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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oil such as soil pH, cation exchange capacity, and organic matter content on single
extraction of Cd, Cr, Cu, Ni, Pb, and Zn using CaCl2, HOAc, HNO3, and DTPA were statistically investigated for 69 agricultural soils
in Kore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applied for soil samples which were grouped on the basis of
average values of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 Diluted HNO3 extracted higher concentrations of Cr, Cu, Ni, and Pb
when compared with the other extractants, however, similar amounts of Cd and Zn were extracted by HOAc with HNO3.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DTPA extraction showed a high correlation with other single and pseudo-total extraction
methods, and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oil influenced the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leached by the single extraction
methods. In the case of Zn, high correlations between pseudo-total and the studied single extraction methods were observed.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 could explain up to 74% of variances of the
single extraction result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 can have a direct influence on the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extracted by the single extrac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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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중금속 단일용출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학적 연구
한협조 ∙ 송창우 ∙ 이종운*
전남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책임저자 : jongun@jnu.ac.kr

요 약
국내 69개 농경지 토양 내 Cd, Cr, Cu, Ni, Pb, Zn을 대상으로 하여 토양 pH, 양이온교환능력, 유기물 함량 등의 물리화학적 특
성이 CaCl2, HOAc, HNO3, DTPA 등을 이용한 중금속의 단일용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학적으로 조사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은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높고 낮은 두 표본으로 구분한 후 이에 대해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Cr, Cu, Ni, Pb의 경우 HNO3를 적용하였을 때 다른 추출제에 비하여 높은 함량이 추출되었으나, Cd, Zn의 경우
HOAc를 이용한 추출에서도 유사한 함량이 추출되었다. 상관관계 조사 결과, DTPA 추출이 다른 단일용출 및 전함량과 상관관
계가 높았으며,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단일용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Zn의 경우, 전함량과 모든 단일용
출법들에 의한 추출 함량이 상호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최대 74%에 이르는 단일
용출 결과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단일용출 결과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주요어 : 토양, 중금속, 단일용출, 상관관계, 회귀분석

1. 서 론
우리나라는 중금속에 의한 토양 오염을 판단하기 위해
토양을 강한 혼합산인 왕수(aqua regia)로 침출한 후 침
출액 내 중금속 함량을 측정하는 전함량(pseudo-total) 개
념의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외국의 경우, 독일은
NH4NO3(DIN, 1997), 스위스는 NaNO3(VSBo, 1986)를 사
용하는 등 약한 추출제를 이용하여 중금속에 의한 토양
위해성을 판단하기도 한다(Han et al., 2020).
중금속은 토양 내에서 다양한 결합 형태, 예를 들면 이
온교환성, 탄산염 결합, 철·망간산화물 결합, 유기물 결합,
황화물, 잔류상 등으로 존재하며(Tessier et al., 1979;
Zimmerman and Weindorf, 2010), 환경 변화에 의한 중
금속의 이동도(mobility) 및 생물이용도(bioavailability)는
이러한 중금속의 결합 형태에 크게 의존한다. 특히 농작
물을 재배하는 농경지 토양의 경우, 인체 내로 직접 흡
수된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토양으로부터 작물로 용이
하게 전이될 수 있는 식물유효태(phytoavailable) 중금속
의 함량이 중요하다(Heemsbergen et al., 2009; Salazar et
al., 2012). 왕수 등의 혼합강산으로 추출된 토양 내 고농
도의 중금속 함량이 그대로 작물로 전이될 것으로 예측
하기는 어렵다(Krishnamurti and Naidu, 2003; Meers et

