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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Cadmium (Cd) has long been 
recognized as one of most toxic elements. Application of 
organic amendments and phosphate fertilizers can decrease 
the bioavailability of heavy metals in contaminated soil.
METHODS AND RESUL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effect of combined application of phosphate 
fertilizer and manure in reducing cadmium phytoavailability 
in heavy metal contaminated soil. Phosphate fertilizers 
[Fused and super phosphate (FSP) and K2HPO4 (DPP)] and 
manure (M) were applied as single application (FSP, DPP, 
and M) to combined application (FSP+M and DPP+M) 
before radish seeding. K2HPO4 decreased NH4OAc 
extractable Cd and plant Cd concentration, mainly due to 
increases in soil pH and negative charge. However, FSP 
increased NH4OAc extractable Cd and plant Cd 
concentration. Manure significantly increased soil pH and 
negative charge. Combined application of phosphate 
fertilizer and manure were much more effective in reducing 

Cd phytoavailability than a simple application of each 
component. Calculated solubility diagram indicated that Cd 
concentrations in the solution of soils amended with 
phosphate fertilizers and manure were undersaturated with 
respect to all potential Cd minerals [Cd3(PO4)2, CdCO3, 
Cd(OH)2, and CdHPO4]. Plant Cd concentration and NH4OAc 
extractable Cd were negatively related to soil pH and 
negative charge. 
CONCLUSION: Alleviation of Cd phytoavailability with 
phosphate fertilizer and manure can be attributed primarily to 
Cd immobilization due to the increase in soil pH and negative 
charge rather than Cd and phosphate precipitation. Therefore, 
combined application of alkaline phosphate materials and 
manure is effective for reducing Cd phytoavailability. 

Key Words: Cadmium, Immobilization, Manure, Negative 
charge, Phosphate 

서  론

카드뮴 오염 농경지를 복원하는 방법은 생물학적 처리

방법, 물리적 처리방법, 화학적 처리방법 등 다양하게 있

다 (Takijima and Katsumi, 1973; Cao et al., 1993; 
Adriano, 2001). 이러한 방법 중 실제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산비료를 이용하여 토양 내 카드뮴을 화학적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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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하는 방법은 다른 처리방법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오

염지의 환경훼손 없이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Hong et al., 2008). 인산비료를 이용하여 토양 내 카드뮴을 

부동화하여 식물이용성을 저감시키는 기술은 과거 수십 년간 

꾸준히 연구되어왔으며 최근 들어 이와 관련된 연구의 관심

이 증가되고 있다 (Basta et al., 2001).
인산에 의한 카드뮴의 부동화는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크게 두 가지의 원인에 의해 이

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첫 번째 원인은 Eq. 1과 같이 토

양 내에서 카드뮴과 인산이 침전반응을 통해 난용성의 카드뮴-
인산 화합물을 형성하여 수용성의 카드뮴이 부동화되는 것이

다 (Chen et al., 1997; McGowen et al., 2001; Seaman et 
al., 2001). 3Cd2+ + 2PO4

3- ⇄ Cd3(PO4)2 log K = 32.6 Eq. 
1 (Jurinak and Santillian-Medrano, 1974).

두 번째 원인은 인산에 의해 유도된 카드뮴 이온의 흡착에 

의한 것이다 (Bolan et al., 1999; Naidu et al., 1994). 토양 

내 인산은 음이온 형태로 존재하며 토양교질과 특이적 흡착

을 하여 강하게 결합한다. 이 과정을 통해 토양의 pH는 증대

하게 되고 토양의 음하전도를 증대시키게 된다. 인산의 흡착

에 의해 음하전이 증대된 토양교질에 양하전의 카드뮴이온은 

쉽게 흡착되어 부동화된다.
다수의 연구결과들이 인산비료가 카드뮴의 식물이용성을 

저감시킨다는 것을 입증해왔다 (Levi-Minzi and Petruzzelli, 
1984; Naidu et al., 1994; Chen et al., 1997; Bolan et al., 
1999; McGowen et al., 2001; Seaman et al., 2001). 그러

