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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및 군집분석을 통한 해안 LPG공동 유출수 및 지하수 수질특성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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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Chemical Characteristics of Seepage Water and Groundwater

in a Coastal LPG Storage Cavern using Factor and Cluster Analyses

Yun-Ju Jo and Jin-Yong Lee*

Department of Ge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00-701,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chemical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seepage water, subsurface

waters and inland groundwater in and around a coastal underground LPG cavern using factor and cluster analyses.

The study area is located in western coast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is about 8 km off the coast. The LPG

cavern storing propane and butane was built beneath artificially reclaimed island. Mean bathymetry is 8.5 m and

maximum sea level change is 10 m. Water sampling was conducted in May and August, 2006 from 22 sampling points.

Correlation analysis showed strong correlations among Fe2+ and Mn2+ (r=0.83~0.99), and Na and Cl (r=0.70~0.97),

which indicated reductive dissolution of iron and manganese bearing minerals and seawater ingression effect,

respectively. According to factor analysis, Factors 1 (May) and I (August) showed high loadings for parameters rep-

resenting seawater ingression into the cavern and effect of 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 respectively while

Factors 2 and IV showed high loadings for those representing oxidation condition (DO and ORP). Factors 4 and II

have large positive loadings for Fe2+ and Mn2+. The increase of Fe2+ and Mn2+ was related to decomposition of organic

matter and subsequent their dissolution under reduced condition. Cluster analysis showed the resulting 6 groups for

May and 5 groups for August, which mainly included groups of inland groundwater, cavern seepage water, sea water

and subsurface water in the LPG storage cavern. Subsurface water (Group 2 and Group III) around the underground

storage cavern showed high EC and major ions contents, which represents the seawater effect. Cavern seepage water

(Group 5 and Group II) showed a reduced condition (low DO and negative ORP) and higher levels of Fe2+ and Mn2+.

Key words : underground storage cavern,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piper diagram,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해안 LPG 저장공동 유출수 및 지하수, 해수, 저장공동 인근 육지 지하수의 화학적 특성과 성분들

간의 상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질자료에 대한 인자 및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지역은 인천광역시 서해에 속

하며 해안가에서 바다 쪽으로 약 8 km 이격해 있는 LPG(프로판 및 부탄) 저장공동으로 평균 수심 8.5 m 내외인 곳

에 매립으로 조성된 인공섬이며 조수간만의 차가 최대 10 m로 매우 크다. 시료는 2006년 5월과 8월에 총 22개 지점

에서 채취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Fe2+와 Mn2+(r=0.83~0.99) 그리고 Na와 Cl(r=0.70~0.97)이 높은 상관성을 보였

다. 이는 철·망간을 포함한 광물의 환원성 용해와 해수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인자분석 결과 Factor 1과 Factor I은

EC 및 주요 양·음이온에 높은 양의 적재값을 나타내며 이는 해수의 영향을 지시하는 요인이다. Factor 2와 Factor

는 산화환경을 지시하는 파라미터(DO 및 ORP)에 높은 양의 적재값을 나타내었다. Factor 4와 Factor II는 Fe2+,

Mn2+에 높은 양의 적재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유기물에 의해 산소가 소모된 혐기성환경에서 철과 망간이 환원되어

Fe2+와 Mn2+이 증가하는 작용으로 판단된다. 군집분석 결과 5월에는 6개 군집으로 구분되며 8월에는 5개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두 계절 모두 군집은 저장공동 인근 육지 지하수, 저장공동 내 유출수, 해수 및 저장공동 내 지하수로 대

별되었다. 저장공동 인근 육지지하수(Group 2 및 Group III)는 EC 및 주요 양·음이온의 값이 높은 것으로 보아 해

수침투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유출수의 군집(Group 5 및 Group II)은 모두 음의 산화환원전위와 낮은 용존산소 값으

로 환원환경을 지시하며 Fe2+와 Mn2+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주요어 : 지하저장공동, 다변량 통계분석, 파이퍼도, 인자분석, 군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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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하 저장공동은 많은 경우 원유를 비축하는 시설로

서 물보다 가벼워서 서로 혼합되지 않는다는 특징에

기반하여 공동주변의 지하수압이 공동의 저장압력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하여 저장물이 공동 주변의 암반이나

생태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Kang et al.,

2003; Lee and Cho, 2008). 또 화재나 전쟁 및 지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매우 경제적이며 효과

적인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1999; Jeong,

2004; Jo et al., 2009a). 그러나 지하저장공동의 안정

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저장공동 내 해안 유출수 및 주

변 지하수에 대한 수화학적인 특성연구 및 수질특성의

이해가 필요하다(Jo et al., 2009a). 이에 따라 Lee and

Cho(2008)는 본 연구지역 LPG 지하저장공동의 2006

년 현장수질 측정결과 및 안정동위원소(수소 및 산소)

를 이용하여 해안 유출수의 영향을 평가한 바 있으며,

Jo et al.(2009a)은 본 저장공동에서 2007년 수행된 저

장공동 내 유출수 및 지하수의 수질분석 결과에 대하

여 수리지구화학적 평가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구통계학은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분포하는