al., 2007a,b).
그간 토양 내 유효태 중금속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다
양한 ‘단일 또는 혼합용출법’이 많이 개발되었다. (이 논
문에서는 이들을 왕수에 의한 중금속의 전함량 추출과
대비하여 모두 ‘단일용출법’이란 용어로 통칭하도록 한
다) 널리 사용되는 추출제로는 0.01 M CaCl2, 0.1 M
NaNO3, 1 M NH4NO3 등 무기염 추출제, 0.11 M HOAc,
1 M NH4OAc 등 유기산 추출제, 0.1 M HNO3, 0.1 M
HCl 등 무기산 추출제, EDTA(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NH4OAc, DTPA(diethylenetetraminepentaacetic acid)CaCl2, Mehlich 3 등 혼합추출제 등을 들 수 있다(Meers
et al., 2007a; Seo et al., 2013; Han et al., 2020). 이러한
추출제들은 대체로 왕수에 비하여 중금속 용출 정도가
약하고, 적용 과정이 안전하며 간편하다. 단일용출법에
관한 그간의 국내외 연구는 주로 용출법 간의 통계학적
분석 또는 식물 전이 함량과 단일용출 함량 간의 상관관
계 분석 등이 주를 이룬다(Meers et al., 2007a,b; Seo et
al., 2013; Lim et al., 2014; Kelepertzis et al., 2015; Chiou
and Hsu, 2019).
복수의 토양을 왕수로 침출한 결과 중금속 전함량이 유
사하게 나온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토양에 동일한 단일
용출법을 적용하였을 때 역시 유사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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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는 단일용출법으로 추출되는 토양
내 중금속의 거동은 토양의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 예
를 들면 토양 pH, 양이온교환능력(cation exchange capacity,
이하 CEC), 유기물함량(organic matters content, 이하 OM)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성토에서의 중금속 용출특성을 확인
하는 연구는 수행된 바 있으나(Zhu et al., 2012), 중성 및
염기성 토양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토양
을 입도별로 구분하여 사토(sandy soil) 및 점토(clayey
soil)에서 중금속의 용출특성을 비교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지만 EDTA 용출법에 의해 추출된 중금속의 용출특성
에 대해서만 연구가 이뤄졌다(Lo and Yang, 1999). pH와
입도를 함께 고려하여 여러 단일용출법의 중금속 용출특
성을 비교한 연구가 수행된 적도 있으나(Meers et al.,
2007a), 이 연구에서는 오직 Cd의 용출특성만을 확인하
였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의 단일용출법에 관한 연구는
토양의 pH, CEC, OM 등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
한 고려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중금속과 단일용출법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은 이뤄
진 바 없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69개 농경지 토양을 채취하여
토양 pH, CEC, OM을 측정하고, 왕수 추출을 통한 중금
속(Cd, Cr, Cu, Ni, Pb, Zn) 전함량을 정량하였다. 또한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0.01 M CaCl2(무기염), 0.11 M
HOAc(유기산), 0.5 M HNO3(무기산), 0.005 M DTPA +
0.01 M CaCl2 + 0.1 M TEA(triethanolamine)(혼합추출제,
이하 DTPA로 통칭) 등 추출제 종류별 단일용출법을 적
용하여 용출된 각 중금속 함량을 측정하였다. 토양 내 중
금속 정량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학적 분석을 진행하여,
1) pH, CEC, OM 별로 분류한 각 표본에서 전함량 분석
법과 단일용출법 간의 상관분석, 2) 단일용출법에 의해
용출되는 중금속 함량과 토양 내 존재하는 중금속의 전
함량 및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간의 상호 관련성 분석
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토양을 ① 전체 토양 및 ②
pH, CEC, OM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높은 토양과 ③
낮은 토양 등 총 세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 내에서 중
금속의 전함량과 단일용출 함량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
였다. 또한 각 그룹별로 단일용출 함량을 종속변수, pH,
CEC, OM 및 왕수에 의한 전함량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전함량과 단일용출법 간의 상호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전함량과 단일용출에 의해 추출된 함
량 간의 상관분석(Zhu et al., 2012; Lima et al., 2016),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단일용출간의 상관분석 및 회
귀분석(Meers et al., 2007a; Seo et al., 2013; Sungu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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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4),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단일용출에 의해
추출된 중금속 함량으로 식물로 전이된 중금속 함량을
예측하는 회귀분석(Zhang et al., 2010) 등의 연구가 수행
된 바 있으나, 토양을 pH, CEC, OM 등 물리화학적 특
성에 의해 구분하여 많은 중금속의 다양한 단일용출 함
량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을 수행하려 한 것은 처음 시도
되는 것이다.
통계학적 유의성(significance)을 확보한 상태에서 토양
을 물리화학적 조건에 따라 구분하여 세밀하게 수행한
이 연구의 결과가 최근 실용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오염 농경지 토양의 단일용출법과 관련된 후속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2. 실험방법
2.1. 토양시료 채취
연구 대상 시료는 국내 화력발전소 주변 약 3.5 km 이
내의 농경지 토양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경남 삼천포
및 하동 화력발전소 주변에서 각각 11개, 9개, 충남 서천,
보령, 태안 화력발전소 주변에서 각각 10개씩, 강원 영동
및 동해 화력발전소 주변에서 각각 10개, 8개의 토양 시
료를 채취하였다. 각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1 km 단위
의 정사각형 격자를 구성한 뒤 각 격자 내에 존재하는
농경지 토양에서 표토와 심토를 채취하였다. 시료 대부
분은 표토이며 심토는 전체 69개 시료 중 14개이다. 표
토는 표면의 유기물을 제거하고 스테인리스 스틸 삽으로
채취하였으며, 심토는 핸드 오거를 이용하여 40~50 cm
심부의 토양을 채취하였다.
2.2. 토양의 물리·화학적 분석
채취한 시료는 불순물을 육안으로 선별, 제거하고 직
사광선이 없는 곳에서 자연건조한 후, 토양의 물리화학
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토양 pH, CEC, 작열감량(LOI;
loss-on-ignition)을 측정하였다(Song et al., 2019). 측정된
작열감량을 이용하여 Eq. 1~3을 이용, OM을 추정하였다
(Boyle, 2004).
( Ta – Tb )
LOI(%) = --------------------- × 100
( Ta – Tc )

