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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soil provides various ecosystem services such as biomass production, climate regulation, carbon 

storage, nutrient, and water cycling for human society but urban soil is threatened by pollution, compaction, 

sealing, and decline in organic matter. Especially urban soil near the road can be contaminated by 

traffic-related emissions. Thus, this study assessed the contamination level of heavy metal(loid)s in urban soil 

at the street tree planting sites. For this, soil samples were collected from 26 urban tree-planting sites, 23 

agricultural areas, and 26 forest areas in Chuncheon city and analyzed using the standard procedures for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total heavy metal(loid)s concentrations. The urban soils had low clay contents 

and CEC and high sand contents, indicating low retention of heavy metal(loid)s. However, urban soil Cu and 

Zn concentrations were higher than agricultural and forest soils and their concentrations had a strong positive 

linear correlation. This indicates that Cu and Zn could have a common source such as vehicles. Consequently, 

some traffic-related heavy metals, in particular Cu and Zn, were being accumulated in the urban soil at street 

tree planting sites, which may warrant some caution regarding the environment issues in the future.

Keywords: Contamination, Copper, Street tree, Urban soil, Zinc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ntrations of Cu and Zn & Cr and Ni in urban soil at street tree planting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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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로 대도시에 자본과 인구가 집중되고, 주거, 산업 공간 및 도로 확충에 따른 불투수

층이 증가하면서 도시 내 녹지 면적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열섬현상, 물순환 등 다양한 

환경문제 등의 해결책으로 도시숲 등 도시 생태계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2020년 6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도시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도시 토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최근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도시숲 등’ 에는 도시숲, 생활숲 그리고 가로수가 해당

된다. 이 중 가로수는 도시환경의 미기후조절 기능, 환경공학적 기능, 미적 기능 등을 통해 도시민의 일상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도시 내 다른 녹지들과 연계하여 녹지 네트워크의 필수 요소로 작용한다 (Georgi and Zafiriadis, 

2006; Vailshery et al., 2013; Han et al., 2014; Salmond et al., 2016). 또한 산림청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7년 기준 생활권 도시림 면적을 산출한 결과 도시림 중 가로수 등 도로변 녹지가 34.22% 

(32,857,713 m
2
)로 가장 높은 면적을 차지하였다 (Korea Forest Service, 2018). 따라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는 도시 

환경 개선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로수의 기반이 되는 도시 토양은 답압 및 차폐 (compaction & sealing), 염류화 (salinization) 그리고 오염 

(pollution) 등의 위협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그 예로 Yang and Zhang (2011)은 중국 난징의 도시 토양을 대상으로 수

분 침투율 (infiltration rate)을 조사했는데, 그 중 일부는 답압으로 인해 침투율이 매우 낮게 나왔다. 결과적으로 이들 

답압 지역은 물이 토양 내로 침투하지 못해 표면 유거수 (surface runoff water) 내 양분 (N, P) 함량이 다른 토지 이용 

지역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캐나다 앨버타 16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의 EC를 모니터링 했

을 때, 제설제 살포로 인해 50% 지점의 토양 EC가 2 dS m
-1

 이상으로 나타났고, EC가 높은 토양에서 재배된 나무 잎

의 Na 함량은 높았으며, 클로로필 (chlorophyll) 함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quiza et al., 2017). 

특히, 도시 토양은 도로에서 발생한 다양한 중(준)금속이 포함된 분진에 의한 오염 잠재력이 매우 높은데 (Werkenthin 

et al., 2014), Bi et al. (2018)는 도로변에서 수집한 분진의 Hg 함량은 도로 인근 토양보다 낮았으나, As, Cd, Cu, Pb, Zn 

함량은 토양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호주 멜버른 내 도로변 토양은 다양한 도로 배출 물질에 의해 

Cd, Cu, Ni, Pb, Zn 등이 축적되었고, 이는 도로 운영 년수, 교통량, 자동차 속도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De 

Silva et al., 2016). 우리나라 경기도 도로변 토양을 대상으로 도로 이격거리 별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토양 

Cr, Ni 등의 함량이 도로에 가까울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Kim et al., 2017).

도시 가로수 토양이 중(준)금속으로 오염되면 가로수의 생육 저하 뿐만 아니라, 토양이 지닌 생물다양성 보존, 깨끗

한 물 공급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도시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 가

로수 환경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 가로수 토양의 중(준)금속 함량을 토지 이용 목적이 다른 농경지와 산림 토양

과 비교하여 가로수 토양의 중(준)금속 수준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원인 및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토양시료 채취 도시 가로수 토양의 중(준)금속 함량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2020년 10월 강원도 춘천 지역에서 도시 

가로수 토양 26지점을 포함하여 밭토양 22지점, 산림토양 26지점을 hand auger를 이용하여 10 - 20 cm 깊이에서 채취하였

다 (Fig. 1). 채취한 토양은 풍건 후 이화학적 특성 및 중(준)금속 분석을 위해 각각 2 mm, 150 µm 체로 거른 후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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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oil sampling sites in Chuncheon city.