물리화학적 현상 및 자료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며 지질학 및 지구자원 분야에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

국내 연구들에서 지하수의 수질특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다변량 통계분석(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Suk and Lee, 1999; Lee et

al., 2001; Chae et al., 2004; Oh et al., 2008; Lee et

al., 2009a). 다변량 자료의 해석에는 대부분 통계적인

방법이 사용되며 이에는 일반적인 기초통계분석과 인자

분석(factor analysis),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등이 있다(Lee and

Park, 1999). 본 연구에서는 인천 해안 LPG 저장공동

유출수 및 주변 지하수의 수리화학적인 특성 이해를

위하여 2006년 5월과 8월에 취득한 주요 양·음이온

및 산화환원과 관련된 Fe2+ 및 Mn2+, 그리고 물리화

학적인 데이터로서 온도, 산화환원전위, 용존산소, 전

기전도도, pH 및 알칼리도를 이용하여 다변량 통계분

석(인자 및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하며 해안가에서 바다

쪽으로 약 8 km 이격해 있는 LPG(프로판 및 부탄)

지하저장공동이다. 평균 수심 8.5 m 내외인 곳에 매립

으로 조성된 인공섬 부근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최대

약 10 m로 매우 크다(Lee and Cho, 2008; Lee et al.,

2008; Jo et al., 2009a, 2009b)(Fig. 1). 연구지역 주변

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와 이를 관입한 화

강암 및 백악기의 맥암류를 제 4기 해성 퇴적층이 부정

합으로 피복하고 있다(Chwae et al., 1995). 또한 LPG

저장공동 부근의 지질은 화강편마암이 우세하며, 북동

쪽 해안지대는 흑운모 화강암과 변성암인 운모편암, 규

암, 편마암 등이 분포하며 대부분 매립토 및 충적층이

피복하고 있다. 제 4기 해저퇴적물은 50.6~54.6 m의

층으로 매우 두껍게 퇴적되어 있으며, 구성 물질은 투

수성이 낮은 실트질 점토 및 소량의 모래와 자갈로 구

성되어 있다(Lee and Cho, 2008). 

연구지역 일대의 지하수 흐름은 육지 쪽 지형구배가

높은 산능선에서 지대가 낮은 해안 쪽으로 유출된다.

해안으로 유출되는 지하수량은 수두차에 따라 달라지

며, 일반적으로 조위가 낮아진 경우 다량의 육지기원

의 지하수가 지하저장공동 부근의 바다로 유출될 것으

로 판단된다. 특히 저장공동이 해안에서 약 8 km 떨어

져 있어 육지의 천부지하수보다 용존 이온함량이 풍부

한 심부 지하수가 유출될 수 있다(KWRC, 2005).

2.2. 물시료 채취 및 분석

물 시료 채취는 부탄공동(B5, B11, B12)과 프로판

공동(B13, B14, B15, B16, B17, B20, B21, B23,

B24) 부근의 관측정에서 총 12개의 시료를 채취하였으

며 관측정은 수직관정 B13을 제외하고 약 30~38o의

경사관정으로 지표에서 심도는 200~300 m 이다. 또한

부탄 공동의 유분제거(Stripper) 이전의 유출수(BSB),

프로판 공동의 유분제거(Stripper) 이전의 유출수(PSB),

유분제거 직후의 유출수(SF), 바다에 방류되기 직전 유

출수(SO)를 각각 채취하였다. 또한 저장공동 앞 해수

(S1), 저장공동 진입로의 해수(S2), 시화호 주변의 해수

(S3)를 각각 채취하였고, 저장공동 인근 육지의 지하수

신고 관정 중에서 시료채취가 가능한 3지점(G1, G2,

G3)을 선정하여 지하수 수질분석을 수행하였다(Fig. 1).

시료채취는 계절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6

년 5월과 8월에 각각 수행하였다. 저장공동의 유출수

는 버켓(bucket)을 이용하여 직접 채취하였으며 관측정

의 물시료는 직격 1 inch 일회용 베일러를 이용하여 채

취하거나 나머지 시료채취 시에는 최대 100 m의 와테

라펌프(waterra pump)를 이용하여 채취하였다. 저장공

동 인근의 지하수 관정에서는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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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 내에 있는 지하수를 제거하기 위해 10분 정도 양

수한 후 수온 및 전기전도도(EC)가 일정해진 이후에

지하수 시료채취를 수행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현장에서 현장수질측정 및 실내분석

을 위한 시료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먼저 온도 및 대

기 접촉에 민감한 항목인 온도, 수소이온농도(pH), 전

기전도도(EC), 산화환원전위(ORP), 용존산소량(DO)은

현장에서 휴대용 측정기(Horriba D-54, D-55)를 이용

하여 직접 측정하였다. 용존 상태의 2가 철(Fe2+)과 2

가 망간(Mn2+)은 UV-Spectrophotometer (DR-2010)

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분석하였다. 용존된 2가 철

분석을 위해 Iron AccuVac Ampule (HARCH)을, 또

용존된 2가 망간 분석을 위해 Ascorbic Acid Powder

Pillow (HARCH), Alkaline-Cyanide Reagent Solution,

Pan Indicator Solution (HARCH)을 사용하였다.