(Eq. 1)

Organic carbon = 0.458 × LOI – 0.4

(Eq. 2)

Organic matter = organic carbon × 1.724

(Eq. 3)

이때, LOI는 작열감량, Ta는 105 oC에서 1시간 가열 후
무게, Tb는 550 oC에서 6시간 가열 후 무게, Tc는 회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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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무게이다.
-80 mesh 토양을 15 mL 코니칼 튜브에 1 g 정량 후
왕수를 넣고 70 oC에서 2 시간 가열하여 토양 내 Cd, Cr,
Cu, Ni, Pb, Zn을 추출한 후 ICP-OES(Spectro Genesis,
Spectro, Germany)를 이용하여 전함량을 정량하였다. 이때
왕수분해한 중금속 분석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ISO
인증표준물질인 BAM-U110(CRM BAM-U110, BundesAnstalt
für Materialforschung, Germany)을 삽입하여 분석한 후
IBM SPSS Statistics 26 프로그램의 일표본 t 검정을 이
용하여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p < 0.05), 모든 중금속이
표준물질의 불확실성(uncertainty)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확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0.01 M CaCl2 (pH 5.5) 용출은 -10 mesh 건조 토양 2 g
에 추출제 20 mL을 주입한 후 20 oC에서 50 rpm으로 2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Houba et al., 2000). 반응 후 원심
분리(2,000 rpm, 5분)와 0.45 μm 여과를 통하여 콜로이
드를 제거하였다. 0.11 M HOAc (pH 2.8) 용출은 -10 mesh
건조 토양 1 g에 추출제 40 mL을 넣은 후 22 oC에서 16
시간 반응시켰다. 추출액을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등액을 취하였다(Rauret et al., 1999). 0.5 M
HNO3 (pH 1.0 이하) 용출은 건조 토양 2 g에 추출제 10 mL
을 주입한 후 20 oC에서 120 rpm으로 2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van Ranst et al., 1999). DTPA (pH 7.3) 용출액은
0.005 M DTPA, 0.01 M CaCl2, 0.1 M TEA를 주입한 후
HCl을 이용하여 pH를 조정하였다(Lindsay and Norvell,
1978). -10 mesh 건조 토양 2 g에 DTPA 용출액 4 mL을
주입한 후 뚜껑을 막고 20 oC, 120 rpm으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원소 정량은 ICP-OES(Spectro Genesis, Spectro,
Germany)를 이용하였다.
2.3. 통계학적 분석
모든 통계학적 분석은 SPSS(IBM SPSS Statistics 26)
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이때 데이터의 정규분포 여부
를 확인한 후 양의 왜도(positive skewness)를 보이는 데
이터는 대수(log)로 변환시켜 투입하였다. 토양의 물리화
학적 특성별 중금속 거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pH, CEC,
OM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각각 낮은 토양과 높은 토양으
로 구분하여 통계학적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들을 통합
한 전체 토양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경우, Cd, Cr, Cu, Ni, Pb, Zn에 대하
여 종속변수는 각 단일용출 추출값, 독립변수는 토양 pH,
CEC, OM, 왕수분해를 통한 전함량 분석값으로 하였다.
이때 독립변수 투입방식은 모든 독립변수를 동시에 포함
하여 분석하는 동시입력 회귀분석(enter regression)과 종
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일부 독립변수만 포함한

