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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 수역인 신갈호를 대상으로 저층 퇴적물의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였다. 신갈호 저층 퇴적물의 분석 결과, 함수율의 범위는 49.0∼68.2%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함

수율은 60.8%로 나타났다. 함수비의 경우에는 지점별 96.1∼214.6%의 넓은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함수비는 165.8%로 조사되었다. 퇴적물의 pH는 모든 지점에서 산성을 띄었으며, 하류부로 갈수록

더욱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입도분석 결과, 토성은 SL(사양토) 및 SiL(실트질양토)로 나타났으

며, 이러한 토성분포는 입자별 침강속도에 의한 것으로 퇴적물의 지점별 이ㆍ화학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물 함량 분석결과, 강열감량의 경우 8.22∼11.36%로 평균 10.22%

의 유기물 함량을 보였으며, COD는 24,92 mg/kg∼27,38 mg/kg의 값으로 평균 26,16 mg/kg로 조

사되었다. 영양물질 함량 분석결과, T-N의 경우 신갈호 저층 퇴적물 평균 2,916 mg/kg의 질소 함

량을 보였으며, T-P의는 평균 710 mg/kg로 조사되었다. 영양물질 함량 분석결과 하류부로 갈수

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총질소의 경우 지점별 비슷한 값을 보인 반면, 총인은 지점별 큰 차

이를 보였다. 퇴적물의 중금속 함량은 Cd, Cu, Zn, Cr6+, Pb을 분석하였으며, Cd 0.10∼0.12

mg/kg, Cu 18.33∼20.67 mg/kg, Zn 82.73∼110.15 mg/kg, Cr
6+
0.78∼0.93 mg/kg Pb 11.04∼14.53

mg/kg의 범위를 보였으며, 지점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자료는 신갈호 유역의

개발계획 및 준설 검토에 대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저층 퇴적물, 입도분석, 중금속 함량, 영양물질, 정체성 수역

...........................................................................................................

1. 서 론

신갈호 저층 퇴적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신갈호를 대상으로 오

염물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신갈호에 유입된 오염물질은 수층에서 용존 상태나 입자상태의 물질로

변하거나 입자상 물질에 포함되어 수체의 바닥에 퇴적하게 되며, 이러한 퇴적물은 호소나 하천의

오염원으로 작용하여 수층을 오염시킨다. 특히 저수지와 같이 정체성 수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퇴적

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많으며, 단위 면적당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저층 퇴적물로부터 용출되는

영양염이 수계의 1차 생산과 수질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소의 퇴적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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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수층에서 침강하여 형성된 것으로 일정기간 축적되어 있다가 분해, 확산, 재부유, 생물교란

등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에 의해 다시 수층으로 용출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퇴적물 내에 존재하는 영양염류의 용출은 수온, pH, 용존산소, 유속 등과 같은 물리화학적

환경요인과 저서 미생물 등의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연구 대상 지역인 신갈호 유역은 경부고속도로와 나란히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한 관계로 도처에 골프장 및 공장들이 산재하고 있어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갈호로 유입되는 하천은 제 1지류라 할 수 있는 신갈천과 제 2지류라

할 수 있는 지곡천, 공세천이 유입하여 신갈호 수량을 좌우하며, 주요오염물질의 유입통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신갈천과 지곡천등 유입 하천을 통해서 신갈호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중 일부는 용인시 기흥 하수종말처리장(시설용량 최대 50,000 m
3
/일)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10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신갈호의 발생오염부하량은 주로 생활하수에 기인하였으나, 최근 호

소유역의 개발로 인해 생활하수, 공장폐수 등 점오염원의 급격한 증가와 보라택지개발지구, 공세

복합단지의 건설에 의한 유입 오염부하량 증가, 주택 및 아파트 단지 준공 등에 의한 도시지역 비

점오염원의 유입증가로 인한 총오염부하량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정체성 수역인 신갈호를 대상으로 저층 퇴적물의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자

료는 신갈호 유역의 개발계획 및 준설 검토에 대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사지점 및 방법

2.1 조사지점

농림식품수산부의 수질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수지 퇴적물 처리 시범사업”에 선정된

