적은 함량을 보인반면, Ni, Mg, Fe은 사문

암 지역의 낙엽에서 많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Na,

Cr은 두 지역의 낙엽에서 그 함량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Table 2).

A. hirta의 경우, 사문암의 낙엽은 비사문암의 낙엽에서

보다 Cr은 1.2배, Ni는 2.5배, Mg는 3.1배, Fe는 3.1배 높

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M. sinensis var. purpurascens는 사

문암 지역의 낙엽에서 Cr, Ni, Mg, Fe의 함량이 비사문암

의 낙엽에서보다 각각 1.03, 1.6, 2.5, 1.4배 높게 나타났다.

2. 낙엽의 건중량 변화

Microcosm을 이용한 분해실험에서 두 식물 종 모두

는 비사문암 지역 낙엽의 분해가 사문암 지역 낙엽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Fig. 1). 192일 간의 실험기간 동안 A.

hirta의 경우, 비사문암 지역 낙엽과 사문암 지역 낙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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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rbon, nitrogen, soluble carbohydrate (SCH), cellulose and lignin contents, C/N and lignin/N ratio in the leaf litter of the M. sinensis
var. purpurascens and A. hirta collected from the serpentine (S) and non serpentine (N.S) area, Andong, Korea (Mean±standard devi-
ation, n==4)

C N C/N SCH Cellulose Lignin Lignin/N

A. hirta N.S 44 0.93 47.3 9.3±0.3 34.1±2.4 5.7±1.8 6.13
S. 42.7 1.27 33.6 11.9±1.7 32±3.1 5.8±0.8 4.57

M. sinensis var. N.S 44.5 1.04 42.7 11.2±0.6 37.3±5.2 9.3±2.4 8.94
purpurascens S 43.8 1.19 36.8 10.9±0.2 36.2±3.4 10.6±2.8 8.91

Table 2. Element contents in the leaf litter of two plant species col-
lected from non-serpentine (N.S) and serpentine (S) sites.
The values indicate mg kg-1 dry litter (Mean±standard
deviation, n==4)

Elements 
A. hirta M. sinensis var. purpurascens

N.S S N.S S

Ca 2686±147 1553±46 2399±185 1624±30
P 655±4 677±15 1603±33 802±2
K 4811±142 3542±4 4958±375 3029±225
Na 443±3 436±5 480±11 415±2
Cr 15.6±0.2 19.1±0.5 15±0 15.5±0
Ni 8.4±0.2 21.1±2.3 8.5±0 13.8±1.8
Mg 2141±44 6529±76 1759±42 4331±104
Fe 179±14 551±107 157±1 214±21



잔존량은 각각 초기 건중량의 54.2%, 64.7%를 보 다. 

M. sinensis var. purpurascens는 낙엽분해 초기에는 비사

문암 지역에서 채취한 낙엽과 사문암 지역에서 채취한

낙엽 사이에 분해율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92일

간의 실험 종료시점에서는 비사문암 식물과 사문암 식물

의 잔존량이 초기 건중량에 비해 각각 50.7%와 65.0%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3. 낙엽 분해미생물의 호흡량 변화

Microcosm 내에서 낙엽의 분해 과정 중 발생되는 CO2

의 양을 전 실험기간 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측정하 다.

미생물의 호흡으로 발생되는 CO2량은 분해 초기에 증가

하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2). 

A. hirta는 비사문암 낙엽의 분해 시 발생되는 CO2의

누적량이 사문암 낙엽에 비해 크게 높았다. 사문암 낙엽

의 경우 호흡량은 분해 실험 시작 7일 후 정점 (20.7

μmol g-1 h-1)에 도달하 으며, 비사문암 낙엽의 경우에

는 35일이 지난 후 정점 (40.7μmol g-1 h-1)에 도달하

고 그 이후엔 서서히 감소하 다. 

M. sinensis var. purpurascens는 비사문암 낙엽과 사문

암 낙엽의 호흡 패턴에 있어서 A. hirta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사문암 낙엽은 14일이 지난 후 가장 높은 호

흡량(49.2μmol g-1 h-1)을 나타냈고, 비사문암 낙엽은 35

일 경에 가장 높은 호흡량을 나타낸 후 서서히 감소하

다 (50.3μmol g-1 h-1).