Table 1. Indicies of PI and PINemerow used to define the level of soil pollution.

Pollution indices Classfication Level of soil pollution

PI

PI < 1 Unpolluted

1 < PI < 2 Low polluted

2 < PI < 3 Moderately polluted

3 < PI < 5 Highly polluted

PI > 5 Very Highly polluted

PINemerow

PInemerow ≤ 0.7 Clean

0.7 < PInemerow < 1 Warning limit

1 < PInemerow < 2 Slight pollution

2 < PInemerow < 3 Moderate pollution

PInemerow ≥ 3 Heavy pollution

토양 이화학적 특성 및 중(준)금속 분석 채취한 토양은 이화학적 분석항목 중 토양 내 중금속 흡착, 보유력과 관

련된 pH, 유기물, CEC, 모래, 점토 함량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Vega et al., 2010; Lim et al., 2016). 토양 pH는 토양과 

증류수를 1:5로 혼합하여 1시간 동안 진탕한 후 pH meter (Model 555A, Thermo-Orion, USA)로 측정하였다. 토양 유

기물은 Walkley-Black 법으로 분석하였으며 (Nelson and Sommers, 1996), CEC는 1 M ammonium acetate (pH 7) 추

출법으로 분석하였고 (NAS, 2010), 모래, 점토 함량은 비중계법으로 측정하였다 (NAS, 2000).

토양 중(준)금속 총함량은 토양오염공정시험법 (ES 07400.2c)에 준하여 수행하였다. 토양 3 g에 aqua regia (염산 

21 mL : 질산 7 mL)를 가하여 흑연블럭상에서 가열, 분해하였다. 분해한 용액은 HM No. 51 여과지로 여과 후 0.5 M 

HNO3로 100 mL 표선하여 분석용액으로 사용하였고, ICP-OES로 As, Cd, Cu, Cr, Ni, Pb, Zn 함량을 정량하였다. 중

(준)금속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표준인증물질 (BAM-U112a)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 후 회수율을 확인하

였고, 각 중(준)금속 평균 회수율은 90 - 110% 범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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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oil sand (left) and clay (right) contents.

중(준)금속 오염도 평가 도시 가로수 토양의 중(준)금속 오염도를 평가하기 위해 single pollution index (PI) 와 

Nemerow pollution index (PINemerow)를 산출하였다. PI는 우리나라 9개 지질단위를 고려한 산림토양 중 중금속의 배

경농도 (Yoon et al., 2009)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식은 Eq. 1과 같다. PINemerow는 중금속 별 (n개 항목)로 산출된 

PI를 통해 통합적인 오염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산출방법은 Eq. 2와 같으며, 산출된 PI와 PINemerow 값은 Table 1과 같

이 1 - 5등급으로 분류하였다 (Che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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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처리 실험 결과는 토지 이용별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도출하여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처리별 유의성 

분석은 SAS 프로그램 (SAS version 9.4, SAS Inc., USA)을 이용한 분산분석 (ANOVA)을 통해 토지 이용별로 토양

의 이화학적 특성 및 중금속 함량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도시 가로수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토지 이용별 토양의 모래 함량은 도시 가로수 토양이 농경지와 산림 토양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점토 함량은 도시 가로수 토양이 가장 낮았다 (Fig. 2). 이는 가로수 조성 시 주변 건설현장에

서 발생한 마사토가 주로 사용된 결과로 보여진다. 도시 가로수 토양의 평균 pH는 농경지 (6.6), 산림 (5.4) 토양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은 7.3으로 (Fig. 3A), 이는 NaCl 등의 제설제 또는 석회가 함유된 시멘트, 콘크리트 파편 등이 유입

되어 도시 토양의 pH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 (Yang and Zhang, 2015; Equiza et al., 2017). 또한 가로수 토양 관리

를 위해 주기적으로 투입된 유기 자재에 의해 평균 유기물 함량은 농경지 토양과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Fig. 3B). 비

록, 도시 가로수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농경지 토양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도시 가로수 토양의 CEC는 가장 낮은 수

준을 보였는데 (Fig. 3C), 이는 도시 가로수 토양의 모래 함량이 많고, 점토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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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oil pH (A), organic matter (B) and CEC (C).