단계입력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두 가지로 수행
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해석
3.1. 토양의 물리·화학적 분석
연구 대상인 총 69개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
한 결과, pH는 4.8~8.6 범위로서 평균 6.5, 표준편차 0.9,
CEC(단위: meq/100 g)는 6.0~40.2 범위로서 평균 20.0,
표준편차 7.4, OM은 1.0~15.0(%) 범위로서 평균 4.2%,
표준편차 2.6%였다(Table 1). 연구 대상 토양의 pH는 국
내 농경지 평균 pH 6.2 및 4.5~8.4(MOE, 2020) 범위와
매우 유사하며, CEC와 OM은 국내 농경지 평균값인 10.0
meq/100 g(Kim et al., 2009)과 2.3%(Roh et al., 2015)에
비해 다소 높았다.
3.2. 중금속 함량
왕수와 각 단일용출법으로 추출한 원소의 함량은 Table 1
에 나타내었으며, 각 단일용출법으로 추출한 중금속 함
량의 비교를 Fig. 1에 도시하였다. Fig. 1의 상자수염그림
(box-and-whisker diagram)에서 상자는 제1~3사분위수, 상
자 내의 가로선은 중앙값, ×는 평균값을 의미한다. 상자
바깥의 상하 가로선은 중앙값에서 1.5배만큼의 사분범위
(interquartile range)를 초과한 값 중 중앙값에 가까운 값
을 기준으로 상하에 각각 나타냈었으며, 이를 벗어난 값
은 동그란 점으로 표시하였다.
Cr, Cu, Ni, Pb의 경우 무기산 추출제인 0.5 M HNO3(이
하 각 추출제 앞의 농도 미기재)를 적용하였을 때 다른
추출제에 비하여 높은 함량이 추출되었으며, 혼합추출제
인 DTPA가 뒤이어 상대적으로 높은 추출효과를 보였다
(Fig. 1). 한편 Cd와 Zn의 경우 유기산 추출제인 HOAc
가 HNO3에 비하여 더 높거나 근사한 함량의 중금속을
토양으로부터 추출하였다. 같은 족에 속해 지구화학적으
로 거동이 유사한 Cd와 Zn이 유기산 추출제와 반응하여
높은 함량이 용출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왕수 추출과 비교하였을 때 각 단일용출법이 어느 정
도의 중금속을 용출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전함
량에 대한 각 단일용출 함량의 비율을 Fig. 2에 표시하였다.
단일용출법은 토양 내에서 이동성이 높은 중금속 함량
을 측정하는데 이용되며, 용출 메커니즘에 따라 그 목적
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CaCl2와 같은 용출제는 이온교
환에 의해 중금속을 추출하므로 토양 내 약하게 흡착된
중금속의 함량을 정량하는데 사용된다(Kabata-Pendias,
1993). 토양 내 수산화물 및 탄산염 형태의 화합물을 용
해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HOAc는 토양 근권(rhiz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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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number, mean, median, standard deviation, and range of pH, cation exchange capacity, organic matters, and the studied
elements extracted with aqua regia and 0.01 M CaCl , 0.11 M HOAc, 0.5 M HNO , and 0.005 M DTPA + 0.01 M CaCl + 0.1 M TEA
2

3

2

Sample number

Mean

Median

Standard deviation

Range

69

6.5

6.3

0.9

4.8~8.6

Cation exchange capacity (meq/100 g)

69

20.0

18.8

7.4

6.0~40.2

Organic matters (%)

69

4.2

3.5

2.6

1.0~15.0

pH

Aqua regia

50

1.3

1.2

0.5

0.7~2.9

0.01 M CaCl

50

0.2

0.2

0.0

0.1~0.3

0.11 M HOAc

50

0.7

0.7

0.1

0.5~1.0

0.5 M HNO

45

0.4

0.3

0.3

0.2~1.3

2

Cd (mg/kg)

3

*

DTPA

50

0.3

0.3

0.1

0.2~1.0

Aqua regia

69

72.2

51.7

58.3

22.3~259.6

0.01 M CaCl

0

n.d.

0.11 M HOAc

0

n.d.

