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Vol. 34, No. 2, pp. 157-163 (March, 2018)
pISSN 2289-0971 eISSN 2289-098X https://doi.org/10.15681/KSWE.2018.34.2.157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Vol. 34, No. 2, 2018

1. Introduction1)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의 삶은 편리해졌지만, 부가
적으로는 많은 오염물질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발생한 오염
물질은 일반적으로 화학물질들을 가리키며 이들 화학물질

의 종류는 1억 개가 넘어,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CAS, 
2015). 많은 화학물질들은 사용 후에 성상에 맞게 처리되어
배출되지만, 일부분은 처리되지 않은 채로 주변하천들을 통
해 방류되고 있다. 수계로 배출되는 화학물질들 중에는 인

간에게 특히 유해한 화학물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물질들은 발암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으로 분류되
어 관리되고 있다(Keith and Telliard, 1979). 관리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들 중에는 휘발성 유기물질 및 다방향족탄소

등의 유기화합물과 구리 및 납 등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

으며, 인간의 건강은 물론 수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는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항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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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다른 화학물질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WHO, 2011).
국내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을 ‘수질오염물질’로 규

정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물질에는 디클로로메탄 및 클로로

포름 등의 유기화합물과 구리, 카드뮴 및 수은 등의 중금

속이 포함되어 있다(ME, 2015). 중금속은 비중 4.5 이상의
물질로서 미량이라도 지속적으로 흡수하게 될 경우 인체에

축적되어 치명적일 수 있으며, 종류 및 농도에 따라 정신

이상, 신경마비 및 혼수상태 등을 일으키게 된다(Bruins et 
al., 2000). 일반적으로 수생태계에 유입된 중금속의 경우는
퇴적물 내에 존재하여 주변 환경조건에 따라 용출되어 서

식하는 수생생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시화호는 수도권의 공업용지 확보 및 식량공급을 위한

농지조성을 위해 1987년부터 1994년까지 물막이 공사를

진행하여 형성된 인공호수로, 시화·반월 공단에 인접하고

있어 인근하천들을 통해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들이 포함된

담수 일부분이 호수로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호수 전역에

부영양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생물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

이 조성되었다(Kim et al., 2010).
시화조력발전소는 서해바다의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2004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1년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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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pollution levels of nine kinds of heavy metals (As, Cd, Cu, Cr, Hg, Mn, Ni, Pb, and Zn) in 
Lake Shihwa, which is susceptible to the inflow of pollutants, and the levels of heavy metal exposure in its fish and shellfish. 
Shihwa Lake`s water quality did not exceed the short-term standard for protection of marine ecosystems, but concentrations of 
As, Cu, Cr, Hg, Ni, and Zn exceeded the long-term standard for protection of a marine ecosystem. In comparison to findings in 
prior research, performed in 2010, levels of Cr, Ni, As, and Zn are now 4.1 times lower. However, when compared to 
Saemangeum Lake, the environment is similar to that of Lake Shihwa, Cu, Ni, Hg, Mn, and Zn were 244.4 times higher. The 
levels of Pb, Cd, and Hg in fish’s muscles did not exceed the average values set by the marine safety standard. However, when 
compared to the fish from the Korean coast, the levels of heavy metals were 9.7 times higher, on average. The levels of heavy 
metals in fish`s livers were on average 26.8 times higher than in the muscles. In the case of shellfish, the levels of Pb, Cd, and 
Hg did not exceed the standard values, but in comparison to the shellfish from the south coast, the levels of heavy metals were 
6.2 times higher on average. In particular, Mn (153.5 times higher) from fish and Cd (14.7 times higher) from shellfish were 
found in high amounts, indicating a concerning level of these specific heavy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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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발전량은 소양강댐의 1.56배에 달하는 연간 552 
GWh로 50만명 정도의 인구규모의 도시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세계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이다.
2013년에 실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화 조력발전소의

완공 및 운전으로 인해 수질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고되

었다(Ra et al., 2013). 수질 개선이 일어난 이유로는 조력

발전소 운전 이전에 비해 해수 유입량이 10배 이상 증가하
여 시화호 내부에 존재하는 오염물질들의 일정부분이 희석

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인

근 공장의 폐수나 생활하수의 일부분이 유입되고 있어, 시
화호는 오염물질들의 노출에서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선정된 중금속