실내 분석을 위해 분석항목별로 전처리 방법 및 분

석기기에 맞도록 시료를 나누어 전처리 및 시료량을

결정하였다. 양이온, 음이온, 용존유기탄소(DOC) 분석

을 위한 시료는 0.45 µm 멤브레인 필터(membrane

filter)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채취하였고, 이중 양이온

의 경우 농축질산을, DOC의 경우 농축인산을 이용하

여 pH 2 이하로 조정한 후 시료를 보관하였다. 총유

기탄소(TOC), 암모늄(NH4), 총용존고용량(TDS), 총질

소량(TN), 총인량(TP), 알칼리도(alkalinity)를 위한 시

료는 채취한 즉시 각각의 분석원소에 맞는 시료 채취

병에 담아 보관하였고, 이중 TOC의 경우 농축인산을

이용하여 pH 2 이하로 처리한 후 시료를 보관하였다.

양이온 분석시료를 제외한 모든 시료는 최대한 공기

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빈공간(head space) 없이 시

료가 넘칠 정도로 가득 담았으며, 모든 시료는 4oC 냉

장 보관하여 분석실(상지대학교 자연과학연구 지원센

터)로 송부하였다. 화학적 분석 중 양이온(Ca2+, Mg2+,

Na+, K+) 분석은 원자흡광분광광도계(AA)를 이용하였

으며 음이온(F, Cl−, NO3
−, Br−, SO4

2−, PO4
3−)은 이

온크로마토그래피(I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미량원

소(Si, Zn, Ni, Cu, Fe, Mn, Pb, Al)는 유도결합플라

즈마 질량분석기(ICP-MS)를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자

외선분광법(UV spectrophotometer)을 이용하여 NH4

를 분석하였다. 그 외(TDS, TOC, DOC, TN, TP) 항

목들은 각각에 맞는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분석을 수행

하였다.

2.3. 인자 및 군집분석

연구지역의 저장공동 내 유출수 및 지하수, 해수, 저

Fig. 1. Location of the undersea hard rock caverns storing liquefied petroleum gas (LPG), which is modified from Lee et al.

(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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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공동 인근 육지지하수에서의 화학적 성분들의 특성

과 상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질 분석결과를 이용한

다변량 통계분석(인자 및 군집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에는 통계프로그램인 SAS를 사용하였다(Lee et al.,

2001; Lee et al., 2009a). 신뢰할만한 다변량 통계분

석을 위해서는 대상변수가 모두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 일반적으로 유의수준 p=0.05, 95%

confidence level)를 만족한다는 가정을 가진다(Lee et

al., 2009a). 그러나 분석한 물 시료에서 각각 파라미터

(parameters)의 농도(혹은 값) 중 정규분포를 벗어나는

분석 값이 있으므로 정규분포를 만족하는 파라미터들

을 제외한 모든 변수 값에 대하여 정규분포에 근접하

도록 로그변환 혹은 루트변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현장 측정 및 실내 분석한 항목은 총

27개의 항목이나 철(Fe), 망간(Mn)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Fe2+ 및 Mn2+의 값으로 대체되므로 제외하였

으며, 불소(F), 인산염(PO4)은 불검출이 지나치게 많아

통계분석을 위한 파라미터에서 우선 제외하였다. 또한

TDS, TOC, TN, TP, Alkalinity 역시 나머지 파라미

터들로 대부분 해석 가능하며(특히 TDS 및 알칼리도

의 경우 EC 및 HCO3로 각각 대체 가능) 지나치게

파라미터가 많을 경우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통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통계분석에 사용된 파

라미터는 상기 9개를 제외한 18개이며 정규분포화 한

이후에 분석값의 가중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z-

transform을 이용하여 표준화하였다(Park et al., 2008;

Lee et al., 2009a). 

3. 결과 및 토론

3.1. 일반 수질특성

저장공동의 유출수 및 지하수, 해수, 저장공동 인근

육지 지하수의 수질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의 현장측

정결과 및 주요 용존 이온에 대한 분석값의 기초통계

량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수질분석 결과 전체 시료

의 평균 pH는 5월과 8월에 각각 7.5, 7.8로 나타났다.

해수의 pH는 전체 평균보다 조금 높은 8.0으로 나타

나며 저장공동 인근 지하수에서는 평균 6.8로 낮게 나

타났다. 저장공동 내 지하수 및 유출수의 pH는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각각 평균 7.3, 7.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관정에서 pH 9.5~10.7의 강알칼리성을

보이는데 이는 공동 건설당시 유출수를 제어하기 위하

여 공동내부에 타설된 쇼크리트 및 시멘트성분 용해의

영향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1995; Lee

and Cho, 2008; Jo et al., 2009a). 전기전도도(EC)는

저장공동 인근 육지 지하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

(0.4~5.4 mS/cm)을 보이며 다른 지점(공동 유출수, 공

동 지하수 및 해수)에서는 매우 높게(0.1~44.1 mS/cm)

나타났다. 한편 Lee and Cho(2008)는 공동 지하수에서

매우 낮은 전기전도도를 보이는 것은 해안 유출지하수

(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의 영향으로 해석하

였다. 즉 공동의 지표면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주변 해안 최상부층은 실트질 점토(K=~10−6 cm/s)로

되어 있어 강수의 직접적 빠른 침투는 거의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Lee and Cho, 2008; Lee et al., 2009b).