나 최근 들어 일부 연구결과들은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Hong 등 (2008) 은 카드뮴 오염 농경지 내 용과

린 비료의 시용은 오히려 알타리무 내 카드뮴의 흡수량을 증

대시킨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Hong 등 (2010)의 결과

에 따르면 인산비료의 종류에 따라 카드뮴을 부동화하는 효

과가 상이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험에 사용된 인산

비료 중 K2HPO4의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수의 연구결과들이 인산비료가 카드뮴의 식물이용성을 저감

시키는데 우수하다고 보고하였으나 인산비료의 시용에 의해 

토양 내 식물유효태 형태의 카드뮴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인산의 카드뮴 부동화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일부 연구에서는 인산과 함께 석탄회나 슬래그와 같은 부산

물제재들을 시용하였다 (Takijima and Katsumi, 1973; Wu 
et al., 1984). 그러나 산업 부산물인 석탄회와 슬래그는 일부 

독성이 높은 중금속을 포함하고 농경지에 토양개량재로서의 

사용에 대해 늘 의문시 되어왔다 (Adriano et al., 1978; 
Page et al., 1979; Adriano et al., 1980).

토양 내 축분퇴비의 시용은 토양의 pH와 음하전도를 증

대시켜 카드뮴과 같은 양이온성 증금속을 부동화시켜 식물이

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Pierzynski and 
Schwab, 1993; Krebs et al., 1998; Merrington and 
Madden, 2000; Bolan et al., 2003). 또한 현재 국내 시중에

서 판매되고 있는 축분퇴비는 농가에서 사용이 용이하고 가

격이 저렴하여 카드뮴 오염농경지에 인산비료와 함께 시용하

기에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카드뮴 오염 

농경지에서 카드뮴 부동화에 대해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진 두 

인산제재(용과린과 K2HPO4)를 선정하고 두 제재의 부동화효

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축분퇴비를 시용하여 카드뮴의 식물이

용성 저감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토양과 공시재료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경남 합천군 술곡리의 봉산광산

(128°01'N 34°37'E) 인근 밭 토양을 공시토양으로 선정하였

다. 대상지역의 토양은 칠곡통에 속하는 토양이었으며 점토

6.1%, 미사 35% 모래 58.9%를 포함하는 사질양토(sandy 
loam)이었다. 공시토양의 pH는 6.57로 약산성이었으며 유기

물의 함량은 38.9 g/kg이었다. 치환성양이온의 함량은 7.54 
cmolc/kg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공시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은 Table 1에 나타냈다. 공시토양 내 조사된 중금속 중 카드

뮴의 함량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토양 내 카드뮴의 총함량은 9.1 mg/kg으로 토양오염우

려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였다. 공시인산제재로는 시중에 판

매되고 있는 인산질 비료인 용과린과 인산화합물인 K2HPO4

를 선정하였다. 유기물 제재로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축분

퇴비를 선정하였다. 공시제재의 이화학적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Items Concentr
ation

Warning 
criteria*

pH (1:5 with H2O)
Organic matter (g/kg)
Total nitrogen (g/kg)

Available phosphorus (mg/kg)
Cation exchange capacity (cmolc/kg)

Exchangeable cation (cmolc/kg)
K
Ca
Mg
Na

Total heavy metals (mg/kg)
Cd
Cu
Pb

6.57
38.9
3.5
101
7.54

0.17
3.97
0.87
0.03

9.1
44.9
56.4

4
150
200

*Means warning criteria of each heavy metals established 
by Korean Soil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 before th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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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FSP K2HPO4 Manure

pH (1:5 with H2O) 5.7 9.5 6.2

Phosphorus (g/kg)

Water soluble 27 63 -

Citric acid soluble 44 68 -

Total 89 177 24

Total carbon (g/kg) - - 391

Total nitrogen (g/kg) - - 22

Table 2. Chemical properties of phosphate fertilizers and 
manure used for this study

Treatment Phosphate 
fertilizer

Application 
rate

(P2O5 kg/ha)