9종(Cr, Mn, Ni, Cu, Zn, As, Cd, Pb, Hg)에 대해 시화호

수질 및 시화호 내에 서식하고 있는 어패류의 중금속 현

황을 측정하여 시화호의 중금속 오염정도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환경시료 채취지점 선정 및 샘플링
2015년 6월에 실시한 샘플링은 시화호 내부의 위치에 따
른 중금속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공단유입
지천의 시작부분부터 배수갑문까지 시화호 내부를 5등분한
후 수심이 6 m 이상 되는 지점을 수질시료 채취 지점으로
선정하였다. 어패류의 채취 지점은 수질시료 채취 지점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F1 및 F4 어류시료 채취지점의 경
우는 W1 및 W4 수질시료 채취지점에서 삼각망설치가 가

능한 지점으로 이동하여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수질시
료의 경우 W1 ~ W5로, 패류시료의 경우 S1 ~ S5로, 어류시
료의 경우 F1 ~ F5로 표기하여 명명하였다. 

수질시료 준비 및 채취는 Standard methods 3030 및 수

질환경공정시험법 ES 04130.1c를 참고하였으며, 조력발전
소 운전시 만조와 간조에 의한 희석을 고려하여 2회 채수

하였다(APHA, 2005; ME, 2015). 패류시료는 각 채취 지점
에서 직접 채취하였으며, 어류시료의 경우 삼각망을 설치하
고 3일이 경과 후에 회수하여 사용하였다.

2.2 측정 중금속 선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수질자료를 참고로 하여

국+내에서 지정하고 있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에 속하는 중

금속 6종(Cu, Pb, As, Hg, Cd, Cr)과 국제기구인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및 US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IRIS 
(Inter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에서 발암물질로 규정

하고 있는 중금속 3종(Ni, Zn, Mn)을 추가한 총 9종의 중

금속에 대하여 오염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WHO, 
2015, EPA, 2015).

2.3 측정 중금속 분석
수질시료 및 어패류 시료에 대한 중금속 농도는 ICP-MS 

(Perkin Elmer, Elan DRCⅡ, USA)와 자동 수은 분석기

(Milistone, DMA-80,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질시
료의 경우 높은 염농도로 인하여 측정이 가능한 염농도까지

희석을 실시하여 측정하였다. 3종의 중금속(Cd, Cu, Pb)의
경우는 전처리 과정에서 ICP-MS의 검출한계 이하로 측정

되었기 때문에, 희석과정이 필요없는 MIBK/APDC 추출법
을 이용해 원자 흡광 분광 광도계(Perkin Elmer, AAnalyst-  
700-spectrometer, USA)로 분석을 수행하였다(Brooks et al., 
1967).

Fig. 1. Sampling points at Shihwa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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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and Discussion

3.1 시화호 내 수질의 중금속 농도
분석결과 간조와 만조 때의 중금속 농도는 유의할만한

수준은 아니였으며, Table 1의 시화호 내부 수질 분석 결과
를 해양생태계 보호 단기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Ni와 Zn
의 경우 전 지점에서, Hg의 경우에는 W2 지점에서, Cu은
W1 지점에서 단기 기준을 초과하였다.
국내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지정한 해양생태계 보호 장

기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Ni은 모든 지점에서 기준에

비해 최소 1.2배 이상 높게 검출되었다. Zn은 W2 지점에
서 장기 기준에 비해 최소 1.6배 이상 높은 값을 나타내었
으며, 그 외 지점에서는 기준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나머지
6종(Cr, As, Hg, Cu, Cd, Pb)의 경우에는 모든 지점에서

장기 기준보다 낮게 측정되었다(MOF, 2015).
지점별 중금속 농도의 경향성을 확인해보았을 때, Fig. 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중금속이 인근지역에서 시화호

로 유입되는 지천의 시작부분인 W1 및 W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력발전소 및 배수갑문이 존재하는 W4 및
W5 지점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Mn
과 Cu의 경우에는 그 경향성이 뚜렷하였으며, Mn은 W1 
지점에서 221.55 μg/L인 것에 비해 W5 지점에서 42.3 μg/L
로 나타나 5.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Mn에 대한 수질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Mn이 미처리
된 폐수가 인근하천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질시료의 측정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나 있는 2010년
도에 측정된 시화호 내 중금속 농도 측정값과 비교하였을