주요이온 분석 결과 5월과 8월 모두 나트륨(Na)과

염소(Cl)의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Na와 Cl은 해수

에 가장 많이 함유된 이온으로 저장공동 내 유출수 및

공동 지하수 뿐만 아니라 저장공동 인근 육지 지하수

도 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

의 해수 및 저장공동 인근 육지 지하수는 산화환경을

지시하며 공동 내 유출수 및 지하수는 대체로 혐기성

상태인 환원환경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 유출수 및

지하수에서 고농도로 나타나는 용존 철 및 망간과 관

련이 있으며 공동에 저장되어 있는 LPG와 해수에서

공급된 유기물 분해의 결과로 사료된다(Lee and Cho,

2008; Jo et al., 2009a; Lee et al., 2009b).

지하저장공동 내 유출수 및 지하수, 해수, 저장공동

인근 육지 지하수의 수질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

양이온(Ca, Mg, Na, K) 및 음이온(HCO3, Cl, SO4)의

조성을 파이퍼도(Piper diagram)에 도시하였다(Fig. 2).

파이퍼도 분석결과 저장공동 내 유출수 및 지하수의

시료 대부분이 해수와 같이 Na-Cl type으로 구분되었

으며 일부 물시료(5월에는 B5와 B11, 8월에는 G-3)는

상기와 다른 (Ca+Na)-HCO3 type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안 내륙에 위치하는 육지 지하수(G1, G2, G3) 모두

Na-Cl type으로 나타나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해수가 저장공동 내 유출수 및 공동 지하수, 저장

공동 인근 육지 지하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된다.

3.2. 상관 및 인자분석

저장공동 내 유출수 및 지하수, 해수, 저장공동 인근

육지 지하수의 화학적 성분들의 상관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matrices를 적용하였으며 파라미터 사이의

선형 상관관계의 정도를 분석하였다(Kim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18개의 파라미터들 간의 상관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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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tistics of physicochemical parameters of groundwaters and seepage waters sampled in May and August 2006. Part of the data are from Lee et al. (2009b)

pH EC DO ORP T Fe2+ Mn2+ Ca Mg Na K Si NH4 Cl SO4 F NO3 PO4 DOC Alk. HCO3

mS/cm mg/L mV oC mg/L

May

Mean 7.7 18.8 4.0 38.3 18.6 0.6 2.9 454 450 3941 141 3.1 1.3 7648 1006 0.7 4.9 0.4 2.0 119 85.3

Minimum 6.4 0.1 0.0 -369 13.8 0.0 0.0 5.3 0.6 9.3 1.1 0.0 0.0 14.6 2.6 0.0 0.0 0.0 0.0 0.0 0.0

Maximum 10.7 44.3 8.5 461 26.3 2.5 13.7 1579 1307 12995 551 14 4.2 20677 3116 2.6 65.9 6.5 7.5 231 237

Standard deviation 1.4 18.3 2.5 229 3.0 0.6 4.8 541 531 4208 170 4.5 1.3 8002 1275 0.8 13.8 1.4 1.8 78.5 59.4

Coefficient of variation 0.2 1.0 0.6 6.0 0.2 1.1 1.7 1.2 1.2 1.1 1.2 1.4 0.9 1.0 1.3 1.1 2.8 3.5 0.9 0.7 0.7

August

Mean 7.8 20.9 2.6 -74.0 21.2 8.8 4.3 654 534 4551 159 6.4 1.6 9032 823 0.4 5.6 0.2 1.8 140 85.5

Minimum 6.0 0.4 0.7 -318 16.7 0.0 0.0 6.6 0.7 13.4 1.1 0.1 0.0 19.2 3.9 0.0 0.0 0.0 0.3 24.3 14.8

Maximum 10.7 41.6 6.3 179 29.5 127 17.6 1933 1285 9953 463 16.5 5.9 18858 2060 1.5 38 1.8 9.5 774 472

Standard

deviation
1.2 16.6 1.9 152 4.2 26.9 6.5 676 489 3840 148 5.0 1.9 7530 816 0.5 11.3 0.5 2.1 161 98

Coefficient of variation 0.2 0.7 0.7 -2.0 0.2 3.1 1.5 1.0 0.9 0.8 0.9 0.8 1.1 0.8 1.0 1.2 2.0 2.4 1.2 1.1 1.1

Table 2. Correlation among the water chemistry and field measurement data (May and August 2006) (High values (>0.6) are in bold)

        August

  May
pH EC DO ORP T Fe2+ Mn2+ Ca Mg Na K Si NH4 Cl SO4 NO3 DOC HCO3

pH - -0.76 0.22 -0.01 0.33 -0.44 0.47 0.15 0.10 -0.67 0.18 -0.87 -0.32 0.53 -0.19 0.00 -0.15 -0.79 

