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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하천 유역 오염물질 및 오염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천 오염도와 지반 오염물질 간의 상 

호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크게 도시 및 산업지구 인접 하천인 낙동강， 태화강， 안양천과 농·축산지 인접 하천인 영산강， 미 

호천으로 구분해 연구하였으며 대상 오염원은 중금속 오염물질로 한정하였다. 도시 및 산업지구 인접 하천의 경우 중금속 

오염물질 함유량이 일치하여 상관성을 보였으나 농·축산지 인접 하천의 경우 불일치하여 상관성을 밝히기 어려웠다. 도시 

및 산업지구 인접 하천의 경우 점오염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반오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고 

농·축산지 인접 하천의 경우 점오염원보다 비점오염원의 영향을 많아 하천오염도와 지반오염의 상관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백심용어 하천오염도， 지반오염원， 오염물질， 중금속，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ABSTRACT This study measured for comparison and analysis the correlati on of River pollution and Soi l contamin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and then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 ciency of study, heavy metals which cause 

serious side effects was li mited to the case among pollutants. This study foc used on the rivers that near the Urban and 

industrial districts, for example, Nak-Dong ri ver, An-Yang river, Tae-Hwa ri ver and the rivers that near the farm land or 

pasture, fo r example, Yeong-San ri ver, Mi-Ho ri ver, then compare and analyze the degree of actual pollution as gathered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Correlationship about po llutants of river near the Urban, industrial area and drainage 

basin its river has been proven, and th is expected because of the strong influence by point poll ution source. On the other 

hand, 1 can fo und the opposite relationship where the ri ver near the fa rm land or pasture, and thi s probably because of the 

influence by nonpoint pollution source. 

KEYWORDS River Pollution, Ground Pollution Source, Contaminants, Heavy Metal, Point Pollution Source, Nonpoint Pollution Source 

1. 서 를응 
L-

현대에 이르러 도시화， 공업화에 따른 인간의 생활이나 

생산 활동에 수반되어 배출되는 오폐수로 수질오염이 심 

각하며，물부족을증가시키고 있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천의 오염도와 그에 따른 각종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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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천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생활권역이 증대되는 반면 하천의 오염은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 그러므로 오염도에 따른 하천 유역의 

토질의 일련의 변화와의 상관관계의 고찰은 환경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하천오염도를 중심으로 인근 유역의 토질 및 지반의 

특성을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하여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 

고자 한다. 하천 오염도와 지반오염원에 관련된 영향에 대 

해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선행연구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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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 오염도의 시간적 범위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로 

정한다. 이와 함께 하천오염과 오염원， 영향은 지역이라는 

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지역적인 범위가 일치하는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위하여 공간적 범 

위는 하천 유역 및 하천 경유 지역에 관한 연구로 분석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천 오염 

도와 지반 오염원에 관한 문헌연구 및 선행 사례분석 등의 

방법을사용하였다. 

2 . 본 

2.1 시례 조사 

르르 
L-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하천 오염도 및 인근 유역 토양 오 

염도를 측정한 선행연구들을 수집한 후， 선행연구들에서 

측정된 오염물질 중 중금속 오염물질을 각각 하천 수계， 

하천 유역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하천 수계와 

하천 유역 지반에서 검출된 각각의 중금속을 그래프로 

비율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수집 

하는 과정에서 도시하천， 산업공단， 농축산 오염원을 가 

진 하천을 선별하였으며， 이와 같은 주제에 활용할 수 있 

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관계로 하천 유역 및 경유지역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모형은 그림 l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하천은 그림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시 