때, Mn의 경우에는 2.2배 높게 측정되었으나, Mn을 제외

한 다른 중금속 항목은 최소 1.3배에서 최대 657.1배 낮게
측정되었다(Woo et al., 2012). Cu, Cd 및 Hg의 경우 2010
년 조사결과가 검량한계 이하로 측정되어 비교할 수 없었

다.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조력발전소가 가동되기 전인

2010년의 중금속 측정결과와 비교하여 상당부분 수질이 개
선된 것으로 보여진다.
시화호의 오염정도를 비교·판단하기 위하여 국내 연안의

해수 중금속 농도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 연안 해수의 중

금속 평균 농도 대비 Cu, Cd, Pb 및 Mn을 제외한 5종의
중금속이 최소 5.8배에서 최대 55.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MOF, 2001; Kim et al., 2015). 시화호와 같이 특별
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마산만

과 비교해 보았을 때, 측정된 5개 항목중 Cd, Cu 및 Pb은
낮게 측정되었으나, Zn과 Ni은 각각 22.9배, 16.9배로 나타
나 공단을 포함한 지역의 비교에서도 중금속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won, 2004). 또한 시화호와 마찬가지로

방조제로 인해 외해로의 원활한 해수의 유통이 막혀있어 폐

쇄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는 새만금 수역의 오염정도와 비교

하였을 때, 특정 중금속에 대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
났다. 측정이 되지 않은 Cr 및 As를 제외한 7종의 중금속

Heavy metal Cr Mn Ni Cu Zn As Hg Cd Pb Reference

2015
Shihwa lake

W1 8.1 221.55 17.55 1.25 33.3 6.05 0.9 0.0055 0.0155

This Study

W2 8.0 133.05 17.15 0.8 53 4.7 1.6 0.006 N.D

W3 7.25 88.75 13.65 0.65 19.2 4.5 0.55 0.006 N.D

W4 7.55 59 14 0.5 32.15 5.8 0.55 0.018 0.001

W5 7.5 42.3 14.95 0.55 32.75 3.55 0.7 0.007 N.D

Average 7.9 94.8 14.7 0.8 41.6 4.8 1.1 0.011 0.001

Marine water quality 
standards

Long term 2.8 N.A 1.8 1.2 11 3.4 1.0 2.2 1.6
MOF (2015)

Short term 200.0 N.A 11.0 3.0 34.0 9.4 1.8 19.0 7.6

2010 Shihwa lake 18.6 42.3 18.6 N.D 123.9 44.4 N.D N.D 2.3 Woo et al. (2010)

2003 Masan bay N.A N.A 0.87 1.58 1.82 N.A N.A 0.15 0.22 Kwon (2004)

2006 Saemanhum lake N.A 62.6 0.83 0.57 0.29 N.A 0.00104 0.037 0.015 Kim et al. (2010)

Coast of Korea 0.36 N.A 0.32 1.68 3.09 0.83 0.02 0.07 0.23 MOF (2001)
Kim et al. (2015)

※ N.A: Not analyzed, N.D: Not detected.

Table 1.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at Lake Shihwa (Unit : μg/L)

Fig. 2.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in water by sampling 
points (SPME: Short-term standard for protection of 
marine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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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새만금 대비 Cd 및 Pb은 낮은 수준이었으나, Hg  
(1,057.7배), Zn(143.5배), Ni(17.7배), Mn(1.5배) 및 Cu(1.4
배)는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다(Kim et al., 2010). 
높게 측정된 중금속들 중 Zn 및 Ni은 타 연구에서 진행되
었던 시화호 주변 유입지천의 퇴적물 중금속 분석결과와

종합해보았을 때, 주변의 시화·반월공단에 밀집해 있는 업

체들에서 배출된 폐수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되었다(Jeong 
et al., 2015).

