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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 metal (HM) pollution in agricultural lands and waters, which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social and 
industrial activities, such as mining and smelting. Moreover, HM contamination causes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and adversely influences on the safety of agricultural production. This study established the 
concentrations of HM on the arable lands near industrial complexes in Gangwon (GW), Chungnam (CN), 
Jeonnam (JN), and Gyeongnam (GN) in South Korea. Soil samples were collected and established from 600 
sites of agricultural lands nearby 60 industrial complexes in the selected provinces. Eight HMs (Cd, Cu, Pb, 
Zn, Ni, Cr, As and Zn) were analyzed to compare degrees of the HM pollution using standard analytical 
methods. The average total concentration of all HMs from samples of the analyzed soils did not exceed the 
warning criteria as suggested by the Soil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of Korea. The concentration of 
Cd, Cu, Pb, Zn, Ni, As and Hg were mostly distributed below one half concentration of warning criteria, 
except for the Cr and Hg. Particularly, 99.2% of Hg concentrations among the assessed samples distributed 
below one-twentieth values of the warning criteria. Contamination degree () of GW and GN provinces 

were moderate degree, CN and JN province were low degree contamination. Four provinces were classified as 
“uncontaminated” by  (Pollution index).

Keywords: Arable soil, Contamination, Heavy metal, Industrial complex

Contamination assessment using 

†
, 

‡
 and 

§
.

Province


 
Cu Pb Zn Ni As

GW 1.2 2.8 1.6 1.1 2.2 9.0 0.23

CN 1.0 1.3 1.3 1.2 1.5 6.4 0.17

JN 0.6 2.6 0.8 0.6 1.4 5.9 0.14

GN 2.8 1.4 1.8 1.6 1.7 9.4 0.24

GW, Gangwon; CN, Cungnam; JN, Jeonnam; GN, Gyeongnam.
†
, Contamination factor.

‡
, Contamination degree.

§
 , Pollution index.

Ⓒ  The Korean Society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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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우리나라는 과거 반세기 동안 성장 중심의 집약적인 산업정책을 기반으로 도시화된 산업단지들이 전국적으로 조

성되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식생활수준 또한 양적 및 질적

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산업정책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집적화 및 고도

화된 산업발전은 환경오염물질들인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다양한 유해물질들 또한 전국토에 광범위한 확산을 가중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Lee and Hoh, 2003). 작물은 토양 내에 존재하는 양‧수분을 흡수하여 생장, 개

화 및 결실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 이들 양분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중금속들이 작물체 내

로 흡수 및 축적되어 작물의 생산성 및 질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의 최상위단계에 위치한 인축의 건강에 심

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Nabulo et al., 2010; Dong et al., 2011).

토양 내 중금속오염은 대기 또는 수질오염과 달리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농경지 유입시 장기간에 걸친 

먹거리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오염정화에 막대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소모되고 있다 (Kang et al., 2008; Lim 

et al., 2015). 또한 중금속은 유기오염물질과 달리 토양 내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축적되므로 생물농축 (Bio-

concentration)으로 인한 피해가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큰 특징이 있다. 따라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는 농경

지 내 중금속오염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금속오염원들은 광물 자원 개발, 금속 가공 및 제련 등과 

같은 인위적인 산업활동이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hen et al., 2014; Zhang et al., 2015). 따라서 광산이나 산업공

단 인근에 위치한 취약농경지는 일반농경지 (광산 또는 산업공단으로부터 지리적으로 오염원 유입이 없거나 적은 농

경지)에 비해 중금속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Yang et al., 2001). 

우리나라는 1996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이 설정된 이후로 1999년부터 매년 생활

하수 유입지, 공단 또는 광산인근 농경지에 대한 중금속 8종 (As, Cd, Cr, Cu, Hg, Ni, Pb, Zn)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Jeon et al. (2010)은 경남에 위치한 광산인근 농경지에 대한 토양 및 농작물 오염을 평가하였고, Yom et al. 