및 산업지구를 경유하는 낙동강， 안양천， 태화강과 농축산 

지 및 임야를 주로 경유하는 영산강， 미호천으로 각 하천 

들은 오염원의 특정이 구분되었다 

편r츠」 
냄f호」 

@ 하천 도시하천， 산업공단， 농축산지 

@ 지반 하천 인근 유역 및 경유지역 

@ 사혜지역 개황 및 오영원 고찰 

@ 오염도 및 오염물질 고왈 

@ 하천 및 지반의 중긍속 비교 

@ 하천오염원 및 지반오염도의 상관관계 이해 

그립 1 연구모형 

표 1. 낙동강의 주요 지류하천(늬동강수계관리위원회 . 2008) 

구분 반변천 내성천 

연적 (km2) 1,932.1 1,780.5 

길이 (km) 100.7 101 .8 

구분 금호강 황강 

면적 (km2) 2,110.0 1,332.8 

길이 (km) 116 11 1.0 

흔}국재난관2/.표준한희[ 논문짙 제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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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분석지역 

2.1.1 낙동강 하구의 지역에 대한 사례 분석 

닥동강 유역의 지반오염도 변화 이해를 위해 활용된 선 

행연구로는 정강영(2009)， 김용관과 고광배(1986) 등으로 

선행연구에서의 오염 및 토양변화 수치를 평균화하여 사 

용하였다. 낙동강은 표 1과 같이 경북 안동， 함창， 선산， 대 

구와 경남 밀양 등지를 흘러 내성천(경북 영주)， 감천(경북 

구미)， 금호강(대구)， 황강(경남 거창군)， 남강(경남 의령군)， 

밀양강(경남 밀양시)， 양산천(경남 양산시) 등의 지류와 합 

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일대를 하구로 

하여 남해로유입된다. 

1 )하천오염현황 

닥동강 하구의 오염물질 수지 산정결과 COD는 갈수기에 

닥동강으로부터 1,064 kg/day가 유출되어 4,580 kg/day가 

하구역 외부로 유출하였다. 홍수기에는 유입량이 1,194,788 kg/ 

day로 유출량 1,271 ,883 kg/day보다 작게 나타났다. SS(총 

부유물질)는 갈수기에 총 유입량이 60,708 kg/day로 이중 

70010 이상인 44,831 kg/day가 진해만으로부터 유입되었으며， 

병성천 위천 감천 

422 .4 1,392.7 994.8 

21.0 110.7 71.4 

남강 밀양강 양산천 

3,492.5 1,467.6 232.9 

186.3 96.2 3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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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해 측에서 약 20%가 유입하여 ss의 수지는 60,708 kg/ 

day로 나타났다. 홍수기에는 2,42 1,286 kg/day가 낙동강에서 

유입하고 2,728,178 kg/day가 하구역 외부로 유출하였다. 

닥동강 하구의 중금속 별 평균 농도를 살펴보면 납의 평 

균 농도는 27.1 ppb로 월 평균 농도는 11월에 36 .3 ppb로 가 

장 높았고， 12월 30.9 ppb, 10월에 30.8 ppb순으로 나타났다. 

구리의 평균농도는 2.96 ppb로 월 평균농도는 4월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월 3.67 ppb 순으로 나타났다. 망간 

의 평균 농도는 3.57 ppb이고， 월 평균농도는 12월 5 .1 ppb 

로 가장 높게 특정되었으며 11월 4 .4 1 ppb, 1 월 4.3 ppb 순 

이 었다. 크롬의 평균 농도는 2.68ppb로 월 평균농도는 10월 

4. 1 5 ppb로 가장 높았으며 11월 2.9 ppb순이었다. 카드륨의 

펑균 농도는 4.07 ppb이고 월 평균 농도는 3월이 1.83 ppb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에서 차용 한 선행연구들의 중금속 

오염 펑균치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 지반오염원과의 상관관계 

낙동강은물의 흐름이 여러 수문에 가로막혀 있어 본류와 

차단됨으로써 호수 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가정과 공장， 식당 

등의 각종 오폐수가 유입되면서 수질이 나빠진 상태이다. 박 

성열(2008)은 낙동강 토양에 존재하는 중금속의의 평균치를 

표 3으로 산출하였다. 크롬의 경우 평균 7 1.25 mg/kg이고， 신 

어천이 합류되는 토양에서는 최대 1 22.7 m방(g 검출되었다. 