3.2 어류의 중금속 농도
어류 시료 채취 결과 모든 지점에서는 점농어(Lateolabrax 

maculatus)가, F5 지점에서는 조피볼락(Sebastes schlegeli) 및 
전어(Konosirus punctatus)가 추가로 포획되었다. 모든 지점
에서 공통으로 포획된 점농어에 대한 중금속 농도를 Table 
2와 같이 분석한 결과, 국내 수산물 중금속 기준인 Pb, Cd 
및 Hg을 살펴보았을 때 근육 조직의 경우는 기준을 초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류 기준 Pb: 500 μg/kg, Cd: 
200 μg/kg, Hg: 500 μg/kg).
지점에 따른 중금속별 경향성을 확인하였을 때 Mn이 F1 
지점에서 F3 지점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외의 중금속은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유로

는 패류와는 달리 호수 전체를 돌아다니는 어류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점농어의 부위 별 중금속의 농도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모든 중금속에 대해서 근육 조직보다 간 조직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Cu의 경우는 근육에서

평균 332.7 μg/kg로 나타났으나, Table 3과 같이 간의 경

우에는 46,823 μg/kg로 나타나 최대 140.7배 이상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Zn의 경우에는 근육에서 8,564 μ
g/kg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간에서는 34,776 μg/kg이 검출

되었으며, 이 외의 다른 중금속들은 Cd 92.3배, Mn 6.1배, 
Pb 4.4배, Cr 4.1배, As 1.7배, Ni 1.7배, Hg 1.3배의 순서
로 나타나 중금속 축적이 상당부분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5 지점에서 포획된 점농어, 조피볼락 및 전어에 대해

어종별로 근육 조직 내 중금속 농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

과 Table 4와 같이 점농어의 As 농도가 1,421 μg/kg로 조

피볼락과 전어에 비해 최대 2.7배 높게 나타났으며, 조피볼
락은 Cr, Pb, Hg 및 Cd가 다른 표본에 비해 최대 7.0배 높
게 측정되었다. 전어의 경우 Mn, Ni, Cu 및 Zn이 다른 표
본에 비해 최대 5.4배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점농어 및 조
피볼락의 Mn 농도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전어의 Mn 농

Heavy metal Cr Mn Ni Cu Zn As Hg Cd Pb

F1 195.4 206.1 79.6 321.0 8,454.5 731.0 36.7 0.1 19.7

F2 519.8 222.7 84.0 313.6 8,558.6 845.3 32.5 1.0 22.7

F3 33.9.7 286.0 131.3 364.4 9,956.0 854.2 31.0 0.7 35.7

F4 615.6 197.4 112.2 279.2 7,993.8 1,093.3 32.8 0.5 18.0

F5 260.7 199.4 76.5 385.5 7,858.6 1,420.6 31.5 0.6 20.7

Average 386.2 222.3 96.7 332.7 8,564.3 988.9 32.9 0.6 23.4

Table 2.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in muscle of Lateolabrax maculatus (Unit μg/kg)

Heavy metal Cr Mn Ni Cu Zn As Hg Cd Pb

F1 2,201.5 1,519.4 174.0 30,146.4 35,521.2 1,156.4 40.0 42.7 93.0

F2 1,008.8 1,257.5 123.9 35,390.7 32,304.5 1,079.6 40.7 42.2 92.7

F3 1,781.1 1,387.5 175.7 63,036.2 40,636.5 2,072.8 49.9 59.1 143.4

F4 1,848.3 1,369.8 185.3 56,907.0 36,355.9 2,228.8 49.5 63.4 133.6

F5 1,154.1 1,253.8 168.8 48,638.6 29,062.3 2,066.5 39.0 69.5 51.8

Average 1,598.8 1,357.6 165.5 46,823.8 34,776.1 1,720.8 43.8 55.4 102.9

Table 3.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in liver of Lateolabrax maculatus (Unit μg/kg)

Heavy metal Cr Mn Ni Cu Zn As Hg Cd Pb Reference

Shihwa
lake

Lateolabrax maculatus 260.7 199.4 76.5 385.5 7,858.6 1,420.6 31.5 0.6 20.7

This StudySebastes schlegeli 488.3 203.2 62.8 218.8 5,341.4 640.4 36.4 2.9 34.2

Konosirus punctatus 275.3 1074.4 90.0 587.1 8,546.2 531.1 23.0 1.8 2.9

South
Coast

Sebastes schlegeli 221.0 178.0 33.0 526.0 7,985.0 N.A N.A 8.0 29.0 Mok et al. 
(2009)Konosirus punctatus 160.0 7.0 105.0 1006.0 7,927.0 N.A N.A 26.0 27.0

