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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 Variations of Chemical Composition of 
the Estuary Water in Guan흥 Yang Inlet from Mar, 1961 to Feb. 1962

By Chong Hun Won 

Laboratory of Chemistry, Fisheries College, Pusan National University

Seasonal variations of chemical co효stituents of estuarine water at a definite station of the tidal flat 

in Guang Yang inlet have been determined for two days a month. The range and mean of the annual 

variations are as follows:

Constituent Range Mean Constituent Range Mean

Water temp. (°C) 4-30 19 Oxygen, Saturation (%) 69-143 99

ZH 8.0-8.6 8.3 Silicate-Si (/zg-at./Z) 3.40-85-1 17.6
Chlorinity (%) 7.15-18.28 15.68 Phosphate-P 0.14-1-19 0.43

Magnesium (g〃) 0.58-1.28 1.08 Ammonia-N (/zg-at./O 1.35-6.26 3.54

Calcium (g/O 0.16-0.40 0-35 Nitrite-N (糸 0.03-0.64 0.12

Iron (/zg-at./Z) 0.1-2.5 0.5 Nitrate-N (/zg-at./Z) 1.052.89 2.12

Tidal variations through a year are as follows:
1. Although the tidal value of pH. is almost constant during one Hdal cycle, it raises abruptly 0.1-0.2

intervals of pH value during the first period of flood. .
2. The lower values of chlorinity, magnesium and calcium contents have been determined the nearer 

the slack after ebb, and slightly higher during the first period of flood tide than the last of ebb. The 

tidal change of calcium contents is more remarkable than of magnesium.

3. The higher per cent saturation values of dissolved oxygen, sometimes higher than 100 per cent, 

re determined the nearer the slack after ebb.

4. The toral nitrogen contents, relatively poor, varies accidentally during one tidal cycle, whereas 

phosphate-P and silicate-Si are rich at the slack after ebb and increase proportionally to the mixing 

' ercentage of fresh water. The average values, 52.2 and 18.5, " Si/P and N/P are greater than of 

'he normal.

5. The acid soluble iron contents, lower in winter than in summer, is also varies accidentally during 

one tidal cy이e and the magnitude of the variation is large.

6. The chemical composition considered from the value of Ca/Cl or Mg/Cl of estuarine water varies 

according to the chlorinity even at the high chlorinity of 18-19%.

1951 年 3月 에서 1%2年 2月 사이에 蟾津江河口 干潟 

坨充端 一地黙에 있어서의 表面水質의 潮水에 따르는 化 

學邑 組成의 變動을 每月 2日間씩 測定하였다. 一年間

*釜山大學校水產大學製造學科化學教室. 

을 通한 組成의 變動範圍 및 平均値는 다음과 같다. 水 

溫：4〜30°C, 19°C, pH : 8.0〜8.6, 8.3.鹽素量：7.15〜 

18.28%, 15-6%, Mg : 0.58-1-28 g/A 1-08 g//, Ca : 

0.16-0.40g/Z, 0.35g/Z, O2: 69〜143%, 99%, Si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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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g^ar. 7, 17.G ；^g-at. 7, P : 0.14^1.19 //g-at./Z, 

0-43 /, NH3-N : L35~6.26 鶴-at.,〃，3. 54 Ag-at.

H, NOo--N : 0-03-0.64 ^g-at,//, 0.12 必g-at.〃，NO「 

N ： 1. 05〜4. 89#g~a上.〃，2.12 /zg-at./Z, Fe： 0.1 〜2.5 

/zg-at./A 0-49 «g-at./Z.

一年間 平均値의 潮水에 따르는 變動模樣은 水溫은 憩 

潮附近에서 늪고 次次로 내려간다. ?H 는 썬물 밀물 거 

의 같으나 밀물 初期에 갑짜기 올라간다. 鹽素量은 憩 

潮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지고 썰물 後期보타 밀물初期가 

높다. 酸素飽和度는 憩潮附近에서 높고 鹽素量과 對照的 

變化를 한다. 鐵은 潮水에 依한 變化가 一定하지 않고 

一 日 中에 도 든 範圍에 걸쳐 變動한다. Mg, Ca 도 憩潮 

時에 적고, 反對때는 많지만 變動率은 Ca 가 더욱 甚하 

다. 窒素는 相對的으로 적고'潮水에 依한 變動도 一定 

치 않지만, 雄은 憩潮時附近에서 若干많아지고, 珪素는 

더욱더 많아진다.

季節的으로 브면 水溫은 1〜5月에는 氣溫보다 낮고, 

6〜12月 에 는 氣溫보다 높다. 頤, 鹽素量, Mg, %는 

大體로 夏期가 冬期보다 낮다. 酸素飽和度는. 100% 以 

上일 때 가 많고 8月에 서 2月까지의 사이에서 크다. Si 

는 陸水混入量이 많을때 많고, P 는 4月에 最低가 되 었 

다가 8月 에点 己음 3月까지 사이 에서 最高값을 維持한 

다. 窒素는 季節的으로는 規則的이 아니 다. 鐵든 8月 이 

最高값5고 冬期에 적다.