구리는 평균 38.6 mg/kg 검출되었다. 카드륨은 평균 1.8 mg/ 

kg이며 납은 105.8 mg/kg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 1.2 태화강 유역에 대한 사례 분석 

태화강 유역의 지반오염도 변화 이해를 위해 본 장에서 

활용된 선행연구로는 유광식과 류석환(1985)， 김정기 (2005) 

등으로 선행연구에서의 오염 및 토양변화 수치를 평균화 

하여 사용하였다 

표 4. 태화강 지천 오염현황(mg!kg) 

표 3 낙동강 하구 토양 중급속농도(mg/kg)(박성열. 2008) 

구분 크롬 구리 카드융 납 

대퉁수문 62.83 30.2 0.71 53 .07 

예안천 69.39 37.3 1 0.73 36 .36 

주중천 78.27 40 .94 1.43 30.85 

김해교 59 .41 24.92 1.21 28.1 8 

신어천 122.7 56.69 1.97 60.25 

둔치도 64.26 30.37 1.89 44 .46 

조만강 52.56 30.61 2.27 49.34 

뇨-「;λ '-'ιζ r도 ι」L 63.24 47 .93 2.58 693.6 

신어천 9 1.59 57.33 2.15 11 7.8 

평균농도 71.25 38.6 1.8 105.8 

1 )하천오염현황 

표 4을 살펴보면 태화강 상류의 BOD 수질은 지방하천 

구간의 목표수질 1 m1L에 근접해 있으나 태화강 하류지점 

의 수질은 국가하천구간 목표수질 3 mIL을 크게 초과하고 

있었다. 

태화강 본류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 지류의 수질 측 

정결과 태화교， 번영교， 학성교 지점 부근에서 수질이 악 

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태화교 하부 토구와 

삼산 배수장에서 배출되는 BOD가 각각 37.0 mglL.ï!} 30.7 

mg/L로 다른 지천들보다 상대적으로 오염이 심화된 유입 

수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삼산배수장의 경우 6, 8월 

에 총 질소가 6.3 mg/L, 12.5 mg/L로 태화교 하부토구보다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태화강 수계로 직접 배출되 

고 있는 실정이다. 즉 태화교 하부 지점은 인근 태화동에 

서 발생되는 오수가 완벽하게 차집 되지 않고 태화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학성교의 경우 상류부에 위치한 삼산배 

수장에서 배수되는 방류수에 의한 오염이 큰 것으로 나타 

난다. 따라서 현재 태화강의 경우 태화교 하부 토구 및 삼 

뼈
 ←꿔
 

옆
 「

중
 「뼈

 
• 표

 -

구분 상호교 무거천 동감병원 태화교 번영교 학성교 

pH 7 ‘ 5 7.2 8.0 7. 1 7.2 7.2 

ss 5.4 60.2 28.6 16.0 11.8 11.0 

BOD 2.3 2.2 2.3 2.4 4. 1 9.8 

CO 2.4 4.0 2.8 2.8 4.0 11.6 

T-N 0. 17 0.55 0.51 1.1 3 0.47 0.94 

T-P 0.04 0.03 0.04 0.04 0.02 0.06 

..hlfna/ol The Kr.αean Society 01 Societa/ Sec，α7κ VoI. 3,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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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배수장 배출수로 인해서 총 질소의 농도가 태화강 본류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2) 지반오염원과의 상관관계 

태화강 유역 공단의 중금속 성분 분포를 보면 카드륨 성 

분의 최대값은 중토에서 0.526 m빙<g로 상토와 하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0.090 m방<g으로 하토에서 높 