일반적으로 토양의 모래, 점토 함량과 pH, 유기물 함량, CEC 등은 토양 중 양이온성 중금속의 흡착 또는 보유능과 

관련성이 높다 (Zhang et al., 2008; Vega et al., 2010). 따라서 위 도시 가로수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을 볼 때, 도시 토

양이 중금속을 보유하는 능력은 농경지와 산림 토양보다 낮아 도로에서 발생한 중금속이 도시 가로수 토양으로 유입

되면 지하수 등의 주변 환경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 가로수 토양의 중(준)금속 함량 본 연구에서 분석한 토지 이용별 토양의 중(준)금속 함량은 도시 가로수 

토양 2지점의 Zn 함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나라 토양오염우려기준보다 낮았으며, 도시 가로수 토양의 As, Cd, Cr, 

Ni 함량은 농경지 또는 산림 토양보다 평균 함량이 낮아 도시 환경 특히, 도로 분진에 의한 이들 중(준)금속이 가로수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Table 2). 토지 이용별 토양 평균 Pb 함량은 도시 가로수 토양이 36 mg kg
-1

 로 가장 

높았으나, 산림 토양과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는 As, Cd, Cr, Ni과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 가로

수 지역 토양에 도로 분진 중 Pb 의 영향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Table 2).

하지만 도시 가로수 토양의 평균 Zn 함량은 166 mg kg
-1
로 농경지, 산림 토양에 비해 1.7 - 1.9배 높았다 (Table. 2). 

또한 Cu의 평균 함량도 도시 가로수 토양이 가장 높았으며 (Table. 2), 도시 가로수 토양의 Cu와 Zn 함량 간에 높은 양

의 상관성을 보였다 (Fig. 4). 농업환경에서 사용되는 퇴비 중에는 Cu와 Zn 함량이 높아 퇴비 처리량에 따라 농경지 토

양은 이들 중금속 영향을 받을 수 있다 (Nicholson et al., 1999; Ko et al., 2008). 도시 가로수 토양에도 주기적으로 토

양 관리를 목적으로 퇴비 등 유기 자재를 투입하기 때문에 Cu와 Zn 함량이 높아질 수 있는며, 연구지역 도시 가로수 

토양의 Cu와 Zn 간 상관성을 볼 때 동일한 공급원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 가로수 토양의 Cu와 

Zn 함량은 투입된 유기 자재 외에도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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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otal As, Cd, Cr, Ni and Pb concentrations in the collected soil samples.

Land use
As Cd Cr Cu Ni Pb 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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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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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ban soil

Ave. 4.0b
†

0.39a 45.3b 25.0a 11.4b 35.9a 166.3a

Max. 9.2 0.69 67.1 58.7 21.2 71.9 466.9

Min. 2.4 0.24 23.9 6.8 3.8 24.9 83.2

Agricultural soil

Ave. 4.8ab 0.38a 44.7b 15.9b 14.5b 26.4b 99.9b

Max. 12.8 0.64 98.6 34.3 43.4 43.1 167.1

Min. 1.7 0.20 8.9 2.6 1.6 17.4 61.7

Forest soil

Ave. 6.1a 0.43a 59.4a 20.6ab 25.2a 33.5a 87.8b

Max. 11.9 0.78 121.9 72.9 75.9 54.3 170.6

Min. 1.7 0.26 6.7 3.9 5.4 14.7 46.6

Natural abundances
‡

6.8 0.29 25.4 15.3 17.7 18.4 54.3
†

Means 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among land uses.
‡

Yoon et al. (2009).

Fig. 4.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ntrations of Cu and Zn (right) and Cr and Ni (left) in soils.

그동안 선행연구를 통해 도로 위 달리는 자동차에서 자동차 부품 부식, 윤활제, 타이어 마모 등에 의해 다양한 물질

이 발생, 비산되고 이들 중에는 Cu, Zn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ristoforidis and Stamatis, 2009; Nazarpour 

et al., 2019; Hong et al., 2020). Lee et al. (2020)는 중금속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각 부위에서 시료를 채

취해 중금속 함량을 분석했는데, 자동차 휠, 브레이크, 타이어, 배기통 등을 통해 배출된 시료 중에 Cu와 Zn 함량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정비소 창틀 및 바닥 분진 및 도로 주변 가로수 토양 내에도 Cu와 Zn이 다른 중

금속에 비해 높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 대상 지역 가로수 토양의 Cu와 Zn이 높은 이유도 자동차 내, 외부에서 배출된 

Cu와 Zn이 유입, 축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도시 가로수 토양의 Cr과 Ni 함량은 다른 토지 이용별 토양보다 

낮은 수준이였으나, 가로수 토양 Cr과 Ni 함량 간에 높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고 (Fig. 4), Cr과 Ni이 자동차 제조 시 사

용되는 합금강 등 다양한 부품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Kim et al., 2017; Jo et al., 2020) 도시 가로수 토양 내 Cu와 

Zn 뿐만 아니라 Cr과 Ni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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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centages of soil heavy metal (loid) pollution level classified by the single pollution index (PI).

