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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bration sensor system was newly introduced to detect
earthworm movement responding to the toxicity of heavy metal
contaminants in soil.
The manifestation mechanism of ecotoxicity of heavy metals was
interpreted based on the results of real-time monitoring of
earthworm movement.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combination of conventional indices of
earthworm behavior and the results of newly-proposed method was
effective to elucidate the ecological toxicity of heavy metal contaminants.

ABSTRACT
Natural soil was artificially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Cd, Pb, and Zn), and the movement of earthworm was characterized in
real time using the ViSSET system composed of vibration sensor and the other components. The manifestation mechanism of
ecological toxicity of heavy metals was interpreted based on the accumulative frequency of earthworm movement obtained from the
real-time monitoring as well as the conventional indices of earthworm behavior, such as the change in body weight before and after
tests and biocumulative concentrations of each contaminant. The results showed the difference in the earthworm movement according
to the species of heavy metal contaminants. In the case of Cd, the earthworm movement was decreased with increasing its
concentration and then tended to be increased. The activity of earthworm was severely increased with increasing Pb concentration, but
the movement of earthworm was gradually decreased with increasing Zn concentration. The body weight of earthworm was proved to
be greatly decreased in the Zn-contaminated soil, but it was similarly decreased in Cd- and Pb-contaminated soils. The
bioaccumulation factor (BAF) was higher in the sequence of Cd > Zn > Pb, and particularly the biocumulative concentration of Pb did
not show a clear tendency according to the Pb concentrations in soil. It was speculated that Cd is accumulated as a metallothioneinbound form in the interior of earthworm for a long time. In particular, Cd has a bad influence on the earthworm through the critical
effect at its higher concentrations. Pb was likely to reveal its ecotoxicity via skin irritation or injury of sensory organs rather than
ingestion pathway. The ecotoxicity of Zn seemed to be manifested by damaging the cell membranes of digestive organs or inordinately
activating metabolism. Based on the results of real-time monitoring of earthworm movement, the half maximal effective concentration
(EC50) of Pb was estimated to be 751.2 mg/kg, and it was similar to previously-reported ones. The study confirmed that if the
conventional indices of earthworm behavior are combined with the results of newly-proposed method, the mechanism of toxicity
manifestation of heavy metal contaminants in soils is more clearly interpr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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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지렁이 움직임 감지 시스템을 이용한 중금속 오염 토양의 생태독성
발현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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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배경토양에 카드뮴(Cd), 납(Pb), 아연(Zn) 등의 중금속 오염물질을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후 진동센서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
(ViSSET)을 이용하여 지렁이 움직임 특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지렁이 움직임의 누적 횟수와 전통적
인 지렁이 행태지표(실험 전후의 체중 변화, 생체축적농도) 등을 이용하여 중금속 오염물질의 토양 내 생태독성 발현 기작을 규
명하였다. 중금속별 농도 증가에 따른 지렁이 움직임을 살펴보면, Cd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렁이 움직임은 감소하다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Pb는 농도 증가에 따라 지렁이 움직임이 급증하였으며, Zn의 경우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렁이 움직
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렁이의 체중은 Zn 오염 토양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Cd와 Pb에서는 지렁
이 체중 변화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물축적농도는 Cd, Zn, Pb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고, 특히 Pb의 경우에는 토양
내 농도에 따른 생체축적농도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Cd는 metallothionein-bound 형태로 결합되어 지렁이 생체
내에 장기간 축적되며, 특히 고농도에서는 임계효과(critical effect)에 의해 지렁이 움직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Pb
는 섭취에 의하여 생태독성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고 피부를 자극시키거나 감각기관을 손상시킴으로서 독성을 발현시키는 것으
로 생각된다. Zn은 소화기관의 세포막을 손상시키거나 물질대사를 과도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지렁이 움직임과 체중이 감소하는
것과 같은 생태독성을 발현시킨다. 지렁이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한 Pb의 50% 최대 영향농도
(half maximal effective concentration, EC50)는 751.2 mg/kg로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에
이용되어온 지렁이 행태 지표와 새롭게 제시한 지렁이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얻어진 결과를 통합적으로 해석함
으로써 중금속 오염물질의 생태독성 발현 기작을 규명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중금속 오염 토양, 지렁이 움직임, 진동센서, 독성 발현 기작, 생물축적농도