신갈호 퇴적물의 이ㆍ화학적 특성 및 오염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점별 퇴적물 조사를 실시하였

다. 조사지점은 신갈호의 상류, 중류, 하류부를 대상으로 총 3개 지점에 대하여 퇴적물 조사를 실

시하였고, 조사지점에 대한 위치는 다음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신갈호 퇴적물 조사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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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료채취 및 실험 방법   

2.2.1 시료채취

신갈호 퇴적물 시료채취는 2010년 5월, 7월에 걸쳐 총 2회 실시하였으며, 선박을 이용하여 미리

지정한 지점에서 Grap sampler(lamotte 1097, USA)를 사용하여 채취하였다. 채취된 시료는 2 L의

둥근 폴리에틸렌 통에 2/3정도 채운 뒤 밀폐하여 즉시 실험실로 옮겨 함수율을 측정하였고, 일부

시료는 풍건 건조한 후 퇴적물의 이ㆍ화학적 특성 및 오염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2.2.2 실험방법

신갈호 퇴적물의 분석항목은 크게 물리적, 화학적 분석과 오염도 분석으로 나눠진다. 채취된 3

개 지점에 대한 분석은 토양오염공정시험법, 폐기물공정시험법 및 일부 해양오염공정시험법을 혼

용하여 사용하였고, 항목별 분석방법을 다음 <표 1>에 명시하였다.

<표 1> 항목별 분석방법

구 분 분석방법 분석기기

pH 직접측정법(H2O) pH meter

함수율 / 함수비 폐기물공정시험법 건조기

입도분석 피펫침강법(토양오염공정시험법) 피펫법

CEC 쇼렌베르가법(토양오염공정시험법) 토양침출장치

화학성분분석 XRF(X-Ray Fluorescence) X선형광분석기

강열감량 폐기물공정시험법 회화로

COD 해양오염공정시험법 수욕조

T-N 과황산칼륨분해법 UV

T-P 과염소산분해법 UV

중금속 함량 0.1N HCl 추출법 AAS

3. 연구 결과

3.1 신갈호 저층퇴적물의 이화학적 분석 결과

3.1.1 함수율 / 함수비

신갈호 퇴적물의 함수율의 범위는 49~68.2%이며 평균 함수율은 60.8%로 조사되었다. 함수비의

경우 지점별 96.1~214.6%의 넓은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함수비는 165.8%로 조사되었다. 지점별로

는 호소의 하류부로 갈수록 고형물대비 수분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갈호 퇴적물의 pH

는 3지점 모두 산성을 띄었으며, 하류부로 갈수록 더욱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입도 분석 결과 신갈호 상 지점은 신갈천 및 지곡천의 유입 직후로써 Sand를 많이 포함하고 있

었으며, 이에 따라 토성은 SL(사양토)로 조사되었다. 신갈호 중 지점은 상대적으로 입자가 작은

Silt 및 Clay의 비율이 높아졌고, 토성은 SiL(실트질양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갈호 하 지점은

최하류부로 Silt 및 Clay의 비율이 가장 높은 SiCL(실트질식양토)로써 Sand는 8.99%로 거의 없었

다. 이러한 지점별 토성분포는 입자별 침강속도에 의한 것으로 퇴적물의 지점별 이ㆍ화학적 특성

에 많은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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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and(%) Silt(%) Clay(%)
토성

(Texture)

신갈호 상 73.73 20.63 5.64 SL

신갈호 중 30.40 62.35 7.25 SiL

신갈호 하 8.99 74.90 16.11 SiCL

<표 2> 신갈호 퇴적물의 입도분포

<그림 2> 지점별 입도분포

신갈호 퇴적토 중의 무기원소화학성 분석결과는 각 성분원소의 함량을 산화물의 형태로 가정하

여 환산하였으며, 분석결과 국내 대부분의 점성토와 같이 SiO2와 Al2O3가 약 75~76%로 주요 구성

성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Fe2O3, K2O, CaO, MgO, TiO2가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신갈호의 상류, 중류, 하류부의 지점별 성분의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3.2 신갈호 저층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결과