As Cd Cr Cu Ni Pb Zn

Urban soil

Unpolluted 96 4 4 23 85 - -

Low polluted 4 92 54 42 15 69 23

Moderately polluted - 4 42 31 - 23 50

Highly polluted - - - 4 - 8 19

Very Highly polluted - - - - - - 8

Agricultural soil

Unpolluted 77 23 14 50 68 9 -

Low polluted 23 68 55 41 23 86 73

Moderately polluted - 9 27 9 9 5 23

Highly polluted - - 5 - - - 5

Very Highly polluted - - - - - - -

Forest soil

Unpolluted 62 12 12 42 42 4 8

Low polluted 38 81 35 38 35 65 73

Moderately polluted - 8 38 12 15 31 15

Highly polluted - - 15 8 8 - 4

Very Highly polluted - - - - - - -

Fig. 5. Comparisons of the percentages of PINemerow among different land uses.

도시 가로수 토양의 중(준)금속 오염도 평가 토지 이용별 토양의 중(준)금속 오염도를 PI값으로 산출한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모든 토지 이용별 토양에서 As의 PI는 ‘낮은 오염수준 (Low polluted)’ 이하로 분류되었고, Cd은 

도시 96%, 농경지 91%, 산림 93%가 ‘낮은 오염수준’ 이하로 분류되었다. 이를 통해 대상지역 모두 인위적 요소에 의

한 As와 Cd 오염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Cr과 Ni의 PI는 도시 가로수 토양에서 농경지 또는 산림 토양에 비해 

오염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로 배출 분진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도시 가로수 토양과 산림 토양의 Pb 함량은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없었으나 

(Table 2), PI 산출 결과에서 도시 가로수 토양 중 8% (2지점)가 ‘높은 오염수준 (Highly polluted)’으로 분류되어 일부 

가로수 토양은 도로 배출 분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Cu와 Zn 함량은 도시 가로수 토양에서 농경지와 산림 토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차량 이동에 따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PI 산출 결과에서도 높은 등급을 나타냈다. 특히, 도시 가로수 토양 Zn의 평균 PI는 3.1으로 ‘높은 오염

수준’으로 분류되었고, 도시 가로수 대상 토양 중 77%가 Zn에 대해 PI > 2 (중간 오염수준, Moderately polluted)로 분류

되어 다른 토지 이용별 토양 (농경지: 27.0%; 산림:19.2%)보다 월등히 오염도가 높았다. Cu에 대한 PI도 도시 가로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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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중 35%가 ‘중간 오염수준’ 이상으로 분류되어 농경지 (9%), 산림 (20%) 토양보다 Cu 오염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Nemerow pollution index (PINemerow)는 중(준)금속별 산출된 PI를 활용하여 통합적인 오염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산출한 토지 이용별 PINemerow 비율은 Fig. 5와 같다. 전체 도시 가로수 토양 시료 중 8%가 ‘심한 오염수준 (Heavy 

pollution)’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평균적으로는 도시 가로수 토양 PINemerow 값이 1.5로 농경지 토양 (1.1), 산림 토양 

(1.4)과 같이 모두 ‘미미한 오염수준 (Slight pollution)’으로 분류되었다.

PI 와 PINemerow 결과를 통해 춘천 도시 가로수 토양은 Cu와 Zn과 같은 일부 특정 중금속의 오염도가 높지만, 통합적

인 중(준)금속 오염도는 농경지, 산림 토양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u와 Zn이 포함된 도로 배출 분진

의 토양 유입을 최소화하고, 가로수 토양 중 Cu와 Zn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Conclusion

도시 가로수 토양은 외부에서 유입된 중금속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아 대부분의 중금속 함량은 농경지, 산림 

토양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u와 Zn 등과 같은 중금속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들 중금속은 자

동차 배출 물질에 의해 축적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도시 토양 중 Cr과 Ni 함량 간 상관관계가 높고, 이들 중금속이 

도로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가로수 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인근 토양부터 Cu, Cr, Ni, Zn 등과 같은 중금속 함량 모니터링이 수

행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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