Ca/CL 星g/Cl 와 C1 에 서 鹽類組成을 보면 鹽素量에 

따라 組成比가 各各 달라지며 鹽素量 18〜 19°/oo에서도 

크게 變한다.

陸水의 混入量은 썰물때 의 平均値로 43%가 最高이 고 

적을 너는 2〜5%다. 一年間 平均 및 變動範圍는 14.6 

%오，0.1 〜70%이 다. Si/P, N/P 는 外洋의 그것보다 커 

서 一年平均이 52.2 및 18.5이 다.

L緖 言

干潟地関發들 爲한 或은 水質汚染에 關한 基礎調查라 

는 뜻도 그것이지만 地球化學的 見地에서도 時時刻刻으 

로 變하는 河口에서의 水質이 어떻게 變해 가는가를 본 

다는 것은 매专 재미 있는 일이다. 外國 여러나라에서 

는 特흥！ 水質汚染과 關聯된 河口水質이 相當히 調查되 

고 있으나 우린、4己、・에서는 西海岸을 비롯하여 넓은 干 

潟地가 成음어:三 不拘하고 그 實態가 把握되지 못하고 

있 다. 著者는 韓國沿岸主要河 口의 水質實態를 調查해 보 

자는 성 菱으로 為先 瞻津江河口를 擇해 一年間에 걸쳐 

潮水에 :타르는 그 化學的 紐我의 變化믈 調査하였따. 이 

런 種類듸 調查는 相堂한 機動力과 規模로 같은 水系에 

對해 적어도 三個年 以上 繼續되지 않고는 一般的 把握 

이 어려운 것이지만 現實的으로 그것을 바라기가 어려 

움으로 一年間의 調查 結果를 우선 報吿하고저 한다. 蟾 

津江河口는 넓은 干潟地에 水深이 얕아, 河口로서의 一 

般的 性質1、을 다 가지고 있어서 水理學的 面2)3)도 同時 

에 測定해야만 더욱 明確한 把握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만 著者는 그것을 할 수 없었으므로 化學的 組成 몇 가 

지만 測定하였다.

2 地勢 잋 採水地财

光陽灣은 光陽郡 河東郡 麗水半島 南海島에 둘러 싸 

인 面積 糸勺 250km2 의 넓 은 內灣어 며 , 地勢는 極히 複 

雜하여 無數한 大小 섬과 同時에 西側은 光陽郡과 順天 

地方으로 깊이 들어가 있어 外洋海水의 循環이 完全치 

못한데 比해, 南側은 麗水海灣올 거쳐 南海外洋으星 터 

져있고, 東側은 露梁水道를 거 쳐 三千浦方面의 閑麗水 

道에 連結되어 있어서 깊이도 깊고 潮汐에 依한 海水의 

循環이 甚하고 大型船의 船路가 되 어 있다. 그 中間인 蟾 

津江下流에 該當한 部分은 녋은 干潟地며 이 것올 大沙 

洲라 부른다. 그 周塵와 中央部를 蟾津江이 分流되어 이 

陸水通路를 “고랑''이 라고 부른다.

滿潮時의 干潟地 水深은 2〜3m 程度로서 所謂 고낭이

Fig. 1-Topography of the basin of Som-Chin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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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別되지 않고 一面의 海面을 이루고 있지만 干潮時에 

는 所謂 "등''（干潟地）을 形成하여 蟾津江下流에서만도 

그 面蠢이 S 53km2 에 達한다. Fig. 1의 黙線部分이 그 

것이며 中央과 周圍에 蟾津江陸水의 通路만이 남고 이 

것이 또한 小型漁船，의 通路도 된다. 千潟地의 陸地에 가 

까운 곳은 單純한 모래둥이지만 中央部 및 低地는 韓國 

에서 有數한 貝類 海苔等 生產地로서 有名하다•

光陽書의 地形이 大端히 複雜하고, 水深이 全面的으 

로 얕고, 蟾津江을 비롯하여 匹1方에서의 陸水混入이 많 

고, 뜨흔 潮流가 甚한 까닭에 時時刻刻으로 水質이 變하 

여 그 넓은 줖灣의 水質을 把握하기에는 極히 어려웠으 

므토 內覊으로서 가장 正常的이 고 代表的 水質이 라고 볼 

수 있는 一定地聲을 測定地로 固定하였다. 이 地黑은 智 

進島 吏北方 約 lkm（L34°53'.6N., 人 127°46'.4E.）의 干 

洱地下端이며 陸水가 直接 흐르지 않는 곳이 다. 滿潮時 

의 水深은 約 3m 였고 干潮時에 는 10〜30cm 程度다. 또 

한 이 地戰은 貝類의 生產量이 가장 많은 곳이 다.

3. 採水 및 分析方法

3 ■ 1採 水
여섯 및 일곱물 때, 即 大潮日을 擇해*前蔥 一地黙에 

+ 크 定着시켜 놓고 水深을 測定하먼서 3（^1■다 表面 

-? 採水하여 分析하였다. 最高 干潮時에-員 採水地煞

« 거의 마르므로 기 다렸다가 밀물이 될때부터 다시 30 

埃水 分析하였다.