0.5 M HNO

66

1.7

1.4

1.5

0.0~7.3

DTPA

53

0.2

0.2

0.1

0.1~0.5

Aqua regia

69

36.0

25.7

40.8

3.6~273.6

0.01 M CaCl

39

0.2

0.1

0.0

0.1~0.3

0.11 M HOAc

9

1.1

0.6

1.1

0.1~3.2

0.5 M HNO

69

7.9

7.1

6.4

1.2~43.9

2

Cr (mg/kg)

3

2

Cu (mg/kg)

3

DTPA

65

3.4

2.8

2.6

0.2~13.8

Aqua regia

69

43.0

36.4

22.3

15.1~118.8

0.1

0.0~0.4

0.01 M CaCl

8

0.1

0.1

0.11 M HOAc

1

0.6

0.6

0.5 M HNO

69

2.0

1.6

1.5

0.2~7.8

DTPA

58

0.9

0.7

0.8

0.1~4.2

2

Ni (mg/kg)

3

Aqua regia

69

71.1

69.7

15.1

28.1~122.3

0.01 M CaCl

16

1.4

1.4

0.2

1.0~1.6

0.11 M HOAc

34

3.9

3.8

1.0

2.4~6.0

0.5 M HNO

69

12.5

11.3

5.5

4.0~33.8

2

Pb (mg/kg)

3

DTPA

55

4.1

3.4

2.3

1.6~11.3

Aqua regia

68

119.1

116.9

43.6

52.7~330.9

0.01 M CaCl

56

2.7

2.6

1.2

1.7~9.4

0.11 M HOAc

28

21.0

14.4

13.5

11.1~59.8

0.5 M HNO

67

18.4

11.9

17.5

2.7~84.8

DTPA

47

12.9

8.8

10.0

5.3~45.6

2

Zn (mg/kg)

0.6

3

The values lower than detection limits were excluded.
DTPA : 0.005 M DTPA + 0.01 M CaCl + 0.1 M TEA
*

2

에 다량 분포하는 저분자 유기산(low molecular weight
organic acids)을 모사하므로 중금속의 생물이용도를 측정
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Meers et al., 2007b). 희석된 산
인 HNO3는 지구화학적으로 이동도가 높은 중금속 함량
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적용되며(Tipping et al., 2003),
DTPA 혼합용출은 토양 뿌리의 삼출물(exudates)을 모사
하여 식물이용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이 연구에서 Cd의 경우, 전함량에 비하여 HOAc에서

평균 약 57%, HNO3에서 평균 약 31% 정도가 용출되어
토양 내 존재하는 Cd가 수산화물 및 탄산염 형태로 다
량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Fig. 2). Cr과 Ni는 단일
용출법을 적용하였을 때 왕수에 비하여 매우 적은 함량
만이 추출(HNO3를 적용하였을 때 Cr 3%, Ni 5% 정도)
되어 채취한 토양 내에서 이들 중금속이 매우 강한 결합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Cu는 HNO3를 가하
였을 때 왕수 추출에 비하여 평균 약 30%, DTPA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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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anges of the heavy metals extracted from the soil
samples with the studied single extraction methods. Refer to the
text for each symbol.

Fig. 2. Extraction ratio of the heavy metals with the studied
single extraction methods over aqua regia (AR) extraction. Refer
to the text for each symbol.

시 약 12% 정도가 용출되었다. Pb는 HNO3 적용시 약
18% 정도, Zn은 HOAc 적용시 약 16%, HNO3 적용시
약 14% 정도가 용출되었다.

CEC, OM 별로 각각 평균값 이상과 이하의 두 그룹으로
분류한 후 각 그룹 내에서 중금속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
하였다.
단일용출법 가운데 DTPA 추출 결과가 다른 단일용출
및 왕수 추출 결과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d의 경우, DTPA 추출 결과는 낮은 pH(< 6.6)
토양을 왕수로 추출한 결과, 높은 CEC(> 20.0 meq/100 g)
를 갖는 토양을 HNO3 로 추출한 결과, 높은 OM(> 0.6%)
토양을 HNO3 추출한 결과와 0.6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토양을 pH, CEC, OM에 따라 구분

3.3. 통계학적 분석
각 중금속에 대하여 왕수를 이용한 전함량 및 각 단일
용출법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후, Pearson 상관계
수가 0.6 이상(p < 0.01) 되는 값들만 정리하여 Table 2
에 나타내었다. 이때,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이 단일용
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토양을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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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higher than 0.6 among pseudo-total and each single extraction method
Soil condition
low pH
high CEC
high OM

log AR
log HNO
log HNO

DTPA
0.701 (28)
0.630 (24)
0.651 (22)