EC -0.51 - 0.23 -0.11 0.26 -0.33 0.34 0.07 0.20 -0.68 0.17 -0.75 -0.10 0.48 -0.05 0.05 -0.16 -0.48 

DO -0.12 0.22 - 0.18 0.53 -0.45 0.43 0.51 0.06 0.31 0.52 0.41 0.17 -0.78 0.39 -0.43 -0.24 0.14 

ORP -0.81 -0.63 0.04 - 0.04 0.01 -0.03 -0.17 0.20 -0.26 0.16 0.22 0.11 0.18 -0.14 0.38 0.41 -0.33 

T 0.52 0.51 -0.11 0.38 - 0.98 -0.96 -0.20 -0.18 -0.04 -0.16 0.23 -0.01 0.52 -0.09 0.40 0.21 0.22 

Fe2+ -0.76 -0.60 -0.25 -0.91 0.36 - 0.99 0.20 0.13 -0.02 0.12 -0.36 -0.10 -0.16 0.08 -0.43 -0.24 -0.30 

Mn2+ 0.46 0.52 0.12 0.81 -0.14 0.83 - -0.21 -0.11 0.03 -0.11 0.39 0.13 0.13 -0.08 0.44 0.24 0.32 

Ca -0.87 -0.56 -0.24 -0.92 0.46 -0.90 0.70 - 0.56 -0.03 -0.81 0.00 0.41 0.57 -0.78 0.55 0.73 0.15 

Mg -0.20 0.03 -0.29 -0.35 -0.21 -0.32 0.55 -0.33 - 0.36 0.14 -0.05 -0.77 -0.27 0.79 -0.62 -0.68 0.21 

Na -0.81 -0.74 -0.15 -0.83 0.58 -0.84 0.62 -0.87 -0.18 - 0.34 -0.49 -0.02 0.70 -0.33 0.40 0.20 -0.73 

K -0.79 -0.57 -0.27 -0.72 0.65 -0.79 0.46 -0.86 -0.01 -0.80 - -0.14 0.10 0.39 -0.49 0.17 0.32 0.37 

Si -0.27 -0.50 0.26 -0.49 0.09 -0.52 0.62 -0.29 -0.16 -0.28 -0.26 - -0.40 0.52 -0.13 -0.73 -0.27 -0.49 

NH4 0.81 0.55 -0.17 0.77 -0.40 0.69 -0.40 0.77 0.06 0.69 0.68 0.34 - 0.12 0.48 -0.56 -0.57 -0.23 

Cl 0.81 0.79 0.18 0.81 -0.62 0.83 -0.61 0.88 0.15 0.97 0.85 0.28 -0.67 - 0.61 -0.48 -0.39 0.48 

SO4 0.32 0.07 0.22 0.35 0.01 0.31 -0.36 0.42 0.73 0.22 0.21 0.10 -0.33 -0.21 - 0.71 0.75 -0.31 

NO3 0.55 0.73 -0.01 0.76 -0.51 0.76 -0.77 0.70 0.27 0.74 0.62 0.56 -0.50 -0.77 -0.27 - -0.70 0.24 

DOC -0.23 -0.42 0.13 -0.61 -0.11 -0.59 0.75 -0.41 -0.30 -0.35 -0.23 -0.66 0.32 0.32 0.02 0.43 - 0.12 

HCO3 -0.16 0.24 -0.52 0.18 0.19 0.11 0.28 -0.02 0.03 -0.10 -0.05 0.63 -0.24 0.12 -0.08 -0.15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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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는 r값으로

나타내며, 유의수준(p)<0.05일 경우 파라미터간의 유

의미한 상관성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5월과 8월의 상관분석은 대체로 비슷한 결과를 보이

며 공통적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요인은 용존철

(Fe2+)과 용존망간(Mn2+)으로 5월과 8월에 각각 0.83,

0.99로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저장공동 내

유출수 및 지하수가 혐기성 상태이며 철과 망간을 포

함한 광물들이 유기물의 분해에 따라 용해되어 안정한

Fe2+ 와 Mn2+가 생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Moon

et al., 2008; Lee et al., 2009b). 이외에 높은 상관성

을 보이는 파라미터는 나트륨(Na)과 염소(Cl)이다. Na

와 Cl은 해수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온

으로 5월에 0.97, 8월에 0.70으로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Na와 Cl의 높은 농도와 강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은 저장공동 유출수 및 공동 주변 지하수가

해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지시한다. 한편 5월

과 8월에 분석한 파라미터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주요 양·음이온이 5월에 비해 8월에 낮은 상

관성을 보인다. 이는 저장공동 내 LPG의 사용이 5월

에 비해 8월에 더 낮아 공동 내 채워진 LPG의 양이

8월에 더 많기 때문에 공동내로 유입되는 해수의 양이

5월보다 8월에 더 적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Lee and

Cho, 2008).

인자분석은 서로 상관된 변수들 사이의 복잡한 구조

를 행렬로 나타내어 행렬의 조작을 통해 파라미터들 간

의 변동성 및 변동의 주요 인자들을 찾아내는 통계적

분석 방법이다. 또한 다수의 파라미터들의 정보 손실

을 최소화하며 소수의 인자들로 축약할 수 있다(Moon

Fig. 2. Piper plots showing major chemical compositions

of water samples for (a) May and (b) August 2006.