3•2分析方法

水溫,》H, 溶存酸素固定, 窒酸鹽, 亞窒酸鹽, 암모니 

■<-. 迭酸鹽, 燐酸鹽, 酸可溶性鐵은 現場에서 採水 直 

芝项 測定하였고, 鹽素量, 溶存酸素量, 마그네슘, 칼슘 

土 實驗室에 운반하여 採水 3〜4日 後에 定量하였다

3-2-1 0H : McClendon 緩衝液에 格한 比色法. 海水 

의 />H는 溫度修正을 해야 正確한 값이 얻어지는 것이 

지 만。, 本調査에 서 는 ?H 에 對하여 그렇게- 嚴格한意義 

를 두고싶지 않았던 까닭에 溫度修正은 하지 않았다.

3-2*2溶存酸素量：Winkler法.

3-2-3 鹽素量:: 우라닌 指示藥에 依한 Fajans-三宅의 

方法.

3-2-4 珪酸鹽一珪素 : 크롬酸칼리 움을 標準으로 하는 

노리부덴酸암모늄에 依한 比色法.

3-2-5 蟻酸鹽一燐：DenigBs-Atkins 法.

3-2-6 암모니 아一窒素 : Nessler 試藥5>에 依한 比色

3-2-7 亞窒酸鹽一窒素 : Griess-Romijn 試藥에 依한 比

3・2・8 窒酸鹽一窒素 : 亞鉛으로쎠 還元시 켜 Gries* 

Romijn 試藥으로써 比色

3-2-9酸可溶性鐵：o-phenanthrolin—比色沃"

3・2・10 마그네 슘 및 칼슘合量 : EBT 指示藥세 依한 

EDTA 滴定9>.

3-2-11 칼슘 : NN 指示藥에 依한 EDTA 谤定:。'.

3・2・12 마그네슘 : 마그네슘 및 칼슘合量에서 칼슘量? 

을 減한 값

4. 實驗島果 및 考察

4 • 1 •潮水에 依한 솜 成分룔의 一年間變化（時間的 變. 

化） .

썰물때와 밀물때는 蟾津江에서 내려오는 陸*으 영향 

이 各各 다를 것이므로 潮水에 依한 成分變:七를 보기爲 

하여 最高干潮時를 中心하여 30分마다의 各 或分量을 定 

量하였다. Fig. 2가 그것이 며 一地熬에서 의 最高干潮時 

를 中心한 前後 30分 씩에 該當하는 時間环으 솜 成分 

量의 每月 2日間 一年平均値이다.

Table I
The Range and Mean of Annual Variations of Chemical 

Constituents

Constituent Range Mean

Water temp. (°C) 4〜30 18.6

力H 8.0~8.6 8.3

Chlorinity (%) 7.15 〜把. 흐 8 15.68

Magnesium (g/Z) 0.58 〜L28 1-08

Calcium (g/Z) 0.16—040 0.35

Dissolved Oxygen (%) 69〜143 99

Silicate-Si (ug-atom/Z) 3-40—85.1 17.6

Phosphate-P (/ig-atom/O 0-14—1-19 0-43

Ammonia-N (/zg-atom/Z) L35 〜6.26 3.54

Nitrite-N (/zg-atom/Z) 0-03—0.54 0-12

Nitrate-N (/zg-atom/Z) 1.05—4.39 2.12
Acid soluble-Fe (^g-atom/Z) 0-1—2.5 0.49

各月 에 따라 組成의 差가 甚하고 때로는 異水塩가 닥 

쳐서 그러 한지 엉뚱한 값이 나오기도 하여 數호間 平均 

値가 아니고는 明確한 關係를 알 수는 없겄저^, 一般 

的으로 브면 潮水의 一週期를 通하여 다음工 같다•

水溫은 一年間 平均이 約 18°C 고, 4°~30°C 사이 에 

서 變動하며 最高干潮時間 附近에서, 据 陸亡泾入이 많 

을때 가 늪다. 그러 나 Fig. 2에 서 보는 박으 같이 10月 

에 서 부터 冬季에 는 反對로 陸水混入이 맟을 수록 낮다.

pH 는 一年間쭈均이 8.3으로서 8.0-8.6 心。】 시 變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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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것은 潮水에 따라 別로 變動은 없고 大略 6.3 

이지만 밀물初期에 干潟地附近에 머물고 있던 물이 다 

시 밀려 올때 에 /沮값이 높은 것이 普通이며 &5~8.6까 

지 묄때도 있다. 그리고 最高干潮 1時間앞에서 一般的 

으로 갑짜기 낮은 力H 값이 나타나는데 그 原因을 알수 

없다.

鹽素量은 썰물初期에서부터 減少하기 시작하여 最高 

干潮時에 最低에 達한다. 一年間 平均値는 約 16 % 로서 

外洋(19%)보다 낮은 것은勿論이고, 變動重圍도 커서 

11〜18% 사이에 있고 夏季에 소낙비가 올때, 或윤 비 

가 온 後에는 7.15%까지 내려 갈때가 있다.

마그네슘 및 칼슘도 마찬가지 로 舅素量減少에 따라 減 

少되며 最高干潮時에 最低値가 된다. 이들의 一年間 平 

均値 및 變動範圍는 Table I과 같다..