(2009)은 충남 제철소 주변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와 분포형태에 관한 연구를 보고하였다. 또한 Jung et al. (2004)은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과수원 토양 내 중금속함량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다수 연구들을 통하여 광산 또는 공단인근 

토양 내 중금속함량과 작물체 내 중금속함량 간의 정비례적 상호관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Kwon et al., 2015), 

전국단위 규모의 모니터링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우리나라 강원 (GW), 충남 (CN), 전남 

(JN) 그리고 경남 (GN) 지역의 공단인근 농경지 내 중금속 8종에 대해 전함량을 조사하여 분포상태 및 오염상태를 평

가하고, 최종적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취약농경지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필지 선정 및 시료 채취 2018년 강원 (GW), 충남 (CN), 전남 (JN), 경남 (GN) 지역에서 지역별로 각 15개씩 

총 60개 공단 (Fig. 1)을 선정하였다. 공단 선정은 유형과 지목, 농경지의 분포,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하여 수행하였다. 

공단으로부터 500 m 내에서 5개 지점, 500 m - 1 km 부근에서 5개 지점, 각 공단별 총 10개 지점에서 표토 (0 - 15 cm)

를 채취하였다. 토양시료의 채취개수는 60개의 공단에서 표토와 심토를 10개씩 채취하여 총 1,200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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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investigated provinces in Republic of Korea and name of investigated industrial complexes. GW, 

Gangwon; CN, Chungnam; JN, Jeonnam; GN, Gyeongnam.

토양시료 전처리 및 분석 토양시료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간한 �토양화학분석법� (NAAS, 2010)을 따라 

해당 필지를 대표할 만한 곳 임의지점 5개를 선정하여 토양을 채취 한 후 혼합하였다. 채취한 토양은 풍건시킨 후 2 mm 

체에 통과시켜 중금속 분석을 위한 토양시료로 사용하였다. 분석한 중금속 항목은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에서 고시한 8종 (수은, 비소, 니켈, 아연, 구리, 카드뮴, 크롬, 납)이다. 토양의 중금속 분석은 토양오염 공정시험법에 

준하여 왕수환류냉각 분해법 (MOE, 2013)으로 전처리 한 후에 ICP 발광광도법으로 중금속 전 함량을 측정하였다.

오염도 평가 지역별 공단인근 농경지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Hakanson (1980)이 제안한 오

염계수 ()와 오염도 () 및 Kloke (1979)가 고안한 상대적인 지수로 오염도를 표현하는 오염지수 (Pollution 

index, )를 산출하여 지역별 중금속 오염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배경토양의중금속농도

중금속평균농도
 (Eq. 1)

  
  




  (Eq. 2)

오염지수  
분석 중금속 항목의 개수

중금속 허용한계치

토양의 중금속 농도 
 (Eq.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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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ssessment method of heavy metal contamination and classification by contamination level.

Method Classification Contamination level



†
 < 1 Low 

1 ≦  < 3 Moderate

3 ≦  < 6 Considerable

 ≧ 6 Very high 



‡
 < 8 Low degree

8 ≦  <16 Moderate degree

16 ≦  < 32 Considerable degree


§

 < 1 Uncontaminated

 ≧ 1 Contaminated
†
, Contamination factor.

‡
, Contamination degree.

§
, Pollution index.

상관분석 공단인근 농경지 토양 내 중금속 항목 간 상관분석을 위하여 SAS 9.4의 “Proc corr”을 사용하여 상관

계수 (r) 값을 산출하고, 유의수준 (significance level, α) 0.05에서 검정하였다. p-value가 0.05 미만인 것은 *, 0.01 

미만은 **, 0.0001 미만은 ***로 표기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조사지역의 중금속 함량 강원, 충남, 전남, 경남지역의 공단인근 농경지 표토와 심토의 중금속 함량 및 대한민

국 논토양 (일반농경지)의 중금속 5종 (Cu, Pb, Zn, Ni, As)의 평균 중금속 함량을 Table 2에 나타내고 비교하였다. 전

남 지역에서 Cu, Zn, Ni 평균함량은 일반농경지에 비해 낮았지만, 다른 3지역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b과 As

는 4개 지역에서 평균함량이 일반농경지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공단인근 농경지에 토양 중금속 항목 중 Cd, Cu, 

Pb, Ni, Hg는 농경지에서의 중금속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이하 수준이었다. 그러나 전체 600지점 