1. 서 론
토양 내 중금속 오염은 지질 내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
는 암석 및 광물의 풍화로 인해 배경적으로 발생되거나,
광산 활동, 사격장 부지, 산업 및 공업 부지에서 인위적
으로 초래될 수 있다(Davies, 1983; Alloway, 1990; Choi,
2004). 국내 중금속 오염 토양에 대한 규제 기준은 화학
적 농도에 의한 총 함량으로 설정되어 있다(MOE, 2007).
하지만, 토양 내 중금속의 존재 형태에 따른 거동 특성
이 생물 및 인체의 독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
근 들어 토양 내 오염물질의 위해성은 기존의 화학적 평
가방법에서 탈피하여 생태학적 독성을 평가하는 방법으
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Park et al., 2013; Zahran et al.,
2013; Lu et al., 2015; Wcisło et al., 2016). 토양 생태독
성 평가 방법은 OECD, ISO, EPA 등 여러 기관에서 제
안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OECD TG 207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OECD, 1984;

ISO, 2008; ISO, 2012a; EPA, 2012). OECD TG 207은
1984년에 처음으로 제안되었고, 인공토를 이용한 오염물
질 및 독성물질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인공토를 이용한다는 점, 많은 양의 토양이 필요
하다는 점, 많은 수의 생물체가 요구된다는 점, 평가 기
간이 길다는 점(14일), 실시간 치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
다는 점 등과 같은 단점들이 있다(Owojori et al., 2009).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
및 기관에서는 다양한 오염물질과 실제 오염 토양을 대
상으로 할 수 있는 생태독성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Frankenbach et al.,
2014; Chen et al., 2015; Uwizeyimana et al., 2017; Yang
et al., 2018). 또한, 오염토 내 오염물질 종류 및 특성, 토
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토양 생태계, 생물 분자구조를 고
려한 독성 발현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Roman and Lanno, 2010, Sanchez- Hernandez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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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이용한 실시간 토양 생태독성 모니터링 시
스템(Vibration Sensor for monitoring of Soil Ecological
Toxicity, ViSSET)은 지렁이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진동센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지렁이의 움직임을 모
니터링할 수 있다(Lee et al., 2019). 토양 생태독성을 평
가하기 위하여 기존에 이용된 지렁이 행태 특성 지표로
는 치사율, 회피율, 체중 변화량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지
표는 시험 전후의 변화양상을 기반으로 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획득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토양 생태독
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여 본 연구에서
는 ViSSET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이 방법은 기존의 방
법과 비교하여 시험 대상 생물 개체 수와 토양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기간을 7일로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새롭게 제안된 방법을 이
용하여 각 오염물질의 독성값까지 도출할 수 있다.
중금속 오염물질은 종류에 따라서 토양 내 거동 특성
이 상이하며, 특히 토양 내 함유된 점토광물, 유기물(부
식질), 산화물 등과 같은 다양한 교질물과의 반응으로 인
하여 토양 내에서 각 중금속의 이동도는 다르다(Wuana
and Okieimen, 2011). Ogundiran and Osibanjo (2009)의
연구에서는 토양에서의 중금속별 이동도를 평가하였는데,
Cd, Ni, Cr, Zn, Pb 순으로 이동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
었다. Cd는 비료, 살충제 및 하수 슬러지로부터 기인하
여 토양 오염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물에
섭취된 Cd는 수년 동안 잔류하지만 독성학적으로 큰 영
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cLaughlin et al., 2000;
Weggler et al., 2004). Pb는 사격장이나 제련소에서 발생
되는 비산 먼지에 함유되어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식물 및 생물체에 쉽게 축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Rosen, 2002). 그리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중
금속에 비해 법적 규제 기준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Zn은 배경 기원으로 토양오염을 발생하기도 하며, 광산,
석탄, 폐기물 연소 등과 같은 산업 활동에 의한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도 토양을 오염시킨다(Davies and jones,
1988). Zn은 식수나 식품에 일정한 양으로 존재하는 인
체 건강에 필수적인 미량 원소이며, 생물체 내 농축이 잘
되는 원소이다. 이로 인해 먹이 사슬을 통해 다른 생물
체로 전이가 많이 되며, 토양 내 Zn은 미생물과 지렁이
의 활동에 악영향을 끼쳐 토양 내 유기물의 분해를 지연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eany, 2005).
본 연구에서는 Cd, Pb, Zn을 배경토양에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후, 중금속의 종류 및 농도에 따른 지렁이 움
직임 특성을 모니터링하여 이들 중금속의 생태독성에 의
한 영향을 파악하였다. 새롭게 제안된 진동센서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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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렁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얻은 결
과와 기존에 이용되어 온 대표적인 지렁이 행태 지표(체
중 변화, 생물축적농도(bioaccumulation factor, BAF))를
통합하여 각 중금속별 생태독성 발현 기작을 규명하고,
50% 최대 영향농도(half maximal effective concentration,
EC50)와 같은 중금속별 독성값을 도출하였다.