酸可溶性 鐵分量은 年間平均 0.49//g'atom//aL, 0.1〜 

2. 弘g-atom〃의 사이 에 서 變動하지 만 潮水에 依한 變化 

는一定하지 않고 一時間에도 큰 範圍에 걸쳐 不規則的 

으로 變한다

酸素의 飽和量은 鹽分아 적을수톡 커지므로 여기서도 

溶存酸素量은 鹽素量과는 反對로 最高干潮時에 가까울 

수록 크다. 一年間 平均은 飽和度로서 90%. 變動範圍는 

69〜143% 다.

所謂 榮養鹽으로서의 珪酸鹽一珪素, 燐酸鹽一燐. 窒 

素(窒酸鹽, 亞窒酸鹽 喫 암모니아로서의 窒素)에 있어

Tunc(hr ) Titnc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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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Tidal variations of chemical composition of estuarine water from Mar. 1961 to Feb. 1962.

珪素와 燐은 最高干潮時에 가까울수록 增加되는 傾向이 

지만 珪素는 그 增加率이 顯著하며, 다른 成分과는 反 

對로 밀물初期에 서 의 값이 썰물後期의 값보다 낮을뿐 아 

니 라 變動範圍도 크다. 窒素는 一般的으로 含有量은 比 

鮫的 많으나 一定한 變化를 하지 않는다.

4 • 2 各 成分量의 季節的 變化

4-2-1 月別 平均値 및 變動範圍

海水自體의 季節的 成分變化도 있겠지만, 特히 蟾津

Table I

The Range and Mean of Seasonal Variations of Chemical Constituents,

30-31 14-15 14-15 13—14 26—28 24—25
Mar. 1961 Apr. May June July Aug.

Remarks raining

Air temp.
(°C)

13.2-18.7
15.0

11.3-21.0
15.0

18.3-244
21-1

20.9—25.4
22.8

24.1-27.8
26.0

25.9-31.2 
27-8

Water temp.
(°C)

11.0—16.7
12.2

13.0—16.3
14.4

17.1—21-3
19-3

21-0—25-4
22.9

26.0—27.8
26.9

24-7—35.0
28.3

力H 84—8.6
8.4

8.4-8.5
8.4

8-1—8.6
8.3

8-2一8-4
8.2

7.8—8.1
8.0

8>1一8*3
8-2

Chlorinity
(%)

17.04—18.24
17.93

12-14—17.36
15.42

13.57—17.09
15.53

17.23—18.06
17-62

9.68—14.38 
11-32

14.15—16.78
15.56

Magnesium 
Cg/O

— — 0-967—1.224
1.132

1.246—1.291
1.265

0.575—0.922
0.718

0.911—1.070
0.998

Calcium 
s

— — 0.311—0.408
0.363

0.389—0.400
0.396

0.188—0.289
0-229

0.287—0.337
0.315

Dissolved Oxygen
(%)

84—124
96

81-117
94

86—143
106

78—120
92

71—98
75

87—123
103

Silicate-Si 
(“g-at. 〃)

3.40—8.87
5.22

6.84—39.94
17.05

8-46—27.77
1441

8.83—17.02
11.10

31.28—70.61 
43-42

13.06—57.96
30.27

Phosphate-P
(jtzg-at.//)

0-29—0.56
0.50

0.06—045 
0.09 .

0.14—0.32
0.23

0.19—0.39 
0.30

0.31—0.45 
0.35

0.25—0.87
0.56

Ammonia-N
(/xg-at. //)

— 2.17—4.82 
3-54

2.39—5.07 
3-29

3.43—5.45
4.74

3.30—4.60 
4.06

2.32—5.44
3.43

Nitrite-N 
Qg-at. /D

— 0.03—0.07 
0.04

0.03—0.06
0.04

0.03—0.05 
0-03

0.03—0.06
0.04

0.04—0.06
0.05

Nitrate-N
(心t. //)

一 1.08-3.87 
2-28

1.64—4.23
2.74

1.54—3.13 
2-20

1.28—3.29
2.14

1.16—4.89 
1-86

Acid Soluble-Fe
(“g・at. //)

0.17-1.04 
0.42

0.11—0.55
0.25

0.09—0-89 
0.35

0.67—1.05
0.82

0.63—1.15 
0.83

0.59—2.95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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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f Detn. 9—10 9—10 9—9 6-7 4— 1-2

—一
Sept. Oct. Nov. Dec. Jan. 1962 Feb.