Manure 
application

(Mg/ha)

Control
FSP
DPP
M

FSP+M
DPP+M

-
Fused and 

superphosphate
K2HPO4

-
Fused and 

superphosphate 
K2HPO4

0
78
78
0
78
78

0
0
0
30
30
30

Table 3. Treatment plots set up for this study

현장시험

토양 내 카드뮴의 농도변화와 작물의 카드뮴 흡수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2006년 9월 알타리무(Raphanus sativa L.) 
씨를 파종하여 50일간 재배를 실시한 후 수량 및 식물체 내 

카드뮴농도를 조사하였다. 처리구 (각각 10 m ˟ 1 0 m, 100 
m2)는 완전임의 배치법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인산제재인 용

과린과 K2HPO4를 0과 78 P2O5 kg/ha으로 시용하고 유기

물제재로 축분퇴비를 0과 30 Mg/ha 시용하여 3반복으로 실

시하였다. 자세한 처리구의 내용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모
든 처리구에 질소(N 150 kg/ha)와 가리(K2O 81 kg/ha)를 

동일한 양으로 처리하였다. 

토양과 식물체 이화학적 특성 및 카드뮴 함량 조사

공시토양의 이화학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

행하였다. 토양과 물을 1:5 비율로 침출 후 pH meter (Orion 
3 star, Thermo Electron Corporation)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으며, 유기물은 Tyurin 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RDA, 
1988). 총질소 함량은 Kjeldahl 증류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Bremner, 1965), 치환성 양이온 1 N NH4OAc (pH 
7.0) 로 침출 후 ICP-OES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photometer Perkin Elmer Model 
OPTIMA 4300DV, Shelton Connecticut USA)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유효인산의 함량은 Lancaster method (RDA, 
1988)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효태 카드뮴(NH4OAc 
extractable Cd)의 함량은 토양과 용액의 비를 1:5로 하여 1 
M NH4OAc로 1시간 침출한 후 여과하여 ICP-OES로 Cd

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토양의 음하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토양 5 g을 1 M 

NaCl 30 mL을 가하여 1 시간 동안 교반한 후 원심분리시켜 

상등액을 따라내고 남아 있는 토양에 ethyl alcohol 20 mL
을 가하여 남아있는 침출액을 3회 반복하여 씻어냈다. Ethyl 
alcohol을 분리시킨 후 상등액은 따라내고 남은 토양에 1M 
NH4OAC 30 mL을 가하여 1 시간 동안 침출하였다. 침출 

후 여과시켜 여과액 내의 나트륨(Na)의 함량을 ICP-OES로 

분석하여 음하전도를 구하였다. 
수확 후 알타리무를 지상부와 지하부로 분리시킨 후 드라

이 오븐에서 70℃에서 72 시간 동안 건조 후 분쇄하였다. 분
쇄된 시료 1 g을 채취하여 ternary solution 으로 분해시킨 

후 ICP-OES로 Cd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모델링

토양 용액 내 카드뮴 화학종의 침전양상을 조사하기 위해 

Visual MINTEQ (ver 2.23)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모델링을 실시하기 위해 이온세기와 pH는 각 처리구에서 조

사된 수치로 고정되었으며 양이온 (Cd, Ca, K, Mg, Na, Pb, 
Ni, Zn, Fe, Mn, NH4)과 음이온(PO4, Cl, CO3,NO3, SO4)
의 함량을 몰(mol/L)단위로 대입하고 dissolved organic 
carbon (DOC)의 함량도 대입되었다. 