Table 3. Eigenvalues of factors extracted throug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differences between factors, and proportion

of variance explained by the factors (May and August 2006)

Factor

1 2 3 4 5 6 7 8 9 10

May

Eigenvalue 7.3995 3.2760 1.9920 1.6002 1.2106 0.7808 0.5668 0.4571 0.1830 0.1742

Difference 4.1234 1.2839 0.3918 0.3895 0.4297 0.2139 0.1096 0.2740 0.0088 0.0292

Proportion 0.4111 0.1820 0.1107 0.0889 0.0673 0.0434 0.0315 0.0254 0.0102 0.0097

Cumulative 0.4111 0.5931 0.7038 0.7927 0.8599 0.9033 0.9348 0.9602 0.9704 0.9800

August

Eigenvalue 6.4523 3.6898 2.8080 1.3808 1.1084 0.7012 0.6063 0.5320 0.2982 0.2267

Difference 2.7625 0.8818 1.4272 0.2724 0.4072 0.0949 0.0744 0.2338 0.0715 0.1170

Proportion 0.3585 0.2050 0.1560 0.0767 0.0616 0.0390 0.0337 0.0296 0.0166 0.0126

Cumulative 0.3585 0.5635 0.7195 0.7962 0.8577 0.8967 0.9304 0.9599 0.9765 0.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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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2). 이 분석 방법은 많은 연구에서 지구화학

적 데이터의 해석에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인자추출 방법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여 인자분석을 수행하였

다. Table 3은 인자들의 고유값을 나타낸 것이며 총

18개의 인자를 분석하였으나 너무 작은 고유값을 나타

낸 8개를 제외한 10개만 나타내었다. 추출된 성분들

중 고유값(eigenvalue)이 1.0 이상을 가지는 성분에 한

하여 베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여 회

전시킨 후 해석을 용이하게 하였다(Lee et al., 2001;

Lee and Woo, 2003).

Table 4는 각각의 인자에 대한 인자 적재(factor

loading)를 나타낸 것이다. Factor 1은 EC(0.96), Ca(0.80),

Mg(0.93), Na(0.95), K(0.80), Cl(0.97), SO4(0.93)에서

모두 높은 양의 적재값을 보이며 이는 해수에서 주로

나타나는 화학성분들이며 Factor 1이 해수와 관련된

수리지화학적 작용임을 지시한다(Lee et al., 2002). 한

편 Factor 1은 HCO3(0.68)에서도 중간정도의 적재값

을 나타내고 있다. HCO3는 해수보다 일반 지하수에서

우세한 파라미터 이다(Jeen et al., 2001). 그러므로

Factor 1이 해수뿐만 아니라 해안 지하수의 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지시한다. Factor 1과 비슷한 적재값

을 나타내는 인자는 Factor I이며 EC(0.78), Ca(0.82),

Mg(0.98), Na(0.94), K(0.70), Cl(0.95), SO4(0.88)에서

모두 높은 양의 적재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Factor I 역시 해수의 작용과 관련된 인자로 사료되며

Factor 1에 비해 HCO3의 적재값은 0.35로 매우 낮으

므로 해안 지하수의 영향은 작다고 판단된다. 

Factor 2는 DO(0.88) 및 ORP(0.75)에 높은 양의

적재값을 보이며 온도(temperature; T)(-0.75)에서는

높은 음의 적재값을 보인다. 이는 Factor 2가 산화환

경(oxidation condition)임을 지시하는 인자로 해수 및

해안지하수의 유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산소공급을 지

시한다. Factor IV에서도 DO(0.74)및 ORP(0.84)에서

높은 양의 적재값을 나타내므로 Factor 2와 Factor IV

는 유사한 인자로 해석할 수 있다. Factor II는 온도

(0.97), Fe2+(0.98), Mn2+(0.98)에 높은 양의 적재값을

보이고 있다. Fe2+와 Mn2+는 공동에 저장되어 있는

LPG로 인해 공동 내로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이 적어

지면서 철과 망간을 함유하고 있는 광물들이 물과 반

응하여 용해되면서 생성된다. 또한 저장공동은 유기물

(탄소원)이 많은 수환경 이므로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산소가 소모되며 혐기성환경에서 철과 망간이 환원되

어 산소의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Fe2+와 Mn2+가

증가하고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Fe2+와 Mn2+

의 생성 및 증가와 온도상승은 Factor II에 의해 나타

나는 작용임을 지시한다. Factor 4에서도 Fe2+(0.82)가

높은 양의 적재값을 보이며 Mn2+(0.47)는 중간정도의

적재값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Factor II와 유사한 인자

로 구분할 수 있다. 