4. 분해 중 낙엽에서 microbial biomass-C와

-N의 변화

식물체의 분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미생물의 양을

살펴보기 위해 microcosm에서 회수한 낙엽 상의 m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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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mass loss of each leaf litter species during experimental period in microcosm under constant humidity and 23�C temperature
condition. Opene circles are non-serpentine plant litter, and closed circles are serpentine plant litter.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
(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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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CO2 evolution from the leaf litters during decomposition in microcosms under constant humidity and 23�C  temperature
condition. Open circles are non-serpentine plant litter, and closed circles are serpentine plant litter.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
(n==4).



bial biomass-C와 -N을 측정하 다 (Figs. 3, 4). 분해가 진

행됨에 따라 microbial biomass-N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M. sinensis var. purpurascens에서는 모든 측정 시

기에서 microbial biomass-C와 -N의 함량이 비사문암 낙

엽에서 다소 높았으나 사문암 낙엽과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는 않았다. A. hirta에서 microbial biomass-C는 사

문암 낙엽에 비해 비사문암 낙엽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

었다. Microbial biomass-N은 61일이 지난 후 비사문암

낙엽 상의 함량이 크게 증가하여 사문암 식물에 비해 비

사문암 식물체 상에서 높은 함량을 보 다.

5. 낙엽의 원소 함량의 변화

낙엽의 분해 중 양원소와 금속원소의 함량 변화는

Figs. 5, 6과 같다. 낙엽 내의 K와 Na은 분해의 초기에 급

격한 용탈을 보 다. P는 실험 초기에 다소 빠른 속도로

함량이 감소하 으나 그 이후에는 거의 일정하거나 오히

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상 적인 immobilization을 보

다. Ca의 경우는 분해 중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금속 원소의 경우, 분해가 진행됨에 따라 초기함량을 유

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일반적인 immobilization 경향

을 보 다. 이러한 증가량은 비사문암 낙엽에서 큰 비율

로 나타났으며, Ni, Mg에서 뚜렷하 다. 그러나 비사문암

낙엽 내 중금속의 절 농도는 사문암 낙엽에서 보다 낮

았다. Cr은 M. sinensis var. purpurascens와 A. hirta의 사문

암과 비사문암 낙엽에서 분해 중 함량의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아 낙엽 내에 안정적으로 잔류하는 경향을 보 다.

고 찰

낙엽의 분해는 물리적 환경과 낙엽의 화학적 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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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microbial biomass-C on the decomposing leaf litter in the microcosms under constant humidity and 23�C temperature
condition. Open circles are non-serpentine plant litter, and closed circles are serpentine plant litter. Values are means with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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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는다 (Heal et al. 1997; Zimmer 2002; Sariyildiz

and Anderson 2003). 일반적으로 기후요인은 큰 규모에

서 분해율을 결정하며, 미세하게는 C/N, lignin, N, lignin/N

등과 같은 낙엽의 화학적 조성의 차이가 분해율을 결정

하는 요인이 된다 (Berg et al. 1993; Heal et al. 1997). 

본 실험에 사용한 A. hirta와 M. sinensis var. purpuras-

cens는 생육입지가 다른 사문암 토양과 비사문암 토양

에서 낙엽의 화학적 조성에 차이가 있었다. 사문암지 에

서 생육하는 식물체에서 N 함량이 높았고, 탄소, 리그닌,

셀룰로즈의 함량에는 조지역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사문암 식물체에서 Ni, Fe의 중금속 함량은 현저

히 컸으며, 부분의 양원소에서는 낮은 함량을 보 다. 

식물체의 중금속 흡수는 식물종과 원소의 종류에 따

라 다르며 (Berg 1991; Bagali et al. 2003), 경상북도 안동

의 사문암 지 토양에서 서식하는 식물에서는 Ni과 같

은 중금속의 함량이 높다 (Kim et al. 2006; Kim and Shim

2008). 이러한 환경에 분포하는 식물종 중에는 고농도로

중금속을 함유하는 종이 있고 서식환경의 특성 때문에

고유종의 출현이 두드러질 뿐 아니라 (Brookes 1987; 김

등 1997; 김 1998) 식물체의 성장이 억제되는 경향이 있

다 (Kim and Shim 2008).

이런 결과로 산업오염지에서 낙엽의 분해가 느려지고

(Rühling and Tyler 1973), 낙엽의 축적이 증가 한다(Coug-

htrey et al. 1979; Grodzinski et al. 1990). 이러한 원인은

낙엽을 분해하는 분해미생물에 한 중금속의 독성 때문

으로 설명되어 왔다(Rühling and Tyler 1973; Berg and Mc-

Claugherty 2003; Berg and Laskowski 2006). 

본 실험 결과 비사문암 지 와 사문암 지 로부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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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낙엽의 microcosm내 분해에서 사문암 지 의 낙엽

이 현저히 적은 분해량을 보인 것은 사문암 식물과 비사

문암 식물 낙엽의 Ni, Fe, Cr 등과 같은 높은 중금속 함량

의 차이가 낙엽의 유기물조성의 차이에서 유발되는 낙엽

분해의 지연효과를 능가하는 것으로 보이며(Cotrufo et al.