Air temp. 24.3—30.5 20.1—24.4 10.5—19.0 61—12.3 4.7—9-5 5-5—12.0
CC) 26.8 22.1 14.7 9-2 6-8 8.5

Water temp. 23-6—27.1 21.3—22.7 16-1—18.8 101-14.2 4.8—7.2 3.3—6.8
(°C) 25.5 22.2 17.6 H-5 6.4 5.0

8.0—8.3 84—8-4 8.2-8.4 8.1-85 8.2-84 8-2—84
/»H 8-2 8-2 8.2 8.3 8.3 8.3

Chlorinity 12-88—16.28 8.79—16.45 17.07—17.65 16.40—17.97 17.02-18.06 17.52—18-3EO
Woo) 14.93 12.94 17.32 17-06 ' 17.60 17.93

Magnesium 0.874—1.108' 0.495—1.126 1.174—1.216 1.137-1.211 1.156—1.238 1.180—1-258
(g/Z) 1.02 0.887 1.20 1.18 1.19 1-22

Calcium 0.280—0.351 0.158—0.359 0.375—0.388 0.360—0-390 0.369—0.395 0.236—0.417
(g/O 0.323 0.283 0.381 0.377 0.383 0-401

Dissolved Oxygen 90—140 86—126 93-125 99—109 98—108 103—113
(%) 104 100 107 104 103 106

Silicate-Si ・ 7.27—19.23 9.57—54.28 9.48-12.70 11.04-31-97 8.37—14.17 7.64—12.70
(“g-at. /Z) 11-06 17.11 10.70 14-20 11.20 8.86

Phosphate-P 0-25—1.06 0-35—0.83 0.44—0.59 0.4G-0-58 0.49-0.61 0.39 0-64
(jug-at. /Z) 0.49 0-55 0.51 0.52 0.56 0.52

Ammo 미 a・N 3.74-5.74 2.26—4.85 2.27—4.04 1.86—4.39 1.35—3.20 .2.39- 6.26
以g・at. 〃) 4-55 3.62 3.25 2.61 2.34 3.59

Nitrite-N 0-02—0-05 0.05—0.13 0.21-0.64 0.10-0.34 0.10-0.19 0-14—0.27
Qg-at. 〃) 0.04 0.08 0.39 0.23 0.14 0：19

Nitrate-N 0.57—1.97 1.80—4.02 1-06—4.61 0.77—2.59 1.05-2.91 1.50—3.33
(“g-at. //) 1-22 2.98 2-73 1.43 1-91 2.12

Acid Soluble-Fe 045—0.86 0.16—0.28 0.12-0-24 0.09—0.18 0.10-0.19 0-13—0-20
(jug-at. 〃) .0.30 0-20 047 、0.12 0-14 0.17

Remarks a few days 
after rain

江에 依한 陸水의 混入量과 海面에서의 直接的인 降雨 大體로 8月에서 다음해 2月 사이에서 많다. 酸素M 역

量이 季節的으로 다르고, 또 成分自體의 二次的인 變化 시 鹽素量과'비숫한 變化를 한다• -；；

도 季節的으로 다를 것이므로 위선 各 成分量의 季節的 榮養鹽으로서의 珪酸鹽-珪素는 季節的으로는 大體로

變動模樣을 毎月씩 測定하였다. 每月 約 9〜19時 사이 陸水混入이 많을 때 많다. 燐酸鹽-燐은 4月 에 最低호 되

에서 씰물때와 밀물때의 每 30分마다의 2日間 測定値를 었다가 차차로 增加되어 8月에서 3月까지에 最高값을 維

平均한 것을 그달의 代表値로 했으며 Table I 가 그것 . 持한다. 이것은 酸素飽和度와 비숫한 變化를 한다； 窒

이 다. 表에서 보면■晝間의 水溫은 2月 이 가장 낮고 8月 素는 季節的인 變化가 規則的이 아니 다•

이 가장 높으며 1月에서부터 5月까지는, 即 冬季에서부 鐵은 一般的으로 3月에서 8月 까지 에 많고 8月 에 :最高

터 春季까지 는 氣溫보다 낮지만 6月 에 서 12月까지는 氣 값을 가진다. 9月 以後의 冬期에 는 적 다.

溫（그늘에서 의 溫度）보다 높다. 4-2-2每月 時間的變化

0H, 商素量, 마그네 슘，칼슘은 大體로 夏期가 冬期보다 이들 成分의 月別變化를 더욱 明確히 보기 爲하여 每

낮다. 7月의 0H8.O은 降雨時에 測定한 것이므로 正常 月 時間的 變化를 Fig. 4・1一12에 圖示하였다

的인 값이라고는 볼 수 없다. 一般的으로 鹽素量이 적을 i） 水溫의 變化 : Fig. 4・1에서，潮水에 따른 每月 水

때 에/>H, 마그네 슘, 칼슘等도적 다. 그러 나 9月 에 는 鹽 溫의 變化모양은 3—9月 까지 는 午前에 서 부터 차차 上丹

素量은 減少되 었는데도 不拘하고 마그네슘, 칼슘暈이 增 하여 밀물初期에 最高가 되었다가 다음 차차로 降下하는

加되고 있다. 그리고 鹽素量이 많을때는 마그네슘과 칼 大略 같은 模樣의 變化를 한다• 3月 의 午前中 變化는 最.

슘의 含有量比가 鹽素最。i ' 적을 때 와는 反對로 되는 同 高干潮에 가까워졌을때 어떤 異水塊가 混合되어 내려

時에 그 差도 작다. 鹽素量과 마그네슘, 칼슘量과의 關 오는데 起因하는 듯하다. 1。〜2月 사이에는 大體로 反

係는 小5項에서 다시 보기로 한다. 對되는 變化模樣을 가진다 即 水溫의 變化模樣온,. 星

溶存酸素量은 많은 편이 라서 100% 以上일 때 가 많고， 期와 冬期에 水溫이 서로 反對傾向에 있는 陸水와 海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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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g/fj 6徽)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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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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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Fig. 3-Seasonal variations of chemical composition of estaurine water, from Mar. 1961 to Feb. 1962.