※ N.A: Not analyzed

Table 4.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in muscle of fishes (Unit μ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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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약 5.3배 높게 검출되었다. 어종의 특성상 점농어와

조피볼락은 표층 쪽에서 먹이활동을 하지만, 전어의 경우는
호수 바닥의 뻘과 플랑크톤을 같이 섭취하는 관계로 중금

속 함유량이 높은 호수 퇴적물의 흡수가 많아 중금속의 농

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NFRD, 2017).
시화호내의 어류의 중금속 축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연안(포항, 군산, 통영)에서 포획된 어종별 중금속 측정
값과 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이 실시된 7종의 중금속의

농도를 비교해본 결과, 조피볼락의 경우는 Cr 2.2배, Ni 
1.9배, Pb 1.2배, Mn 1.1배, Zn 0.7배, Cu 0.4배 및 Cd 0.4
배가 차이가 났다. 전어의 경우는 Mn 153.5배, Cr 1.7배, 
Zn 1.1배, Ni 0.9배, Cu 0.6배, Pb 0.1배 및 Cd 0.1배의 차
이를 보였다(Mok et al., 2009). 앞선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
을 때, 국내연안(포항, 군산, 통영)에서 포획된 어종과 비교
하여 Cr 및 Mn의 중금속 축적이 상당부분 진행된 것이 확
인되었다.

3.3 패류의 중금속 농도
시화호 내부에서 채취된 패류의 시료 채취 결과는 S1 ~

S4 지점에서는 참소라(Batillus cornutus)가, S5의 지점에서

는 진주담치(Mytilus edulis)가 채취되었다. Table 5에 나타

난 중금속 분석 결과를 국내 수산물 중금속 기준에 대해

비교하였을 때, 기준 항목이 존재하는 Pb, Cd 및 Hg에 대
해서 모두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패류
기준 Pb: 2,000 μg/kg, Cd: 2,000 μg/kg, Hg: 500 μg/kg). 
그러나 국내연안(포항, 군산, 통영)에서 서식중인 생물종의

중금속 측정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는 참소라의 경우 Cd 
14.7배 Cu 9.0배, Mn 5.3배, Zn 3.6배, Ni 2.0배, Cr 1.8배
및 Pb 0.8배의 차이가 났다. 진주담치의 경우 Mn은 4.9배, 
Ni은 3.6배, Cr 2.2배, Cd 1.3배, Cu 1.1배, Zn 0.8배 및 Pb 
0.7배의 차이가 났다(Mok et al., 2010). 결과를 종합해보았
을 때, 참소라는 Cd, Cu, Mn 및 Zn가 진주담치는 Mn 및
Ni이 남해안과 비교하여 축적이 심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점에 따른 농도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한 자리에서 생

애를 보내는 패류의 특성상 특정 중금속에 대해 채취지점

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Fig. 3에 보이는 바

와 같이 Cu 및 Zn의 경우, 공단에 가까운 S1 지점에서 조

력발전소 근처인 S4 지점으로 갈수록 점차 농도가 낮아지

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Zn의 경우에는 S1 지점에서
152,661 μg/kg로 높게 측정되었으나, S4 지점에서는 58,472 
μg/kg로 2.6배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수질시료와 패류의 채취지점에 따른 경향성을 종합해보

았을 때, 9종의 중금속들 중 3종의 중금속(As, Cu, Zn)은
패류에서 공단과 가까운 지점(W1 및 W2)에서 조력발전소

및 배수갑문 지점(W4 및 W5)으로 갈수록 중금속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수질시료의 경향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시점(2015년) 이전부터 공단에서의 지속적인

오염원의 유입에 의한 장기간 중금속 노출이 진행된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Mn의 경우는 앞선 3종의 중금속과는

반대로 조력발전소 및 배수갑문 지점(W4 및 W5)에서 공

단과 가까운 지점(W1 및 W2)으로 갈수록 중금속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여 공단으로부터의 오염원 유입이 아