Table 4. Rotated factor pattern of five extracted factors

after varimax rotation (High loading values (>0.7) are in

bold)

May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pH -0.17 -0.18 -0.85  0.21 -0.06

EC  0.96  0.08  0.05  0.12 -0.07

DO  0.26  0.88  0.04 -0.31 -0.01

ORP -0.26  0.75  0.13 -0.33  0.20

T -0.04 -0.75 -0.18 -0.16  0.01

Fe2+  0.03 -0.28 -0.11  0.82  0.02

Mn2+  0.36  0.48  0.44  0.47 -0.31

Ca  0.80 -0.03  0.28  0.37 -0.16

Mg  0.93  0.10  0.13  0.07  0.02

Na  0.95  0.01  0.04  0.03 -0.12

K  0.80 -0.32 -0.07 -0.30 -0.00

Si  0.02  0.17  0.86 -0.12  0.12

NH4  0.06  0.03 -0.22  0.81 -0.02

Cl  0.97  0.04  0.04  0.08 -0.12

SO4  0.93  0.18  0.05  0.02  0.07

NO3 -0.26  0.01  0.21 -0.03  0.85

DOC -0.64 -0.18  0.14 -0.02 -0.60

HCO3  0.68 -0.35  0.47 -0.14 -0.22

August
Factor 

I

Factor 

II

Factor 

III

Factor 

IV

Factor 

V

pH -0.15  0.04  0.10 -0.10 -0.04

EC  0.78 -0.06 -0.04 -0.17 -0.05

DO  0.14  0.17 -0.15  0.74  0.32

ORP -0.29  0.19 -0.17  0.84  0.09

T -0.04  0.97  0.04  0.15 -0.01

Fe2+ -0.05  0.98  0.04  0.13 -0.04

Mn2+ -0.06  0.98  0.04  0.12 -0.05

Ca  0.82 -0.31 -0.14 -0.25  0.22

Mg  0.98 -0.06 -0.10  0.00  0.01

Na  0.94 -0.00 -0.01 -0.08 -0.21

K  0.70  0.28  0.16 -0.05 -0.40

Si  0.11 -0.57 -0.73  0.23  0.03

NH4  0.18 -0.09  0.42 -0.17 -0.69

Cl  0.95 -0.06 -0.04 -0.15 -0.18

SO4  0.88 -0.03 -0.14  0.27 -0.06

NO3 -0.52  0.38 -0.52  0.14  0.18

DOC -0.17 -0.14  0.07  0.11  0.86

HCO3  0.35 -0.07 -0.58 -0.57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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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3은 규소(Si)에서 양의 적재값(0.86)을 나타내

며 Factor III은 음의 적재값(-0.73)을 나타내고 있다.

Factor 3은 해안 유출지하수에서 유래된 Si의 유입으로

비교적 해수에 높은 농도를 지시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Factor III은 해안 유출지하수가 감소하였음을 지시하거

나 혹은 Si가 생물체의 껍데기(주로 SiO2)로 이루어져

있어 규조식물에 의해 흡수되어 해수중의 농도가 낮아

지는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Greenwood et al., 2001).

3.3. 군집분석

군집분석은 어떤 개체나 대상을 밀접한 유사성

(similarity)이나 거리(distance)에 의하여 비슷한 특성을

지닌 개체들을 군집으로 집단화 하는 다변량 통계기법

이다(Hamm et al., 2006). Fig. 3은 각각의 변수들의

유사한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수형도(dendrogram)로

나타낸 것이며, Table 5는 군집분석으로 나누어진 그

룹들의 변수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군집분석 결과 5월은 6개 군집(Groups 1~6)으로

구분되며 8월은 5개의 군집(Groups I~V)으로 구분되

어 총 11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Group 1은 부탄

공동 내 지하수 및 프로판공동 내 지하수의 일부이며

대체적으로 일반 지하수보다 주 양이온 및 음이온의

값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Na와 Cl의 값이 매우 높으

므로 해수가 공동 내 지하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지시한다. Group 2는 저장공동 인근 지하수를

나타내는 군집으로 Group III과 비교하여 분석 할 수

있다. 이 두 군집은 pH가 비교적 낮으며 Fe2+ 및

Mn2+가 검출되지 않거나 아주 소량으로 나타난다. 또

한 다른 군집에 비해 주 양이온 및 음이온의 양이 적

게 나타나며 DO와 ORP는 저장공동 인근 지하수가

산화환경임을 지시한다. 

Group 3과 Group 4는 프로판공동 내 지하수로 시

료채취지점은 매우 근접하나 서로 다른 수질특성을 나

Fig. 3. Dendrograms showing the results of cluster analysis

for water chemistry data.

Table 5. Mean parameter values for the water groups classified by the cluster analysis

Group pH EC DO ORP T Fe2+ Mn2+ Ca Mg Na K Si NH4 Cl SO4 NO3 DOC HCO3

May

Group 1 7.7 4.7 3.8 153.1 19.0 0.6 1.6 67.7 35.6 902.4 45.2 1.7 1.5 1603 37.7 1.6 3.4 56.6

Group 2 6.9 4.8 4.9 203.0 17.2 0.0 0.1 143.5 32.4 475.3 12.0 13.0 0.1 826.0 178.4 25.8 0.7 53.3

Group 3 10.1 2.8 0.0 -297.0 20.6 1.4 0.0 32.2 19.5 367.2 33.5 0.0 2.2 796.5 49.7 2.2 2.8 12.6

Group 4 7.2 33.6 0.0 -341.5 24.9 0.5 0.1 1030 797 8643 495 2.4 1.1 15486 837 1.5 1.7 198 