모델링을 위한 토양용액 내 화학적 특성조사

알타리무의 수확 후 토양 내 카드뮴 화학종 규명을 위한 

모델링을 실시하기 위해 코어 샘플러 (5 cm x 5 cm)를 이용

하여 표층토를 채취하였다. 채취된 시료의 토양 용액(pore 
water)는 15 분간 6,000 rpm으로 원심분리하여 분리되어 진 

후 0.45 ㎛ membrane filter로 여과되었다. 여과액은 양이온 

(Cd, Ca, K, Mg, Na, Pb, Ni, Zn, Fe, Mn, NH4)과 음이온

(PO4, Cl, CO3,NO3, SO4) 그리고 DOC의 함량 분석에 이용되

었다. 여과액 중 양이온 은 ICP-OES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음이

온 함량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피(Ion Chromatograph Dionex 
Corporation Model ICS-2000 IC, USA)에 의해 측정되었

다. CO3의 함량은 적정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USSLS, 
1954). NH4의 함량은 비색법으로 측정되었으며 (Sparks, 
1996), DOC의 함량은 TOC 분석기 (Shimadzu Model 
TOC-VCPN, Japan)에 의해 분석되었다. 

결과 및 고찰

식물체 수량 및 카드뮴의 흡수특성

알타리 무의 재배기간 동안 가시적인 독성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카드뮴은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가시적인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John et al., 1972; Khan and Frankland, 
1983). 그러나 이러한 독성현상은 고농도의 카드뮴에 의해서 

유발된다. 축분퇴비 및 인산비료를 시용한 중금속 오염지에서 

알타리무의 수량은 Fig. 1과 같다. 수확 후 알타리 무의 수량

은 처리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처

리 간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인산비료와 축분퇴비의 시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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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ponse of fresh yield of radish plants by 
phosphate fertilizers and manure application at harvest 
time. 

무처리(57.8 Mg/ha)에 비해 수량의 증대를 나타냈다. 축분

퇴비의 단독시용은 인산비료를 단독으로 시용하였을 때 보다 

수량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산비료와 축분퇴비를 

혼합 시용하였을 때 알타리 무의 수량은 인산비료나 축분퇴

비를 단독으로 시용하였을 때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용과린과 K2HPO4의 시용에 따른 알타리무의 카드뮴 흡

수특성은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2). 용과린

의 시용에 의해 알타리무 지상부와 지하부 내 카드뮴의 함량

은 무처리에 비해 증가되어졌다. 반면, K2HPO4의 시용에 의

해 알타리무 내 카드뮴의 함량은 유의하게 감소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알타리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카드뮴 함량은 

K2HPO4의 시용에 의해 무처리의 1.48과 0.87 mg/kg에서 

1.23과 0.71 mg/kg로 각각 16.9와 18.4% 씩 감소되어졌다. 
본 연구팀의 이전 연구결과에서는 현장시험에서 용과린의 시

용량을 780 P2O5 kg/ha까지 증가시켰을 때 알타리무의 지

하부와 지상부 내 카드뮴의 함량이 무처리의 0.39 mg/kg과 

3.13 mg/kg에서 1.14 mg/kg과 3.13 mg/kg까지 유의적

으로 증가되어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Hong et al., 2008). 
그리고 실내시험에서 K2HPO4를 1,600 mg/kg까지 시용하

였을 때 토양 내 유효태 카드뮴의 함량이 무처리의 1.48 
mg/kg에서 0.47 mg/kg까지 현저히 감소되어지는 것을 확

인하였다 (Hong et al., 2010). 축분퇴비의 시용은 인산비료

의 시용에 비해 알타리무 내 카드뮴의 함량은 감소시키는 효

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알타리의 지상부와 지

하부의 카드뮴 함량은 축분퇴비의 시용에 의해 0.76과 0.69 
mg/kg로 각각 48.6와 20.7% 씩 감소되어졌다. 용과린과 축

분퇴비를 혼용하였을 때가 용과린을 단독처리하였을 때 보다 

알타리무 내 카드뮴의 함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처리구 중 알타리무 내 카드뮴의 함량

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가장 우수한 처리구는 K2HPO4와 축분

퇴비를 혼용하였을 때였으며 지상부와 지하부의 카드뮴 함량은 

0.73과 0.67 mg/kg로 각각 50.7와 23.0% 씩 감소되어졌다. 