3.2.1 유기물 함량

신갈호 퇴적물의 유기물 함량은 강열감량과 COD를 통하여 분석하였고, 유기물 함량 분석결과

강열감량의 경우 신갈호 상 8.22%, 신갈호 중 11.08%, 신갈호 하 11.36%로 평균 10.22%의 유기물

함량을 보였다. COD의 경우 신갈호 상 24,922 mg/kg, 신갈호 중 26,170 mg/kg, 신갈호 하 27,386

mg/kg의 값으로 평균 26,159 mg/kg로 조사되었다. 유기물 함량 분석결과 하류부로 갈수록 높아

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류와 하류에 비해 상류부가 다소 낮은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3.2.1 영양물질 함량

신갈호 퇴적물의 영양물질 함량은 퇴적물내의 T-N과 T-N의 양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영양물

질 함량 분석결과 T-N의 경우 신갈호 상 2,836 mg/kg, 신갈호 중 2,846 mg/kg, 신갈호 하 3,065

mg/kg로 평균 2,916 mg/kg의 질소 함량을 보였다. T-P의 경우 신갈호 상 305 mg/kg, 신갈호 중

537 mg/kg, 신갈호 하 1,288 mg/kg의 값으로 평균 710 mg/kg로 조사되었다. 영양물질 함량 분석

결과 하류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총질소의 경우 지점별 비슷한 값을 보인 반면,

총인은 지점별 큰 차이를 보였다.

저질의 중금속 함량은 Cd, Cu, Zn, Cr6+ Pb의 총 5개 항목을 분석하였고 항목별로 Cd 0.1~0.12

mg/kg, Cu 18.33~20.67 mg/kg, Zn 82.73~110.15 mg/kg, Cr
6+
0.78~0.93 mg/kg Pb 11.04~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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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kg의 범위를 보였으며, 지점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 수역인 신갈호를 대상으로 저층 퇴적물의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였다. 신갈호 저층 퇴적물의 분석 결과, 함수율의 범위는 49.0∼68.2%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함

수율은 60.8%로 나타났다. 함수비의 경우에는 지점별 96.1∼214.6%의 넓은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함수비는 165.8%로 조사되었다. 퇴적물의 pH는 모든 지점에서 산성을 띄었으며, 하류부로 갈수록

더욱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입도분석 결과, 토성은 SL(사양토) 및 SiL(실트질양토)로 나타났으

며, 이러한 토성분포는 입자별 침강속도에 의한 것으로 퇴적물의 지점별 이ㆍ화학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물 함량 분석결과, 강열감량의 경우 8.22∼11.36%로 평균 10.22%의 유기물 함량을 보였으

며, COD는 24,92 mg/kg∼27,38 mg/kg의 값으로 평균 26,16 mg/kg로 조사되었다. 영양물질 함량

분석결과, T-N의 경우 신갈호 저층 퇴적물 평균 2,916 mg/kg의 질소 함량을 보였으며, T-P의는

평균 710 mg/kg로 조사되었다. 영양물질 함량 분석결과 하류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

나 총질소의 경우 지점별 비슷한 값을 보인 반면, 총인은 지점별 큰 차이를 보였다. 퇴적물의 중

금속 함량은 Cd, Cu, Zn, Cr6+, Pb을 분석하였으며, Cd 0.10∼0.12 mg/kg, Cu 18.33∼20.67

mg/kg, Zn 82.73∼110.15 mg/kg, Cr6+ 0.78∼0.93 mg/kg Pb 11.04∼14.53 mg/kg의 범위를 보였

으며, 지점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자료는 신갈호 유역의 개발계획 및 준설 검

토에 대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흥부저수지의 퇴적물에 대한 제반

조건 및 준설의 타당성 여부는 수질공학적, 수량적 측면에서의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감 사 의 글 

본 연구는 2010년도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및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시행한 환

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1. 농어촌 진흥공사, 농어촌 연구원(1999), 삽교지구 유입하천․호소 퇴적물 조사 및 강우시 수질

조사

2. 오종민, 조영철(2007) 소규모 저수지에서 퇴적물로부터 영양염류의 용출이 수질에 미치는 영

향, 대한환경공학회지 제29권 제11호 (2007년 11월) pp.1217-1222

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