Group 5 7.4 42.7 5.1 -82.3 15.7 1.1 12.3 1390 1063 8635 126 2.7 2.6 17563 2609 1.8 1.1 124 

Group 6 8.0 40.0 7.5 205.5 17.3 0.1 0.2 443 1214 8498 381 0.2 0.3 16716 3026 0.9 0.4 116 

August

Group I 7.5 28.2 2.3 -113.7 23.5 20.6 3.9 944 853 7622 299 5.3 1.4 14830 1164 9.6 1.2 153.8 

Group II 7.4 38.3 3.5 -132.8 17.2 5.0 15.3 1649 1217 8452 171 10.4 1.9 17150 1950 0.0 3.1 67.2 

Group III 6.8 4.3 3.3 33.0 18.4 0.6 0.3 119 56.7 459 20.6 12.4 0.1 950 141 12 2.0 75.7 

Group IV 9.2 1.8 2.8 18.5 24.4 4.2 0.1 40.1 39.6 390 24.5 1.6 0.7 654 106 1.9 2.3 27.4 

Group V 8.5 28.7 1.2 -168.7 20.4 3.5 1.9 186 177 3190 179 1.6 5.1 6625 392 0.1 0.8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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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있다. 두 군집 모두 DO 및 ORP에서 환원환

경임을 지시하고 있으나 Group 3은 Group 4에 비해

pH는 매우 높은 반면 주 양이온 및 음이온의 값이 매

우 낮게 나타난다. Group 3의 pH(10.1)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수질특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멘트

용해의 영향이라고 판단된다(Lee et al., 1995; Lee

and Cho, 2008; Jo et al., 2009b). 또한 Group 3의

EC(2.8 mS/cm)값은 Group 4의 EC(33.6 mS/cm)값에

비해 매우 낮은 값을 지시한다. 이는 해안유출수 및

낮은 염도의 물이 공동 내로 유입되면서 해수와 혼합

(mixing)되어 EC값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Lee and Cho, 2008). 

Group 5와 Group II는 공동의 유출수를 나타내는

군집으로 공동의 계절적인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이

두 군집은 주 양이온 및 음이온의 값은 해수의 영향으

로 모두 높게 나타나며 현장수질 측정 결과를 비교하

면 두 군집 모두 음의 ORP 값으로 환원환경을 지시

하고 있으나 Group II는 LPG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여름(8월)에 채취한 시료로서 공동 내 비축된 LPG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 공동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적어지면서(Lee and Cho, 2008), Fe2+및 Mn2+의 양

이 Group 5에 비해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Group 6은 해수의 군집으로 나타났으며 EC 및 주

요 양이온 및 음이온이 높은 값으로 나타난다. Group

I, IV, V는 저장공동 내 지하수 및 해수의 군집으로서

DO값이 낮고 ORP의 값이 음의 값으로 나타난다. 이

는 혐기성환경임을 지시하며 철과 망간이 환원되어 산

소의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Fe2+와 Mn2+가 증가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용존 철과 망간은

산화환경이면서 pH가 높아지면 3가 철(Fe(OH)3)과 4

가 망간(MnO2)으로 침전하게 된다(Hem, 1992).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천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액화석유

가스 저장공동 내 지하수 및 유출수, 저장공동 인근

육지 지하수 및 해수의 수리지구화학적인 이해를 위하

여 화학종뿐만 아니라 물리화학적 자료인 온도, 산화

환원전위, 용존산소량, 전기전도도, pH를 이용하여 다

변량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질분석 결과 저장공동

내 지하수 및 유출수 시료 대부분이 해수와 같이 Na-

Cl type으로 구분되었으며 해안 내륙에 위치하는 지하

수도 모두 Na-Cl type으로 염수에 의한 영향이 나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인자분석 결과 5월과 8월에 각각 5개의 인자로 구

분되었다. Factor 1과 Factor I은 EC 및 주요 양·음

이온에 높은 양의 적재값을 보이며 이는 해수 및 해안

유출수와 관련된 수리지화학적 작용이 나타남을 지시

한다. Factor 2와 Factor IV는 DO와 ORP에서 높은

양의 적재값을 보인다. 이는 산화환경임을 지시하는 요

인으로서 공동 내에 추가적인 산소공급을 의미한다.

Factor II 및 Factor 4는 Fe2+및 Mn2+에 양의 적재

값을 보이고 있는 인자로 철과 망간을 함유하고 있는

광물들이 물과 반응하여 용해되거나 혐기성 환경에서

철과 망간이 환원되어 산소의 공급이 제한되면서 Fe2+

와 Mn2+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군집분석은 5월에는 6개의 군집으로 8월에는 5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어 총 11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Group 2 및 Group III는 저장공동 인근 육지지하수의

군집으로 일반 지하수에 비해 EC 및 주요 양·음이온

의 값이 높으며 이는 해수가 육지 지하수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지시한다. Group 5와 Group II는 저장공

동 내 유출수의 군집으로 DO 및 ORP값으로 환원환

경을 지시하나 공동 내 비축된 LPG의 양이 많은 여

름에는 공동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적어지면서 Fe2+

및 Mn2+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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