Root

Con trol FSP DPP M FSP+M DPP+M

0.6

0.7

0.8

0.9

1.0

1.1 a a

b

b

b

b

Shoot

Cd
co
nc
en
tra
tio
n(
m
g/k
go
nd
ry
ba
se
)

0.6

0.8

1.0

1.2

1.4

1.6

1.8

2.0

a
ab

b

c

c
c

Fig. 2. Changes of Cd concentration in radish plant by 
phosphate fertilizers and manure application at harvest 
time. 

알타리무의 지상부의 카드뮴 흡수농도는 인산비료나 축분

퇴비의 시용에 상관없이 지하부의 카드뮴 농도보다 훨씬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처리에서 지상부와 지하부의 카드뮴 

농도는 1.48과 0.87 mg/kg으로 지상부의 카드뮴 농도가 약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결과들

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Bingham, 1979; Hong et al., 2007; 
Hong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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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 and negative charge of soils amended with 
phosphate fertilizers and manure at harve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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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내 카드뮴 함량 및 화학적 특성

인산비료와 축분퇴비의 시용에 따른 토양 내 유효태 카드

뮴 함량 변화는 알타리무 내 카드뮴 함량 변화와 비슷한 경향

을 나타내었다 (Fig. 3). 용과린과 K2HPO4의 처리에 의한 유

효태 카드뮴의 함량은 무처리의 함량과 통계적 유의차를 나

타내지 않았으나 용과린의 처리에 의해 토양 내 유효태 함량

은 무처리에 비해 다소 증가되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K2HPO4

에 의해 감소되어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두 인산제

재의 서로 다른 효과는 각 인산제재의 화학적 특성에서 기인

된 것으로 판단된다. 산성비료인 용과린은 pH가 5.7이고 비

교적 적은 양의 수용성 인산 (27 P g/kg)을 함유하고 있다. 
반면 알카리성 비료인 K2HPO4는 pH가 9.5이고 수용성 인

산함량(63 P g/kg)을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하고 있다 (Hong 
et al., 2010). Fig.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용과린의 시용에 

의해 토양의 pH와 음하전도는 감소되어지는 결과를 나타내

었으나 K2HPO4의 시용에 의해 토양의 pH와 음하전도는 증

가되어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토양의 pH가 감

소하게 되면 토양의 음하전도가 감소되어 카드뮴 이온의 흡착

은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토양의 pH와 음하전도의 변화

에 따라 토양 내 유효태 카드뮴의 함량은 변하게 된다 (Bolan 
et al., 1999). 인산비료와 축분퇴비를 혼용하였을 때 유효태 

카드뮴의 함량은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K2HPO4와 축분퇴비

를 혼용하였을 때 유효태 카드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기물을 시용하였을 때 토양의 

pH와 음하전도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K2HPO4와 축분

퇴비를 혼용하였을 때 토양의 pH와 음하전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인산을 이용하여 토양 내 카

드뮴을 부동화하기 위해서는 K2HPO4와 같이 토양의 pH를 

개선시킬 수 있는 알카리성 인산제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

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며 용과린과 같은 산성인산제재를 

사용하더라도 축분퇴비와 혼용하면 카드뮴을 부동화할 수 있

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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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H4OAc extractable Cd concentration in soils 
amended with phosphate fertilizers and manure at harvest
time. 

Minerals Equilibrium reaction Log Ksp

Cadmium 
phosphate
CdHPO4

Octavite
Cd(OH)2

Cd3(PO4)2 ↔ 3Cd2+ + 2PO4
3-

CdHPO4 ↔ Cd2+ + HPO4
2-

CdCO3 ↔ Cd2+ + CO3
2-

Cd(OH)2 ↔ Cd2+ + 2OH-

-32.6
-3.2

-12.01
-14.7

Table 4. Solubility products of cadmium minerals 

카드뮴의 부동화

인산의 시용에 의해 카드뮴은 토양 내 침전반응을 통해 카

드뮴-인산침전물(Cd-phosphate precipitates)을 형성하여 

부동화되어질 수 있다. 토양 내 화학반응 예측 모델인 Visual 
MINTEQ에 의해 조사된 카드뮴화합물(Cd minerals)의 반

응식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용과린과 K2HPO4의 시용에 따른 토양 용액 내 카드뮴의 