2. 연구 재료 및 방법
2.1. 연구 재료 및 생물종
본 연구에 이용된 배경토양은 3년간 휴경한 오염되지
않은 밭 토양으로 Cd, Pb, Zn 등의 중금속을 인위적으로
오염시켰다. 배경토양에 대해 pH, 전기전도도(EC), 유기
물 함량(organic matter content, OM), 공극률, 토성, 총질
소(TN), 총인(TP) 등과 같은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하
였고, 배경토양 및 오염시킨 토양 내 중금속의 함량은 토
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토양 생태독성을 평가하는데 이용된 지렁이는 지표종
으로 알려진 Eisenia fetida로 OECD TG 207에서 제안하
는 종이며, USA Illinois farm으로부터 구입하여 OECD
TG 207에서 제공하는 조건(3개월 이상, 20±1oC, 16h/8h
의 light/dark, 습도 80±10%)에 맞춰서 growth chamber에
서 배양하였다. 실험에 이용된 지렁이는 환대(clitellum)
가 잘 발달되고 체중이 300∼500 mg 정도로 건강하고
균일한 개체를 사용하였다.
2.2. 실험 장치
본 연구에 이용된 실험 장치는 Lee et al. (2019)의 연
구에서 이용된 것과 동일하며, 장치는 투명 아크릴 재질
의 토양 챔버 내 자체 제작한 알루미늄 재질의 긴 막대
형 진동센서로 구성되어 있다(Fig. 1). 그리고 센서와 연
결된 진동 미터기(LUTRON, BVB-8207SD)는 4채널으로
진동센서의 민감도는 0.001 mm/sec이며, data는 1초마다
기록되어 엑셀 파일에 저장된다. 4개 채널 중 3개는 시
험용으로 각 챔버당 지렁이 5마리가 들어가며, 1개는 지
렁이가 없는 대조군(control)이다. 진동센서를 보정하기
위해 ISO 2954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진동발생장치
(Vibration Generator 1000701, 3B Scientific)로 10Hz의 진
동을 발생시켜 실험 전 모든 채널의 민감도를 동일한 조
건으로 표준화시켰다(ISO, 2012b). 이러한 장치는 주변에
서 발생되는 진동이 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
기 위하여 무진동 테이블에 설치되었고, 외부에서의 바
람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stabilization chamber 내에 설
치하였다. 지렁이 움직임과 외부에 의한 진동 구분은 외
부에서의 진동 발생 시 2개 이상으로 진동센서에 감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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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ViSSET system.