1995; McEnroe and Helmisaari 2001), 또한 높은 낙엽 내

중금속 농도가 낙엽 분해 미생물군집에 해 독성을 일

으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Berg and McClaugherty 2003).

각 낙엽의 분해가 진행되는 동안 K, Na와 같은 수용성

원소의 용탈이 빠르게 일어났고, P와 Mg은 소폭 감소하

거나 초기 농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 으며, Ca는 분

해 중 농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Berg 1984; Mc-

Enroe and Helmisaari 2001). Fe와 Ni의 경우, 비사문암 지

의 낙엽에서는 분해가 진행되는 동안 사문암 낙엽에서

보다 높은 증가폭으로 침적되었으나 사문암 지 의 식

물에 비해 그 절 농도는 낮았다. 낙엽 분해 중 중금속

의 동태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부분의 야외 실험

연구에서 중금속 원소들은 낙엽 무게가 80%가량 감소될

때까지 그 농도가 증가한다(Berg and McClaugherty 2003;

Berg and Laskowski 2006). 분해중인 낙엽 내로의 중금속

의 도입 경로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토양으

로부터 곰팡이 균사의 성장(McBrayer and Cromack 1980;

Berg et al. 1991)에 의한 것이고 또 하나의 경로는 임내우

를 통해서 (McBrayer and Cromack 1980; Laskowski et al.

1995)이루어진다. 특히 낙엽 분해 중 증가하는 미생물량

및 부식질에 결합하는 중금속의 immobilization은 낙엽

내의 중금속 함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Berg

and Laskovski 2006). Microcosm을 사용한 본 연구에서는

외부로부터 도입될 수 있는 중금속원을 가지고 있지 않

으므로 분해 중인 낙엽에서 각 중금속 함량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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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분해되는 낙엽이 함유하고 있

던 중금속은 낙엽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잔류하는 특징을

잘 보여주었다.

분해되는 낙엽으로부터의 CO2 발생은 분해 초기에 큰

값을 나타낸 뒤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Microbial

biomass-C는 낙엽분해 시작 60일 이후에 그 증가가 현저

히 둔화하는 경향이었다. 낙엽의 분해 중 낙엽 내 누적

microbial biomass-C와 발생한 CO2의 누적량은 뚜렷한 양

의 상관을 나타낸다. 

낙엽분해에 있어서 분해 미생물의 양, 미생물 활성 (호

흡) 그리고 낙엽 분해량 사이에는 분명한 양의 상관을

나타내었다(Fig. 7). 그러나 사문암 지역 낙엽에서의 미생

물량과 호흡과의 관계는 비사문암 지역의 낙엽에서 보

다 빠른 증가율을 보 다. 이는 중금속에 의한 향으로

서 미생물 군집의 중금속에 한 스트레스가 호흡량의

증가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Odum 1985; Chan-

der and Brookes 1991a; Bardgett and Saggar 1994; Insam

et al. 1995).

일반적으로 낙엽 내의 총 질소 양은 분해과정 중 증가

하는데(Nicolardot et al. 2001) 이는 낙엽 분해에 작용하는

미생물의 증가와 그로 인한 질소의 immobilization때문이

다 (Koenig and Cochran 1994). Constantinides and Fownes

(1994)는 N 함량이 낮은 낙엽은 분해 중 microbial bio-

mass-N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 본 실

험 결과에서도 분해 초기 낙엽의 N 함량과 분해 192일

후의 낙엽 내 microbial biomass-N은 음의 상관을 나타

냈다 (Fig. 8). 

본 연구 결과는 사문암의 성인에 기인한 사문암 토양

의 높은 중금속 함량은 식물 체내로 흡수되고 낙엽에 잔

류하여 그 분해를 억제하는 현상을 분명히 나타내 주었

다. 이들 중금속의 낙엽 분해에 미치는 향은 낙엽의

분해율을 낮추며, 낙엽 분해에 따라 낙엽 내 중금속함량

의 상 적 증가는 미생물 군집에 한 생리적 스트레스

를 유발하여 호흡은 늘리지만 낙엽의 분해율은 저해하

다. 이러한 중금속의 작용은 낙엽의 유기화학적 조성

의 차이에서 생기는 분해율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토양 내의 중금속은 식물의 성장에

한 억제 효과뿐 아니라 식물체 내의 중금속 함량을 높여

낙엽의 분해와 같은 물질 전형 속도를 상당히 늦출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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