닌 외해로 부터의 유입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총 9종(Cr, Ni, As, Hg, Zn, Mn, Cu, Cd, 
Pb)의 중금속에 대해 시화호 내의 중금속 농도를 확인하고, 
시화호 내에 서식하고 있는 어패류의 중금속 오염정도를

종합하여 향후 호소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Heavy metal Cr Mn Ni Cu Zn As Hg Cd Pb Reference

Shihwa
lake

Batillus 
cornutus

S1 252.0 2,669.3 204.3 57,300.9 152,661.1 7,004.2 46.9 1,821.6 179.5

This Study

S2 210.9 2,326.6 153.0 36,400.1 133,984.0 4,539.0 24.7 1,117.6 143.6

S3 281.1 2,350.6 316.9 23,247.1 56,840.3 3,790.0 22.5 1,354.9 167.4

S4 225.4 4,940.6 212.5 16,032.2 58,472.3 2,654.2 14.3 1,154.5 161.7

Avg. 242.3 3,071.8 221.7 33,245.1 100,489.4 4,496.9 27.1 1,362.2 163.1

Mytilus edulis S5 551.6 10,768.3 416.3 1,374.5 19,640.6 1,399.1 6.9 264.2 205.3

South
Coast

Batillus cornutus 132.0 576.0 114.0 3,709.0 27,858.0 N.A N.A 93.0 200.0 Mok et al. 
(2010)Mytilus edulis 255.0 2,199.0 116.0 1,298.0 23,652.0 N.A N.A 211.0 301.0

※ N.A: Not analyzed

Table 5.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in shellfishes (Unit μg/kg)

Fig. 3.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in shellfishes by 
sampling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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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시화호 수질을 분석한 결과, 해양생태계 보호 단기 기
준에서는 2종(Ni, Zn)이, 장기 기준에서는 6종(Cr, Ni, As, 
Hg, Zn, Cu)의 중금속이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u 
및 Mn의 경우에는 지천 유입부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조력발전소 부분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 조력발전소 운전에 의한 오염물질 희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0년에 진행된 시화호 내부 수질
분석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Mn을 제외한 모든 중금속 항목
이 최소 1.3배에서 최대 657.1배까지 낮게 측정되어, 조력
발전소 운전 이후 수질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시화호와 마찬가지로 방조제로 인해 외해로의 원활

한 해수의 유통이 막혀있어 폐쇄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는

새만금과 비교해서는 3종의 중금속(Zn, Ni, Hg)의 농도가

높게 검출되었으며, 이는 주변에 위치한 공단에 의한 영향

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어류의 경우는 근육에서는 국내 수산물 중금속 기준

항목에 존재하는 Pb, Cd 및 Hg은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
다. 또한 호수 전체를 돌아다니는 어류의 특성상 지점에

따른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근육과 간의 중금속

농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중금속별로 차이가 있으나 적게

는 1.3배에서 크게는 140.7배까지 높게 나타나 중금속 오염
이 상당부분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비교적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남해안에서 서식하

는 어종들과 비교하였을 때, 조피볼락의 경우는 Cr 2.21배, 
전어의 경우는 Mn 153.49배가 높게 검출되어 타지역과 비
교하여 중금속 오염이 진행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조피볼락
보다 전어가 농도가 높게 검출된 결과를 미루어봤을 때 시

화호 바닥의 퇴적물에 높은 농도의 중금속이 축적 되어있

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3) 패류의 경우는 국내 수산물 중금속 기준 항목에 존재
하는 Pb, Cd 및 Hg의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남해안에서 서식하는 패류와 비교하였을 때 6종(Cr, Ni, 
Zn, Mn, Cu, Cd)의 중금속농도가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금속 오염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Cu 및 Zn의
경우는 타 중금속들에 비해 지천 유입부분에서 특히 높게

검출되었고 조력발전소 부분으로 갈수록 농도가 점차 낮아

지는 경향을 고려하였을 때, 유입지천에 의한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력발전소 운전을 통해 시화호 내부의 수질이 상당부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어패류들의 중금속 오염

현황을 종합해보았을 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다 건강한 시화호를 만들기 위해 중금속

뿐만 아니라 기타 수질오염물질들의 관찰을 포함한 다각적

인 추가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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