기 때문에 2개 이상 감지된 실험 결과를 모두 배제시켰
고, 하나의 센서에서만 감지된 실험 결과를 본 연구에 이
용하였다.
2.3. 연구 방법
본 연구에 이용되는 중금속은 Cd, Pb, Zn로 Lu et al.
(2005)가 제시한 방법을 참조하여 배경 토양에 인위적으
로 오염시켰으며, 오염농도의 설정 기준은 국내 중금속
우려 및 대책 기준을 참조하였다. 배경 토양의 최대수분
보유량(max. water holding capacity, MWHC)은 29.05%
로 조사되었으며, 각 중금속별로 다양한 농도로 오염시
킬 때 MWHC 80%의 수분함량을 유지하였다. 오염물질
이 충분히 토양에 흡착될 수 있도록 7일간 숙성시킨 후
건조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오염시킨 Cd의 농도는 6.3,
15.3, 38.5, 118.0, 224.2, 484.1 mg/kg이며, Pb는 93.2,
206.8, 410.8, 940.3, 1605.8, 6016.2 mg/kg이며, Zn은
120.8, 272.8, 434.0, 577.1 mg/kg이다. 실험에 사용된 중
금속의 시약은 reagent grade로 Sigma-Aldrich사의 제품
을 이용하였다.
실험에 이용된 토양 챔버의 반경은 94 mm이고 높이는
54 mm으로 원기둥 모형이며, 토양의 수분함량은 MWHC
50%, 용적밀도는 0.95 g/cm3 그리고 토양 챔버당 지렁이
5마리를 넣어 7일 동안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조건
은 Lee et al. (2019)의 연구에서 최적화된 실험 조건으
로 이를 바탕으로 실험이 수행되었다. 이 실험을 통해 획
득되는 결과들로는 중금속 오염 토양 내 지렁이 움직임
을 실시간 감지한 결과, 실험 전후의 지렁이 체중 변화,
그리고 지렁이 생체 내 중금속 축적농도이다. 지렁이 움
직임의 모니터링 결과는 1개 채널에서만 감지되는 자료
를 구분하여 시간에 따라 누적되는 움직임의 횟수로 표
기하였다. 지렁이 체중은 실험 전과 후에 지렁이를 증류
수로 세척한 후 하루 동안 growth chamber에서 방치하여

체내의 이물질 및 기생충을 제거한 후 체중을 측정하였
으며, 실험 전의 체중을 기준으로 실험 후의 체중 변화
를 계산하였다. 지렁이의 생물축적농도(BAF)는 지렁이
내 중금속 농도를 토양 내 중금속 농도로 나누어 계산하
였고, 지렁이 체내 및 토양 내 중금속 농도의 분석방법
은 토양오염공정시험법 상의 왕수법을 이용하여 추출한
후 용액을 여과시켜 ICP-OES (iCAP PRO X, Thermo
Scientific™, USA)로 분석하였다. 중금속의 농도별 지렁
이 움직임의 누적 횟수를 통해 EC50을 도출하였으며,
EC50 값은 50% 독성 영향을 받을 때의 농도이다. EC50
의 계산 방법은 AAT Bioquest에서 제공하는 EC50
calculator를 이용하였다(Sarmah et al., 2020; de la Vega
et al., 2021; https://www.aatbio.com/tools/ec50 calculator).
Lee et al. (2019)의 연구에서 Zn에 대한 지렁이 움직임,
체중 변화 그리고 EC50 값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안하였
기에 이를 참조하여 다른 중금속과 비교 평가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토의
3.1. 배경 토양의 특성
본 연구에 이용된 배경 토양의 특성 분석 결과를 Table 1
에 요약하였다. 분석 결과, 전형적인 밭 토양의 특성을
보였으며, Yoon et al. (2009)의 연구에서 이용된 밭 토양
의 특성과 유사하였으며, 본 연구대상 중금속의 농도는
매우 낮거나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배경 토양 내 유기
물 함량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종인 Eisenia fetida가
성장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나타났다(Irizar et al. 2015).
3.2. 지렁이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중금속의 농도에 따라 지렁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한 결과를 Fig. 2에 도시화하였다. Cd의 경우, 농
도가 증가할수록 배경 토양보다 지렁이 움직임의 횟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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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heavy metal concentrations
of control soil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mg/kg)

Property
pH

6.06

As

n.d.