농도는 CdCO3, Cd3(PO4)2, Cd(OH)2, CdHPO4에 대하여 

불포화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Fig. 5).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인산제재의 처리에 의해 Cd-phosphate precipitates
의 형성을 통한 카드뮴의 부동화기작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알카리성 토양의 조건에서 Cd-phosphate 
precipitates와 Octavite (CdCO3)의 형성반응은 더 잘 일어

나게 된다 (Lindsay, 1979). 유기물과 인산의 혼용을 통해 

증가된 토양의 pH조건에서 카드뮴의 침전반응이 잘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결과에서 용과린이나 K2HPO4를 축

분퇴비와 혼용하여도 모든 카드뮴화합물에 대하여 토양 내 

카드뮴의 농도는 불포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즉, 인산과 유기물의 혼용처리에 의해서도 카드뮴과 인산의 

침전반응에 의한 카드뮴의 부동화기작은 발견되지 않았다. 

logH2PO4
- - pH

-16 -14 -12 -10 -8

lo
gC
d2
+ +
2p
H

2

4

6

8

10

12

14

16

Control
FSP
DPP
M
FSP+M
DPP+M

CdCO3

Cd3(PO4)2

Cd(OH)2

CdHPO4

Fig. 5. Cadmium solubility diagram with soi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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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4OAc 
extractable Cd Soil pH Negative 

charge

Cd in radish 
shoot 0.950*** -0.938*** -0.863***

Cd in radish root 0.833*** -0.777*** -0.655**

NH4OAc 
extractable Cd -0.912*** -0.865***

Soil pH 0.873***

** and *** denote significance at 99% and 99.9% level, 
respectively.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d concentration
in radish and soil properties

인산과 유기물에 의한 토양 내 유효태 카드뮴의 농도변화

는 토양의 pH와 음하전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되어진다. Table 5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NH4OAc 
extractable Cd와 토양 pH와 음하전도는 고도로 유의한 부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알타리무의 지상부와 지하부 

내의 카드뮴 흡수농도와 NH4OAc extractable Cd의 함량은 

고도의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토양 내 유효태 카드뮴의 

함량과 알타리 내 카드뮴 흡수 농도와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인산과 유기물의 시용에 의

한 알타리무 내 카드뮴 흡수저감은 토양의 pH와 음하전도의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인산과 유기물의 시용에 의한 카드뮴의 부동화는 카드뮴과 

인산의 침전반응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pH와 음하전도의 증

대에 기인된 카드뮴 이온의 흡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인산에 의한 카드뮴의 식물저감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로 다른 특성의 두 인산제재인 용과린과 K2HPO4를 선정

하여 축분퇴비와 혼용하여 처리한 후 알타리무 내 카드뮴 흡

수특성과 토양 내 카드뮴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K2HPO4는 

토양의 pH와 음하전도를 증대시켜 토양 내 유효태 카드뮴 

함량과 알타리무내 카드뮴 흡수농도를 저감시키는 효과를 나

타내었다. 반면 용과린은 토양의 pH와 음하전도를 감소시켜 

유효태 카드뮴 함량과 알타리무 내 카드뮴 함량을 증가시키

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축분퇴비와 인산비료와의 혼용은 인산

제재의 특성에 관계없이 인산비료를 단독으로 시용하였을 때 

보다 알타리무 내 카드뮴 흡수농도와 토양 내 유효태 카드뮴 

함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산비료나 축분퇴비의 시용에 의해 토양 내 인산과 카드뮴의 

침전반응에 의한 난용성의 카드뮴 화합물의 형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토양의 pH와 음하전도는 토양 내 유효태 카드뮴의 

함량과 알타리무 내 카드뮴의 함량과 고도로 유의한 부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인산비료와 

축분퇴비에 의한 카드뮴의 부동화는 인산과 카드뮴의 직접적

인 침전반응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양의 pH와 음하전도

의 증대에 기인된 카드뮴의 흡착증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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