중에서 Pb은 1개 지점 (심토: 213 mg kg
-1

), Zn은 1개 지점 (표토: 376.4 mg kg
-1

, 심토: 325.9 mg kg
-1

), As는 6개 지점 

(표토: 73.53, 29.56, 27.72, 47.24 mg kg
-1

, 심토: 27.78, 34.02, 31.13, 47.76, 47.45 mg kg
-1

)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하

였고, 1개 지점에서 Zn (표토: 374.3 mg kg
-1

, 심토: 321.1 mg kg
-1

)와 As (표토: 35.15 mg kg
-1

, 심토: 31.85 mg kg
-1

)가 

동시에 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 Pb과 Zn의 우려기준 초과지점을 포함하는 산업단지의 주요 업종은 전기·전자였으

며, As의 우려기준 초과지점을 포함하는 산업단지의 주요 업종은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섬유, 제조, 기계, 운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려기준을 초과한 9개 지점 중 7개 지점의 공단 주요 업종은 전기·전자를 포함하고 있었다.

중금속은 식물 영양성분과 함께 작물조직에 축적되어 생육 피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섭취할 경우 인체에 축적되어 

만성적인 위해성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Lee et al., 2012). 벼에서 As는 비필수 금속이온이지만 농도가 높을 경우 

필수 금속이온인 Cu의 뿌리 흡수를 저해한다고 보고된 바 있고 (Jung et al., 2015), 콩 생육과 관련하여 Pb, Zn, As, 

Cu, Cd의 토양 내 농도와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Lee et al., 1996). Pb은 인체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과다 섭취 시 신경계, 골격계, 내분비계, 면역체계 등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Zhang et al., 2012), As는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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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avy metal concentration of total soil sample (topsoil & subsoil)
†
 around industrial complexes.

Province Elements Cd Cu Pb Zn Ni Cr As Hg

--------------------------------------------------- mg kg
-1 

---------------------------------------------------

GW Mean 0.54 18.0 47.5 90.9 16.0 29.0   8.21 0.046

SD 0.24 11.4 25.1 46.2   8.9 16.4   7.95 0.049

Max 2.22 66.8 213.8 376.4 62.1 136.4 73.53 0.525

Min 0.15   0.6 11.4 35.0   2.7   4.9   0.00 0.002

Median 0.54 15.6 45.6 79.1 14.4 26.3   6.41 0.034

CN Mean 0.50 15.1 21.3 76.6 17.3 63.9   5.65 0.006

SD 0.27   8.9 14.5 32.3 12.7 45.8   3.27 0.054

Max 1.47 54.3 114.1 264.8 90.4 284.2 22.73 0.920

Min 0.05   0.3   6.2 19.7   1.3   6.3   0.09 0.000

Median 0.41 13.4 15.9 68.3 15.2 59.1   5.46 0.000

JN Mean 0.14   8.6 43.9 43.5   8.2 19.8   5.06 0.005

SD 0.19   5.6 11.5 19.2   5.1 11.7   3.66 0.017

Max 1.61 49.1 113.9 197.0 34.9 79.8 20.54 0.150

Min 0.02   1.4   6.2 19.7   0.0   3.6   1.08 0.000

Median 0.10   7.6 43.0 39.4   6.8 16.8   3.84 0.003

GN Mean 0.25 41.8 24.1 100.6 22.4 38.2   6.40 0.040

SD 0.39 26.2 23.3 47.6 11.1 16.6   6.89 0.030

Max 2.88 138.0 175.8 275.3 88.6 98.0 47.45 0.237

Min 0.00   7.3   3.4 18.5   4.4   7.8   0.00 0.000

Median 0.12 34.4 17.8 94.6 19.7 33.1   3.36 0.034

Paddy land
‡

14.9 16.7 56.8 14.0   3.68

Warning criteria
§

4 150 200 300 100 25 4

GW, Gangwon; CN, Cungnam; JN, Jeonnam; GN, Gyeongnam; SD, Standard deviation; Max, Maximum; Min, Minimum.
†

Sample soil numbers are 1,200. 
‡

Average concentration of heavy metal in korea paddy land (sample number 2,070). (2015).
§
Ministry of environment, 2010.