EC (µS/cm)

122

Cd

n.d.

Content of soil organic
matter (LOI) (%)

5.72

Cr

23.56

CEC (cmol/kg)

10.56

Cu

22.54

MWHC (%)

29.05

Ni

27.38

Porosity (%)

Texture (%)

39.22

Pb

11.70

Sand

48.32

Zn

76.45

Silt

49.87

Clay

1.81

TN (%)

0.14

TP (mg/kg)

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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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되었으며, Cd 15 mg/kg 이상의 농도부터는 반대로
지렁이 움직임의 횟수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a).
또한 2일 내에서는 농도에 따른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은
경향성을 보이다가 2일 이후에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났
다. 고농도인 484 mg/kg에서 초기에 움직임이 급증하다
가 6일까지 움직임이 거의 없었으나, 6일 이후 다시 급
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고농도의 Cd에 대한 노
출로 인한 쇼크 현상으로 추정되며, 이와 같은 현상은 본
연구에서 지렁이 움직임을 통해 처음으로 관찰하였기 때
문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없지만 다른 생물체에서 이
와 같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Brulle
et al., 2007). Pb의 경우, 농도가 증가할수록 배경 토양
내 지렁이 움직임보다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지렁
이 움직임의 경향성이 5일 이후에 나타나 Cd보다 늦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2b). Pb의 고농도인
6,016 mg/kg에서는 초기에 격렬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움직임이 둔화되면서 3일 이후에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험 후 모든 지렁이가 치사된 것으로 나

Fig. 2. Real-time monitoring results on cumulative frequency of the signals detected in heavy metal contaminated soil. (a) Cd, (b)
Pb, (c) 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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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s on relative frequency estimated by total frequency of signals in each concentration divided by the largest total frequency
of signals. The values given above each bar represent total frequency of signals. (a) Cd, (b) Pb, (c) Zn.

타나 3일 이후에 치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Zn의 경
우, 농도가 증가할수록 배경 토양 내 지렁이 움직임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Cd와 Pb에 비해 초기부
터 농도에 따른 움직임의 영향을 확인하였다(Fig. 2c). Zn
의 고농도인 577 mg/kg에서는 다른 중금속과는 달리 움
직임이 초기부터 7일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금속 종류별 지렁이 움직임의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났
는데, 이는 중금속의 종류에 따라 지렁이에 미치는 독성
발현 메커니즘이 다른 것을 시사한다.
7일 동안 감지된 지렁이 움직임의 최종 누적 신호 빈
도수의 상대적인 비율을 각 중금속의 농도에 따라 Fig. 3
에 나타내었다. 각 중금속의 농도별 최종 빈도수를 가장
큰 빈도수로 나누어서 상대적인 비율을 계산하였다. Cd
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움직임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되
는 양상으로 나타났다(Fig. 3a). Pb의 경우, 농도가 증가

할수록 배경 토양 내 지렁이 움직임보다 증가된 반면, Zn
은 농도가 증가할수록 움직임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확인
하였다(Fig. 3b and 3c). Pb로 오염된 토양에서의 지렁이
움직임이 다른 중금속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지렁이의
감각기관을 자극하거나 피부 독성을 유발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Wijayawardena et al., 2016). 반면, Zn
의 낮은 농도에서 지렁이에게 악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나지만, Zn의 농도가 증가하면 지렁이의 기본적인 움
직임인 먹이 및 채굴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Cd는 Pb와 Zn의 독성 발현 메커니즘이 복합
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3.3. 지렁이의 체중 변화
오염된 토양에서 7일간 노출시킨 지렁이의 체중 변화
를 중금속의 농도에 따라서 나타내었다(Fig. 4). 체중 감