*pH < 6.6,
**CEC > 20.0,
***OM > 4.6

Soil condition
low OM

log AR

log HNO
0.703 (37)

*OM < 4.2

*

Cd

**

***

Cr

*

Soil condition
Total
high AR
low AR
*

**

low pH

3

3

3

log HNO

3

log CaCl
log CaCl
log AR
log AR
log CaCl
log AR
log CaCl
log HNO
log CaCl
log CaCl
log CaCl

2

2

0.637 (36)
0.613 (34)
0.767 (19)

2

Cu
***

high CEC

0.629 (31)
0.675
0.657
0.659
0.650
0.637

2

3

low CEC
high OM
low OM

****

Soil condition
Total
low AR
low pH
high CEC
*

Ni

**

***

****

low OM

2

2

2

log HNO

3

log HNO
log HNO
log HNO
log HNO
log AR
log HNO

3

3

3

3

3

log DTPA
0.644 (39)
0.669 (22)

(18)
(28)
(21)
(16)
(23)

log DTPA
0.617 (58)
0.658 (29)
0.733 (30)
0.724 (21)

0.641 (39)

*AR > 36.0,
**pH < 6.5,
***CEC > 20.0,
****OM > 4.2

*AR < 43.0,
**pH < 6.5,
***CEC > 20.0,
****OM < 4.2

0.666 (39)

log DTPA
log HOAc
log HNO
AR
0.802 (28)
0.646 (67)
0.613 (47)
Total
log HOAc
0.767 (28)
0.887 (20)
log HNO
0.767 (47)
AR
0.686 (13)
log HOAc
0.870 (13)
0.865 (12)
high AR
log HNO
0.813 (24)
low AR
AR
0.689 (23)
AR
0.808 (12)
0.634 (31)
log HOAc
0.885 (12)
0.847 (9)
high pH
log HNO
0.827 (26)
AR
0.791 (16)
0.690 (36)
0.737 (21)
*AR > 119.1,
low pH
log HOAc
0.636 (16)
0.910 (11)
**pH > 6.5,
0.713 (21)
Zn
log HNO
***CEC > 19.9,
AR
0.753 (13)
0.838 (30)
0.713 (19)
****OM > 4.3
log HOAc
0.843 (13)
0.912 (9)
high CEC
log HNO
0.796 (19)
AR
0.883 (15)
0.628 (37)
0.621 (28)
low CEC
log HOAc
0.831 (15)
0.895 (11)
0.738 (28)
log HNO
AR
0.816 (15)
0.627 (30)
0.762 (17)
CaCl
0.672 (15)
high OM
log HOAc
0.706 (15)
0.892 (10)
log HNO
0.786 (17)
AR
0.881 (13)
0.724 (37)
0.605 (30)
low OM
log HOAc
0.892 (13)
0.886 (10)
log HNO
0.768 (30)
For Pb, no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higher than 0.6 existed. The numbers in brackets represent the number of samples. CEC:
cation exchange capacity (meq/100 g), OM: organic matter content (%), AR: aqua regia extraction (mg/kg)
Soil condition