및 만성적인 노출에 의해 심혈관이나 다른 체내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며 나아가서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Mazumder et al., 2000; Huang et al., 2015)고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작물 내 중금속 함량은 총 함량보다 유효태 함

량에 따라 결정되기 (Kim et al., 2012) 때문에 우려기준을 초과한 농경지는 향후 중금속 유효태 함량 분석 및 식물체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간 농도 비교 우려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Cr은 제외하고, 지역별 표토와 심토의 중금속 함량 그래프

로 나타내었다 (Fig. 2). Cd은 강원과 충남이 전남과 경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Cu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경남에서 높은 함량을 보였다. Pb은 강원과 전남 지역이 충남과 경남 지역에 비해 2.5배 수준 높았고, Zn

과 Ni은 전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의 경우 Cu와 Zn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농도를 보였는데, Cu

와 Zn은 인공적으로 투입된 물질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농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Yang et al., 2019). As는 전남에서 제일 낮고 강원이 높은 함량을 보였다. Hg은 강원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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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heavy metal concentration for each province. The error bar above the bar is standard deviation. 

GW, Gangwon; CN, Chungnam; JN, Jeonnam; GN, Gyeongnam.

남이 충남과 전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공장 인근의 토양의 경우 Pb과 Cu가 높고 (Deepali et al., 2010), 

금속공장의 경우 Zn의 농도가 높다고 보고 (Vousta et al., 1996) 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Pb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에서 공단의 주 업종은 전기·전자, 기계였고, Zn, As의 경우 전기·전자, 섬유공장을 주 업종으로 하는 공단 인근에

서 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금속 항목별 표토와 심토 간의 농도 차이는 크지 않았는데, 이는 Kim et al. 

(2016)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결과로 지속적인 농업활동으로 인한 경운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조사지역의 중금속 함량 분포 토양환경보전법에 명시되어 있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근거로 조사지역의 공

단 인근 농경지 토양에 중금속별 농도의 분포상태를 평가하였다. 공단인근 농경지 표토 600점과 심토 600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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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rate of heavy metal concentration in comparison with warning criteria in soil around industrial 

complexes.

Elements
Distribution rate Warning 

Criteria1/20 > 1/15 > 1/10 > 1/5 > 1/2 > WC >
†

WC <

-----------------------------  %  ----------------------------- mg kg
-1

Cd  42.4
‡

7.3 14.7 27.1 8.0 0.5 0.0 4 

Cu 19.4 12.2 21.3 28.2 15.6 3.3 0.0 150 

Pb 3.4 12.0 18.6 28.8 36.0 1.1 0.1 200 

Zn 0.0 0.3 5.3 33.0 55.4 5.7 0.3 300 

Ni 10.7 9.4 12.6 41.0 24.9 1.4 0.0 100 

As 9.3 3.8 9.2 29.6 37.2 10.0 0.9 25 

Hg 99.3 0.3 0.2 0.1 0.1 0.0 0.0 4 
†

WC, Warning criteria. 
‡

Heavy metal concentration in soil/warning criteria × 100.

조사한 토양 중금속 농도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기준으로 1/5 미만, 1/10 미만, 1/15 미만, 그리고 1/20 미만 수준으

로 구분 (Yoon et al., 2018)하고 각 시료의 농도 값에 해당되는 범위의 분포 비율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우려기준

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Cr은 제외하였다. 공단 인근 농경지 토양에서 Cd은 우려기준 대비 1/20보다 작은 수준서 

42.4%, 1/5 미만 수준에서 27.1%로 대부분 우려기준의 1/5 (0.8 mg kg
-1

)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u는 1/5 

미만과 1/10 미만 수준에서 각각 28.2%, 21.3%였고, Pb은 1/2 미만 과 1/5 미만 수준에서 각각 36.0%, 28.8%로 나타

났다. Zn은 조사지점의 50% 이상이 우려기준 (300 mg kg
-1

)의 1/5 수준 (60 mg kg
-1

)보다 크고 1/2 수준 (150 mg kg
-1

)

보다 작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었다. Ni은 조사지점의 약 40%가 10 - 20 mg kg
-1

 수준이었다. As는 Cr을 제외한 7종의 

중금속 항목 중 우려기준에 근접한 농도 분포가 10.0%로 가장 높았으며, 1/2 미만 농도 수준에서도 37.2% 차지하였

다. Hg은 다른 중금속 항목과 달리 대부분 우려기준 대비 1/20보다 작은 수준에서 99.2%로 나타나 토양 및 식물체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지역의 중금속 오염지수 강원·충남·전남·경남지역의 산업단지 인근 중금속 오염도를 비교 파악하기 위하