H0>340

0-90

Q80

070

40.320

의 混入比에 主로 關係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 力日의 變化 : 坦물初期에 간이 낮은 것이 一般的

이지만 大體로 冬期에 그 程度가 甚하다 (Fig. 4・2).

iii) 鹽素量 : Fig. 4・3에서 보는 바와 갈이 全般的으로 

싸洋의 그것보다 낮고, 4.5.7.8.9,10月이 더욱 낮다. 鹽 

素量의 低下는 勿論'陸水의 混入에 起因하는 것이니 上. 

紀 鹽素量이 낮은 달은 時間的 變化도 甚해 서 10月 은 約 

9.4-16.5%, 사이에서 變動하여 그 差가7%나 되는데 

比해 6,1,2,3月 은 17.2-18.3%> 사이 로서 그 差는 겨 우 

1%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 고 鹽素量이 높은 달은 別로 

그렇지도 않지만, 낮은 달은 밀물初期가 썰물 後期보다' 

鹽素量이 若干 높다. 即 鹽素量이 낮을 때는, 最高干潮 

後의 憩潮時 水深이 約 50cm 以內에 있고 녋은 範圍에 

걸처 潮水가 거의 整頓狀態에 있음에도 不拘하고 混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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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May(1961)
Jun-Aug. (1961)

Dec.-Fcb. (1962)

Fig. 4-1. Tidal variatio효s of water temperature in every month, from Mar. 1961 to Feb.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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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Tidal variations of 力H in every month, from Mar. 1961 to Feb. 1962.

c:Dec.6-7
• :Jen.4-5

pH x :Feb.1-2 Dec -Feb

$ Mar.-May

Fig. 4-3. T너al variations of chlorinity in every mon바l from Mar. 1961 to Feb. 1962.

으로 依한 若干씩의 組成變化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鹽素量이 높은 달의 滿潮時의 鹽素量은 外洋 

의1'그것에 거의 가까우며 2月에 더욱 그러하다. 썰물에 

서는 鹽素量이 徐徐히 滅少되어 가는데 밀물에서는 빨 

리 增加되어 憩潮에 서 1〜2時間內에 高態分水가 온다. 

iv) 마그네슘, 칼슘 : Fig. 4-4 및 4・5에 서 보는 바와 

갇이 每月의 變動은 鹽素量에 比例하고 變動模樣도 거 

의 같다. 그러나 2月의 칼슘變動은 若干 特異하여 單調 

롭지 않고 變化가 많을 뿐아니 라 밀물때에 처음엔 차차 

로 減少되었다가 約 2時間後부터 增加하기 시작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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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Jun 。，卩lay 1%가?
Mg(g〃) ' ■ • * Jun.13-1^-

丁、 r u 。：Dec.6-7
Mg(g//) Dcc-Fe : 섬인?

1.30 -

面」湛二二，

1 1。1 i 1 丄 I ! 「… 
3 2 1

Time(hr.)

in every month, from May 1961 to Feb.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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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Tidal variations of calcium in every month, from May 1961 to Feb. 1962.

Ca(g/O

리고 칼슘은 마그네슘에 比해 變動比率이 크다.

V）酸素飽和度 :- 酸素飽和量은 鹽分과 水溫에 關係되 

며 海水의 酸素飽和量은 陸水보다 적으므로 陸水混入量 

이 많을수록. 即 最高干潮時에 가까울수록 酸素飽和度 

는 增加되지만, 月別에서 보면 鹽素量에 關係되는 것보 

다 오히려 水溫과 더 욱 密接한 關係에 있다. 即 年中을 

通해 鹽素量이 높은 달이 오허려 酸素飽和度도 높은 것 

이 一般的인데 比해 水溫이 낮은 달은 飽和度가 크다. 

그래서 酸素飽和度는 時間的으로는 鹽素量에 主로 關係 

되고, 季節的으로는 主로 水溫에 關係되어 水溫이 낮은 

달이 酸素飽和度가 크다.

vn 燐酸鹽一燧 : 時間的으로 볼때 , 變動이 甚하고 最

O .Jun. 13-1^

TimeChr )

Hg. 4-6. Tidal variations of per cent saturation of 
1962.

dissolved oxygen in every month, from Mar. 1961 to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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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Tidal variations of phosphate-phosphorus in every month.

高干潮時에 가까워질수록量이 많아지는傾向이지만平 

均값이 적은 4,5月은 一般的으로 變動이 甚하지 않다. 

特히 最低平均値를 가지는 4月은 變動도 單調롭고 平均 

變動間隙도 約 0.03/zg-atom// 밖에 되지 않는다.、

vii) 珪酸鹽一珪素 : 鹽素量이 낮을때 에 珪素가 많고 同 

時에 變動範圍도 커서 7,10月에는 그 差가 各各 38 맟 

33 鶴-atom〃까지 된다.'反面에 珪素量이 적은 1,2,3, 

6,9,11月은 變動範圍도 좁고 11月은 9.48-12.70/zg- 

atom〃로서 그 差가 3.2必g-atom〃밖에 되지 않는다. 一 

般的으로 一日平均珪素量이 10/%-atom〃 程度밖에 되지 

from Mar. 1961 to Feb. 1962.