Fig. 4. Change in the body weight of earthworm computed by the body weight after tests subtracted by that before tests. (a) Cd,
(b) Pb, (c) 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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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Zn에서 가장 크며, Cd와 Pb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d의 경우, 독성물질의 증가에 따른 전형적
인 체중 감소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4a).
Pb의 경우, 가장 낮은 농도인 12.93 mg/kg에서는 체중 변
화가 거의 없지만, Pb의 농도가 207 mg/kg부터 감소하
는 경향을 확인하였다(Fig. 4b). Zn에서의 체중 감소는 다
른 중금속에 비해 배경 토양보다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
로 확인되었다(Fig. 4c). 또한, 다른 중금속에 비해 지렁
이 움직임이 매우 작았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지렁이가
활동하는데 있어 토양 내 Zn의 존재가 장애가 되는 것으
로 지렁이의 외부 영향보다는 소화기관이나 감각기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Saxe et al. (2001)과 Vijver
et al. (2005)의 연구에서 중금속의 독성은 소화기관을 통
해 발현되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Hirano and Tamae
(2011)의 연구에서는 중금속이 ROS (reactive oxygen
species)를 발생시킴으로써 소화기관의 세포막이 손상되
어 독성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화기관에 큰 영
향을 미치는 중금속을 비교 평가한 연구는 없지만, 본 연
구에서의 체중 감소와 움직임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
3종의 중금속 중 Zn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3.4. 생물축적농도(BAF)
중금속 오염 토양 내 지렁이의 활동으로 인한 생체 내
축적되는 농도를 7일간 노출시간 후 농도별 BAF의 변화
를 Fig. 5에 나타내었다. 배경 토양 내 Cd가 검출되지 않
아서 BAF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으며(Fig. 5a), Pb의 경
우 최고농도 토양에서 치사율이 100%가 되어 지렁이 내
농도를 얻을 수 없었다(Fig. 5b). Cd, Pb, Zn 중 BAF가
가장 높은 중금속은 Cd, Zn, Pb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Pb는 농도 증가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Wang et al. (2018)의 연구에서도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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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 Pb의 순으로 BAF가 높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Cd의
BAF는 지렁이의 움직임과 유사한 경향성을 띠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초기에 BAF가 가장 높고 농도가 증가할
수록 감소하다가 고농도에서는 다시 BAF가 증가하는 양
상을 확인하였다(Fig. 5a). 이는 Cd가 토양에서의 이동도
가 크고 생물 체내에 흡수가 잘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
다. 일반적으로 Cd는 체내에 축적이 될 경우
metallothionein-bound 형태로 결합이 되며, 이 형태는 저
농도에는 체내 축적 시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농
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체내 축적 시간을 지연시키는 특
성이 있다(Klaassen et al., 2009). 이로 인해 Cd의 저농
도에서는 BAF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고농도에
서는 metallothionein-bound Cd 형태로 결합이 되지 않고
임계효과(critical effect)와 BAF가 급증되는 양상이 나타
난 것으로 판단된다(Conder and Lanno, 2002). Pb는 일
반적으로 토양에 강하게 흡착되며, 특히 점토광물이나 유
기물의 작용기와 반응하여 토양 내 이동도가 매우 낮다.
지렁이의 먹이 활동을 통해 섭취되는 토양 내 Pb은 강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약산성의 소화기관 (pH
4.8-6.1) 내에서 용출되지 않고 대부분 그대로 배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Räty and Huhta, 2003). 이러한 이유로
Pb의 농도가 증가하여도 체내의 Pb 농도가 변화 없는 것
이다(Fig. 5b). Zn의 경우, 토양 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BAF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5c). Zn은 Pb와
Cd와는 달리 생물체 내 필수 원소로 체내 흡수가 잘되는
원소이며, 이러한 필수 원소는 낮은 농도에서는 생물체
에 큰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과도한 Zn의 섭
취로 인해 독성물질로 인지되어 이를 길항하기 위해 물
질대사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 배설물 양이 증가되어 BAF
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Gao et al., 2015).