게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는 전 구간에서 양의 값을 나타 

내고 있다. 구리 성분은 상토에서 최대값이 36.800 m빙<g 

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상토에서 5.377 m어<g으로 나 

타났다. 왜도와 첨도 값은 전 구간에서 양의 값을 나타내 

고 있다 납 성분의 최대값은 57.0 mg!kg으로 상토에서 높 

게 나타났으며 평균값도 9.952 m방<g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소 성분은 상토에서 최대값이 0.884 mg!kg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평균값도 0. 147 rn밝<g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은 

성분은 중토에서 1.357 m방<g으로 높게 나타났고， 평균값은 

상토에서 0.328 m아<gn 성분은 상토에서 최대값이 146.990 

mg!kg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값도 상토에서 28. 132 mgl 

kg으로 높게 나타났다. 니켈 성분은 중토에서 26 .4 m빙<g 

로 나타났으며 평균값도 중토에서 8.1 80 m방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본 중금속 평균값은 비철금속공단과 기계공단 

지역，녹지지역，주거지역 순으로나타났다.특히 비철금속 

공단지역의 경우 석유화학공단과 기계 및 조선공단지역에 

서의 중금속 농도와 비교하여 1 00배 이상 높은 농도를 나 

타내었다. 녹지지역은 주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높 

은 중금속 농도를 보였다. 석유정제시설 등의 화합물처리 

시설이 들어서 있는 석유화학공단 지역의 중금속 농도는 

기계공단이나 비철금속공단지역의 중금속농도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수치를 보였으며， 녹지 및 주거지역 

에 비해 크롬， 니 켈， 안티몬 및 아연이 조금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기계 및 조선공 

표 6 안양전 지류 하천 중금속 오염도(ppm) 

지점 구리 카드륨 

통미천하류 2 .342 0.023 

삼막천하류 65.372 5.245 

삼성천하류 2.731 0.060 
삼봉천하류 16.787 0.842 

수암천하류 

학의천하류 1.830 0.045 
백운저수지 6. 130 0.078 

산본천하류 3.230 

당정천하류 13.239 0.320 

왕독천하류 11.937 0.420 

평균 13.988 0.568 

※ 주는미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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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역에서의 토양 중의 중금속 농도는 석유화학공단지역 

에 비하여 매우 높은 농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산업 활동의 

많은 부분이나 기계， 자동차 및 배를 만드는 재료로써 크 

롬， 니켈， 구리， 납 및 아연과 같은 중금속을 포함하는 물질 

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이러한 결과는 각종 산업설비 

및 과정에서 금속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인근 태화강 

하천 오염이 심한 것으로 보아 대기를 통해 오염물질이 침 

적되거나 지표수의 범람， 지하수의 거동 등으로 근처 토양 

에 축적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비철금속사업장이 밀 

집되어있는 비철금속공단지역의 중금속 농도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높은수준을보였다 중금속오염이 가장낮았 

던 주거지역의 평균 농도와 비교해 볼 때， 크롬과 니켈은 

각각 3배와 6배 정도로 높은 농도를 보였지만， 구리의 경 

우에는 약 265배， 납은 약 1 99배， 아연은 약 232배로 매우 

높은 차이를 보이는 등 다른 원소에 대해서도 아주 높은 

농도는 나타내었다. 비철금속공단은 세계적인 규모를 자 

랑하면서 각종 금속의 원광석이나 중간물질의 제련 및 제 

품생산공정， 도장， 그리고 화학업종 및 대형소각장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태화강 중금속 오염의 대형 배출원으로 볼 

수 있으며 토양 심층에서 산성화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보 

아 비오염원으로 인한 흡수 및 하천으로 방류된 폐수의 지 

하수 거동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1.3 안양천 유역에 대한 사례 분석 

안양천 유역의 지반오염도 변화 이해를 위해 활용된 선 

행연구로는 정문조( 1 986)， 김용국( 1 993)， 마성환(2000) 등 

으로 선행연구에서의 오염 및 토양변화 수치를 평균화 하 

여 시용하였다. 