않을때는 潮水의 1週期 사이의 變動間隙온 大、略 5“普 

atom//程度밖에 되지 않는다.

viii) 窒素 : 窒酸既, 亞窒酸鹽, 암모니 아로서 의 窒素 

를 合해서 보면 季節的 및 時間的 變化가 一定하지 않 

다. 即 分布도 均一하지 않고 變化도 單獨的으로 하는 

듯 하다.

ix) 酸可溶性鐵 : 鐵의 分布도 均一치 않는돗 하며 每 

月 마다 潮水에 따른 變化가 一定하지 않을 뿐아니 라 變動 

範圍도 差가 甚하며 6〜8月 에 e 그量이 가장 많다• 그러 

나 12,1,2月의 冬期에는 時間에 따른 變動이 比較的 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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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Sent.9-10 %p*.M
•：Oct. 9-10

Fig, 4-12. Tidal variations of acid soluble iron in every month, from Mar. 1961 to Feb. 1962.

調롭고, 또 陸水混入量이 많을수록 그量이 減少된다•

4-3 陸水의 混合比

陸水의 混合百分率은 다음 式으로써 計算된다•

的T느生T100

여 기서 Clm의 陸水鹽素量은 無視하였고, 弘은 全測 

定値中에서 가장 값이 높은 18.30을 擇했다. 이 값을 南 

海外洋의 값이 라 假定한다면 計算된 陸水混合%는 直接 

蟾津江에 依한 混合百分率이 되는 것이다•

陸水混合%의 時間的 變化는 鹽素量의 變化와 풬照的 

일 것이므로 그 表示를 略하고, 썰물때와 밀물때의 變 

動範圍만 보면 Table I 과 갈다•

Table E! 에서 보면 鹽素量이 적 었던 7月은 거의 70% 

까지 混入될때 가 있고. 썰물때 의 平均도 43%나 된다• 

이간에 比해 鹽素量이 많은 2,3,6,11 月等에는 겨우 

1-3% 밖에 되지 않는다.

Table ■에서 밀물때의 平均은, 다음 憩潮時까지의 9A 

定이 없으므로 내지 않았다.

4-4 Ca/Cl, Mg/Cl에서 본 組成의 Wt
金屬이온으로서 나트리움 다음으로 主要元素라고 불 

수 있는 마그네슘, 칼슘 및 剧素의 組成比變!®！!을 보기 爲 

해 이들의 鹽素量에 對한 값을 Fig. 및 5・2에 그러 

보았다. 測定値는 定地黑것 外에, 陸水混入이 甚한 拜壽 

島, 望德里앞, 고랑, 섶자리 等의 것도 包含한 一年間 

全測定値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이 一直線 

上에 分布되&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 分散이 甚해서,一 

定한 願素量에 對해 여 러 가지 의 마그네 슘 및 칼슘값을 

가진다.' 即 外洋海水와 같이 照類組成이 一定하지 않다•

鹽類組成의 變動을 더욱 明確히 보기 위해 山木m의 

考察方法에 따라 Fig. 5・3~5・4와 같이 마그네슘 및 칼

Table |
The Range and Mean of Seasonal Variations of the Mixing Percentage of Fresh Water

bate of Detn.
30—31 14-15 14-15 13—14 26—28 24—25

Mar. 1961 Apr. May Jime July Aug.

Ebb tide ( Range 0.11-5.79 6.33—28.45 6.77-21-35 1.86—3.88 15.51—69.72 9.34T9・O6

1 Mean 2.17 12.10 12.91 2.53 42-82 14.03

Flood tide Range 0.60—3.00 9.99—27.96 8.52—20.80 1.31-5-84 19.06—68.63 11.08-17.53

— Date of Detn. 9—10 9—10 8—9 6—7 4—5 1—2
Sept. Oct. Nov. Dec. Jan. 1962 Fd虬

Ebb tide / Range 13.38—24.95 10.10—48.70 3.66—6.12 3.93—8.57 142-5.35 0.66—3.11

1 Mean 18.54 22.89 5.29 6.61 3.57 2-05

Flood tide Range 15-94—22.39 34.23—45 15 5.57—6.01 3.93—10.16 1.80—5.57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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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Relationship between chlorosity and calcium.