3

3

*

3

**

3

3

***

3

3

****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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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한꺼번에 통계분석에 투입하였을 때에는 나타
나지 않는 결과로서,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단일용
출의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Cr은 전체적으로 용출법 사이의 상관관계가 불량하여,
낮은 OM 토양을 HNO3 로 용출한 경우에만 토양 내 전
함량과 0.703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이는 아마도 Cr이 채
취한 토양 내에서 대부분 강한 결합 형태로 존재하였기
때문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단일용출법 중 가장 강력
한 용출제인 HNO3에 의하여 Cr이 다량 용출되어 전함
량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Cu는 모두
11쌍의 용출법 간에서 좋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다른
중금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CaCl2-DTPA간의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이는 희석된 염(CaCl2)
에 의해서도 용이하게 추출될 정도로 토양 입자와 약하
게 결합하고 있는 Cu가 DTPA에 의해서도 선택적으로
추출될 수 있음을 말한다. 높은 CEC를 갖는 토양은 왕
수-HNO3, CaCl2-DTPA, HNO3-DTPA 간에 높은 상관관
계를 보였으며, 특히 토양을 물리화학적 특성별로 구분
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도 CaCl2와
DTPA 추출 결과 사이에는 0.644의 양호한 상관계수를
보였다. Ni는 6쌍의 용출법 간에 0.6 이상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대부분 HNO3-DTPA 간의 상관관계
에서 나타났다. Pb는 용출법 간에 0.6 이상의 상관계수
를 보인 경우가 전혀 없었다.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Zn의 경우로서, 두 용출법 간
의 상관계수가 0.6 이상인 경우가 47개로 다른 중금속에
비하여 매우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관계수가 0.8 이
상인 항목도 21개나 되었다(Table 2). 특히 CaCl2를 제외
한 다른 단일용출법에 의한 Zn 추출 함량과 왕수 추출에
의한 Zn 전함량 상호 간에 좋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pH,
CEC, OM 별로 구분하지 않은 전체 토양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전함량과 HOAc, HNO3, DTPA 추출량 간에 모
두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전체 토양을 대
상으로 하였을 때 모든 추출제 간에 좋은 상관관계를 보
인 것은 다른 중금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결과이다. 이
러한 모든 추출제 간 높은 상관관계는 낮은 pH 토양, 높
거나 낮은 CEC 토양, 높거나 낮은 OM 토양에서도 나타
났다. 다른 중금속과 달리 Zn이 모든 추출제 간에 높은
상관성을 보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원인은 규명할 수 없
으나, 토양 조건을 불문하고 무기염, 유기산, 무기산, 혼
합추출제, 왕수의 Zn 용출 정도가 비례하는 것은 흥미로
운 사실이다. 다른 중금속에서 전함량과 0.6 이상의 상관
계수를 보인 용출법은, 낮은 pH 토양을 DTPA로 용출한

Cd, 낮은 OM 토양을 HNO3로 추출한 Cr, 낮은 전함량
토양을 HNO3로 추출한 Cu, 낮은 pH 토양을 DTPA로 추
출한 Cu, 높은 CEC 토양을 HNO3로 추출한 Cu, 낮은
OM 토양을 HNO3로 추출한 Ni 정도였다.
각 단일용출 결과의 분산을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중금속 전함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Table 3). 이때 토양은 높은
pH, 낮은 pH, 전체 pH 토양의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으
며, 종속변수는 각 단일용출 결과값, 독립변수는 pH, CEC,
OM 및 전함량으로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수의
동시(enter) 투입방식 및 단계(stepwise) 투입방식을 모두
수행하였다. 동시투입방식은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며, 단계투입방식은 종속변수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들만을 회귀식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Table 3은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가 0.4 이상이고
매우 낮은 p값을 갖는 회귀식만 기술한 것이다. 이 회귀
식들은 ① 토양의 pH, CEC, OM 및 중금속 전함량(독립
변수)으로부터 단일용출 결과(종속변수)를 수학적으로 추
정할 수 있는 것과 ② 독립변수의 단계별 투입방식에 의
해 도출된 회귀식의 경우,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전
함량 중 단일용출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추
정할 수 있다는 기능이 있다.
Cd, Cu, Ni는 낮은 pH를 갖는 토양에 대해서만 0.4 이
상의 결정계수를 갖는 회귀식이 도출되었다(Table 3). 예
를 들어, Cd의 경우, 낮은 pH 토양에 대한 DTPA 용출
결과는 변수 동시투입방식에서 DTPA = 0.053 pH – 0.001
CEC – 0.130 logOM + 0.858 logAR – 0.003 회귀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 식은 DTPA 분산의 56%(R2)를 설
명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동일한 독립변수를 이용
하여 단계별 투입방식을 수행한 결과, DTPA = 0.882
logAR + 0.205 회귀식이 산출되었으며 이는 DTPA 분산
의 49%를 설명할 수 있다. 즉 낮은 pH 토양을 DTPA로
추출할 때 그 결과는 Cd 전함량만으로도 약 49% 정도가
설명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모든 독립변수(pH, CEC,
OM, 전함량)를 투입할 경우(56%)에 비해서 약 7%의 설
명력이 감소하나, 왕수 추출 결과(AR)만으로도 비슷한
정도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Cu와 Ni의
경우, 낮은 pH 토양을 DTPA 또는 HNO3로 추출할 때의
예상 결과값을 나타내는 회귀식이 각각 도출되었으며(R2
≒40%), 이때 회귀식에는 모든 독립변수가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Cr과 Pb는 0.4 이상의 R2 값을 갖는 회귀
식이 도출되지 않았다.
Zn의 경우에는 모든 pH, 높은 pH, 낮은 pH 조건에서
모두 0.4 이상의 결정계수를 갖는 회귀식이 18개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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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for each heavy metal
Metals