여 오염도 평가에 사용되는 여러 방법 중 오염계수 (Contamination factor, )를 이용한 오염도(Contamination 

degree, ) 오염지수 (Pollution index, )를 선정하여 산출하였다. 와 는 배경토양의 중금속 함량과 비교하

여 조사 토양의 중금속 오염상태를 나타내는 방법 (Hakanson, 1980)으로 오염도 평가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의 배경토양은 국내 농경지의 중금속 농도 데이터 (Table 2)를 활용하였으며, 따라서 Cd과 Cr, Hg을 제외한 5가

지 항목에 대하여 를 계산하고,  (Kloke, 1979)도 같은 항목에 대하여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Table 4). 4개 지역

의 중금속 항목별 값은 대부분 1이상 3이하로 중간오염계수 (Moderate contamination factor)를 나타내었다. 그 중 

전남 지역은 Cu, Zn, Ni 항목에서 1미만의 값 (Low contamination factor)을 나타내어 산업단지 인근 농경지에서 다

른 3지역에 비해 중금속 오염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염계수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오염도를 나타낸 

로 비교하였을 경우, 강원과 경남은 중간오염 (Moderate degree of contamination) 수준이었고, 충남과 전남은 8미만

의 값을 나타내어 낮은 오염 (Low degree of contamination) 수준이었다. 또한, 조사지역의 총 중금속 함량과 허용한

계치를 근거로  산출 결과도 4개 지역 모두 1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어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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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amination assessment using 

†
, 

‡
 and 

§
.

Province


 

Cu Pb Zn Ni As

GW 1.2 2.8 1.6 1.1 2.2 9.0 0.23

CN 1.0 1.3 1.3 1.2 1.5 6.4 0.17

JN 0.6 2.6 0.8 0.6 1.4 5.9 0.14

GN 2.8 1.4 1.8 1.6 1.7 9.4 0.24

GW, Gangwon; CN, Cungnam; JN, Jeonnam; GN, Gyeongnam.
†
, Contamination factor.

‡
, Contamination degree.

§
, Pollution index.

Table 5. Correlation matrix among 7 heavy metal in total soil samples.

Cu Pb Zn Ni As Hg

Cd 0.2588
***

0.2497
***

0.4774
***

0.3556
***

0.4173
***

0.2169
***

Cu 0.0387
ns

0.5856
***

0.5928
***

0.3955
***

0.2081
***

Pb 0.1442
***

-0.0209
ns

0.3515
***

0.1085
**

Zn 0.3360
***

0.3055
***

0.2486
***

Ni 0.3546
***

0.1031
**

As 0.2332
***

ns, not significant; **, p-value < 0.01; ***, p-value < 0.0001. 

중금속 항목 간 상관분석 조사시료의 중금속 항목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서는 중금속 항목 간 대부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Cd은 다른 모든 중금속 항목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특히 Zn (0.4774) 및 As (0.4173)와 상관관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Cu는 Pb을 제

외한 모든 항목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그 중 Zn (0.5856) 및 Ni (0.5928)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Cu와 Zn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인공적인 투입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된 바 있

는데 (Yang et al., 2019), 본 연구에서 Cu와 Zn이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도 자연적으로 유입된 것이 아니라 

공단으로부터 인공적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s

우리나라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의 공단 인근 농경지 중금속 농도 현황을 파악하고 오염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단인근 농경지 600지점의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중금속 전함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역별 공단 인근 농경지의 표토와 심토의 중금속 평균 농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우려기준보다 모두 낮게 나타

났다. 중금속 오염도 평가 결과 우리나라 강원과 경남 지역의 오염도는 중간오염 수준, 충남과 전남 지역은 낮은 오염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Pollution index) 산출 결과 조사 지역 모두 중금속 비오염 (Uncontaminated)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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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의 중금속 항목 간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부분 항목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다른 항목에 비해 Cu와 Zn 사이에서 좀 더 강한 양의 상관관계 (r = 0.585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공단인근 농경지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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