슘의 鹽素比를 그림표에 그려 보았다• 即 그림에서 보 

면 높이 가 다른 몇개의 曲線으로 뚜렷이 나타나며 따라 

서 鹽素量變動에 따라 鹽類組成이 變動한다는 것을 明 

確허 알 수 있으며 , 이들 曲線을 無理하게 區分을 지워 

본다면 5月과 7,8月 그리고 其他月의 三群으로 나누어 

진다. 이 傾向은 칼슘의 鹽素比에서 더욱 顯著하다• 마 

그네슘의 鹽素比는 칼슘때와 마찬가지로 三群으로 나누 

어지지만 分布가 一線上에 고르게 오르지 않고 —面에 

녋게 分散되어 있는 것이 많다. 海水에서 金屬이온으로 

서 나트리움 다음으로 含量이 많은 마그네슘에 있어 이 

갈이 그 照素比가 鹽素度에 따라 크게 變動하며, 더구 

나 鹽素.度 18〜19에서 分散이 더욱 甚하다는 黙에 注意 

해야 하며, 河口에 있어서는 이 같이 組成이 恒常 크게 

變動하므로 海洋化學的으로 外洋海水와 같은 方式으로 

는 論할 수 없다 따라서 鹽素量에서 鹽分（%。）을 換算 

하여 表示하는 것보다는 바로 鹽素度 로써 表示하 

는 것이 正當하다. 參考로 Mg/Ca와 鹽素度와의 關係를 

Fig. 5・5에서 보면. 그 分散이 甚할뿐 아니라 심지어는 

2月에 있어서는 같은 날에 있어서도 時間에 따르는 鹽 

素度의 變化는 別로 甚하지 않는데 Mg/Ca 값은 거의 垂 

直으로 分布한다. 그리고 Mg/Ca 값이 , 海水에 서 大略 

一定値라고 보는 3.12보다 높은 것이 普通이 다.

4-5 營養醴量과 陸水混入員과의 關係 및 Si, N, P의 

組成

Fig. 6에서 보면 榮養鹽으로서의 窒素는 陸水混入量: 

에 는 別로 關係되지 않는다. 燐 및 珪素量은 陸水混入量 

이 많을때 增加하는 傾向을 가지 며 珪素가 더 욱 甚하다 

그래 서 窒素는 洪水 둥 特別한 경 우 以外에 는 干潟地 附 

近에 있어서는 蟾津江에 依한 直接的인 關係는 그다지 

없고 南海沿岸의 그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榮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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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5-2. Relationship between chlorosity and magnesium.

Ca/Cl 
xlO^

Fig. 5-3. Relationship be하ween chlorosity and C츠/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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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 ci

Fig. 5-5. Relationship between 아ilorosity and Mg/Ca.



Vol. 6 (1962) 蟾津江 河口 干潟地 水質의 年間變化 195



96 元 鍾 ！助 大韓化學會議:

Fi：如 5-6. Tidal variations of Ca/Cl and Mg/Cl in every month, froin May 1961 to Feb. 1962.
> :Mg/C] O : Ca/C1

P.SUN
Qig-aioin/O

44 L 1

40

Mixing i)erci niage of fresh water

Fig. &—Reiathmshi화 between the nutrient salts contents and the mixing percentage of fresh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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鹽量을 外洋의 그것과 比較해 보면 海水에서의 含有量 

이 Si: 0.7〜140, P: 0.3(深海), NH3: 0-7.0, NOp ： 
0~3.5, NO-3 : 0.35인데 比하면 Table I 에서 보는 바오｝ 

갇이 相當히 높은 값이 라고 볼 수 있다. 더욱 明確히 보 

기 爲해 Si, N 의 P 에 對한 比를 計算해 보면 Table IV 와 

같이 쭈均값이 N/P=19, Si/P=52 로서 外洋의 그것인 

15(Cooper's normal ratio)125 맟 2이的에 比해 相當히 

크다. 더 구나 P 의 含量이 外洋의 그것보다 높다는 것을 

考慮할때 Si, N, P의 絕對量은 外洋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每月變化늠 Ta이e IV 
와 같다. 表에서 보면 一般的으로 4月에서부터 夏季에 

높은 값을 가진다.

Table N
Seasonal Variations of Si/P and N/P, from Mar. 1961 
to Feb. 1962.

Month

Si/P N/P

、 Ran 흥 e Mean Range Mean

Mar. 5.0—17.3 11：9 — —
Apr. 105—358 184 45.9—76.3 63.3
May 31.1—114 58-5 19.0—50.5 26.7 '
June 28-3—52.0 37.0 15-2—34-2 23.2
July 97.8—159 125 13.4—24.1 18.0
Aug. 20.9—93-4 53-2 5.5—22.3 10.4
Sept. 16.0—50.9 26.4 64—22-1 11.9
Oct. 25.0—65.6 46.1 9.1—17.0 12.4
Nov. 19.2—22.5 20.9 9.8—14.5 12.6
Dec. 22.3—42.8 26.7 7-2—10-5 8-1
Jan. 15-9—22.7 20.0 6.4—10-2 7.9
Feb. 11-9—21.9 16.8 8.7—17.7 8.8

Annual 5-0—358 52.2 5-5—76.3 18.5

本硏究에 있어서 盛素量,마그네슘,칼슘,酸可溶性讒，瑾 

酸鹽-珪素, 燐酸鹽늬譯의 定量은 當敎室의 朴三祥君이, 窒 

酸鹽, 亞窒酸鹽, 암모니 아 호 窒素 및 濬存酸素量의 定暈 

은 鄭兌和君이 해주었다. 많은 수고에 對해 감사 드리논 

同時, 現地作業을 많이 도와주신 光陽漁業組合書記 金學 

萬氏에게 깊이 感謝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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