Fig. 5. Bioaccumulation factor (BAF) computed by the concentrations measured in the earthworm body divided by those in soil. (a)
Cd, (b) Pb, (c) 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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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Fig. 6. The half maximal effective concentration (EC50) of Pb
estimated by the results of real-time monitoring of earthworm
movement.

3.5. EC50의 독성 값
지렁이 움직임은 토양 생태 독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
는 지표로 지렁이 움직임의 누적 횟수를 통해 투여량-반
응(dose-response) 관계와 EC50의 독성 값을 도출할 수
있다. Pb에 대한 EC50 값을 도출하였지만, Cd의 경우에
는 EC50 값을 구하지 못하였다. Cd로 오염된 토양 내 지
렁이 움직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d의 농도 변화
에 따라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투여
량(dose)인 지렁이 움직임의 누적 횟수를 y축으로 이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성 값이 도출되지 않았다. Pb로
오염된 토양에서의 지렁이 움직임 감지 결과로부터 EC50
값은 751.2 mg/kg로 산정되었다(Fig. 6). 지렁이 움직임
의 지표의 EC50 값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제안하기 때
문에 비교할 수 없지만 유사한 토양 생태독성 평가 방법
인 지렁이 회피 테스트를 통해 도출된 EC50 값과 비교
가능하다. Syed et al. (2016)의 연구에서는 Eisenia fetida
의 종을 이용하여 회피 테스트를 통해 EC50 값을 831
mg/kg으로 도출하였으며, 본 연구와 다른 평가 방법으로
EC50 값을 도출하였지만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Lee et al. (2019)의 연구에서도 ViSSET을 이
용하여 Zn의 EC50 값을 340.97 mg/kg로 도출하였고,
Lukkari and Haimi (2005)의 EC50 값인 439 mg/kg와 유
사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ViSSET을 통해 도출된 Zn와 Pb
의 EC50 값이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의 유사성을 가지는
의미는 지렁이 움직임의 토양 생태 독성을 평가할 수 지
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금속의 종류에 따라 지렁이 움직임 특성
에 어떻게 독성이 발현되는지 규명하기 위해 ViSSET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보다 명확한 독성 발현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지렁이 움직임의 누적 횟수, 실험 전후의
체중 변화, 생체축적농도를 구하였다. 실시간으로 지렁이
움직임을 모니터링한 결과, 농도가 증가할수록 Cd은 복
합적 양상(감소 후 증가), Pb은 증가 양상, Zn은 감소하
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Pb로 오염되는 토양
에서의 지렁이 움직임의 횟수가 다른 중금속에 비해 매
우 높게 나타났고, Zn은 지렁이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실험 전후의 체중 변화는 Zn이 가장 감
소율이 높고, Cd와 Pb는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리고 BAF은 Cd, Zn, Pb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Pb
는 농도 증가에 따라 BAF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 종의 중금속에 대한 지렁이의 독성 발현 메커니즘
을 정리하면, Cd는 생체 내 축적이 잘되는 물질이며,
metallothionein-bound 형태로 결합하고 장기간 축적된다.
또한 고농도에서는 임계효과(critical effect)에 의한 쇼크
가 발생되어 지렁이 움직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Pb는 생물축적농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
었는데, 이는 섭취로 인한 독성이 아닌 피부 자극이나 감
각기관의 손상으로 인한 독성 영향으로 인해 지렁이 움
직임의 횟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Zn은 생물체
내 필수 원소로 생체 내 축적되면서 소화기관의 세포막
손상과 물질대사 활동을 활발히 일으켜 배설물의 양이
증가되며, 이로 인해 지렁이 움직임의 최소화 및 체중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렁이 움직임을 통해
Pb의 EC50 값은 751.2 mg/kg로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EC50 값을 도출하는데 있어 지렁이 움직임
의 경향성이 유효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렁이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와 기존에 이용되어 온 지렁이 행태 특성 지표를 통
합하여 해석하면 중금속 오염물질의 생태독성 발현 메커
니즘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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