Soil condition

Cd

low pH

Variable inpu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

p value

enter

DTPA = 0.053 pH – 0.001 CEC –
0.130 logOM + 0.858 logAR – 0.003

0.561

0.001

stepwise

DTPA = 0.882 logAR + 0.205

0.491

< 0.001

2

Cu

low pH

enter

logDTPA = 0.183 pH + 0.003 CEC –
0.023 logOM + 0.739 logAR – 1.812

0.413

0.003

Ni

low pH

enter

logHNO = 0.262 pH + 0.005 CEC
– 0.190 logOM + 0.886 logAR – 2.711

0.404

0.001

enter

logHOAc = -0.015 pH – 0.001 CEC +
0.003 logOM + 0.003 AR + 0.935

0.648

< 0.001

stepwise

logHOAc = 0.003 AR + 0.835

0.643

< 0.001

enter

logHNO = -0.022 pH + 0.012 CEC +
0.317 logOM + 0.005 AR + 0.224

0.554

< 0.001

stepwise

logHNO = 0.005 AR + 0.012 CEC +
0.314 logOM + 0.101

0.55

< 0.001

enter

logDTPA = -0.015 pH + 0.010 CEC +
0.168 logOM + 0.003 AR + 0.419

0.478

< 0.001

stepwise

logDTPA = 0.003 AR + 0.010 CEC + 0.398

0.459

< 0.001

stepwise

CaCl = 0.058 CEC – 0.962 logOM + 2.025

0.487

< 0.001

stepwise

logHOAc = 0.003 AR + 0.868

0.652

0.001

enter

logHNO = 0.045 pH + 0.018 CEC +
0.206 logOM + 0.005 AR – 0.357

0.631

< 0.001

stepwise

logHNO = 0.005 AR + 0.019 CEC + 0.048

0.593

< 0.001

enter

logDTPA = 0.046 pH + 0.016 CEC –
0.144 logOM + 0.004 AR – 0.076

0.525

0.003

stepwise

logDTPA = 0.004 AR + 0.015 CEC + 0.237

0.508

< 0.001

enter

logHOAc = 0.046 pH – 0.014 CEC +
0.034 logOM + 0.005 AR + 0.669

0.748

0.003

stepwise

logHOAc = 0.004 AR – 0.014 CEC + 0.955

0.737

< 0.001

enter

logHNO = 0.124 pH + 0.007 CEC +
0.367 logOM + 0.006 AR – 0.623

0.591

< 0.001

stepwise

logHNO = 0.006 AR + 0.369 logOM +
0.224

0.55

< 0.001

enter

logDTPA = -0.025 pH – 0.001 CEC +
0.216 logOM + 0.004 AR + 0.550

0.584

0.005

stepwise

logDTPA = 0.004 AR + 0.478

0.543

< 0.001

all pH

Zn

high pH

low pH

3

3

3

2

3

3

3

3

되었다(Table 3). 예를 들어, 낮은 pH를 갖는 토양으로부
터 HOAc를 이용하여 Zn을 추출하는 경우, logHOAc =
0.004 AR – 0.014 CEC + 0.955 회귀식에 의하여, Zn 전
함량(AR)과 CEC 분석 결과만으로 74%에 이르는 HOAc
추출 결과의 분산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이는 토양 내 Zn
전함량과 CEC가 HOAc로 추출할 수 있는 Zn 함량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Zn의 경우, 단계별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았을 때, 토양
내 전함량이 다른 단일용출 함량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으
므로 추출제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회귀식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pH를 갖는 토
양 내 Zn을 CaCl2로 추출할 경우, 전함량보다는 CEC와
OM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CaCl2처럼 희석된 무기염에 의해 용출되는
Zn 함량은 강한 혼합산인 왕수에 의해 추출되는 함량과
관계가 없으며 도리어 CEC나 OM같은 토양의 특성에 의
해 조절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
전함량 이외에 Zn의 추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pH 토양의 HNO3 추
출시 CEC와 OM, DTPA 추출시 CEC, 높은 pH 토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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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O3와 DTPA 추출시 CEC, 낮은 pH 토양의 HOAc 추
출시 CEC, HNO3 추출시 OM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번호 2020R1I1A307435911) 및 농촌진흥청(과제번
호 2G24015053032020)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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