1 )하천오염현황 

표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안양천 지류의 구리 검출량 

은 평균 13 .98 m방<g으로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L님..l- 아연 비소 

2.883 17.83 1 0.090 
4.93 1 397.243 0.754 
7. 148 124.530 0.673 

23 .073 142 .3 17 1.731 
0 ‘ 328 1.487 
1.83 1 10.230 0.438 
1.7 15 15.059 0.535 
2.83 1 14.238 0.742 

45.230 180.394 0.63 1 
7.237 39.430 0.3 19 

10.679 101 .568 0.985 



56 최주환·송원준·이준환 

질 농도가 다른 지천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났다. 영산호의 

CO, TN, TP 농도 역시 다른 지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 오염 

도가심각했다. 

2) 지반오염원과의 상관관계 

광주광역시는 영산강이 관통하고 있으며， 영산강 유역 

내에 공업지구， 첨단지구， 경작지 등이 위치해 오염물질의 

배출이 일어나고 있다. 토양분석을 광주광역시 영산강 유 

역으로 한정하여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본 결과 토양의 중 

금속 함량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공장 및 공업지역인 

캐리어 토양의 경우 구리가 3.7 mgikg이고， 납이 10.83 mgikg 

으로 다른 토양에 비해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또한 하천 

둔치 양동 토양의 경우 구리가 10.185 m빙<g， 기계화 토양 

의 경우 납이 3.25 m방<g로 나타났는데 이는 토지이용 및 

오염하천의 유입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영산강 유역의 pH는 5.2~7.3의 범위 였으나 가장 낮은 pH 

는 경작지 토양으로 5.2이고 공장 및 공업지역인 애니셀 

토양과 하천에서 채취한 하남 토양이 7.3으로 가장 높았다 

. 광주에서 오폐수가 유입되는 지점의 하천수는 약 알칼리 

성의 pH, 낮은 DO포화도， 높은 전기전도도， 높은 탁도， 높 

은 고형물질 함량을 나타내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폐수가 합류한 하천에 인접한 지히수에서 전기전도도， 총 

고형물질량， 염분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산강 환경 

관리청에 의해 관측공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하수에서도 

이러한 특성 값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점 

에서의 경우 오염된 하천에 의한 2차적 지하수의 오염양 

상을 가지며， 다른 일부는 침출수에 의한 영향이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그 외의 지하수들은 일반적인 수질특성 

Ca-C I2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오염 하천수는 Na-HC03형 
으로 구분되며 인근 유역 지하수도 이와 같은 특성을 보이 

고있다. 

반면 김소직 (200 1 )의 영산강 토양 중금속 축적에 관한 

연구에서는표 10과같이 영산강유역 둔치의 중금속농도 

가 다른 연구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10. 영산강 유역 중금속 오염도(mg/kg) 

구분 

영산강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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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둔치 토양 중 함유된 중금속의 평균 농도는 카드륨 

1.53 m망양 크롬 20.02m방양 구리 36.l0m망양 망간 439.06 mg/ 

kg, 납 40 .3 1 m빙<g， 아연 193.75 m방<g로 나타났다. 

2. 1.5 미호천 유역에 대한 사례 분석 

미호천 유역의 지반오염도 변화 이해를 위해 본 장에서 

활용된 선행연구로는 박영기 (2003)， 윤선정 (2007)， 채성직 

(1992) 등으로 선행연구에서의 오염 및 토양변화 수치를 

평균화 하여 사용하였다. 

1) 하천오염현황 

미호천은 산업폐수 배출량이 47,755 m3/day로 충북 청주 

시와 청주공단 등이 접해 있어서 인구 및 산업시설에 의한 

오염부하가 큰 지역이다. 미호천의 큰 지류이자 청주시를 

관통하고 있는 무심천은 상류에서 농업용수와 생활하수를 

유입시킨 후， 시내 중심을 남북으로 관류하면서 도시 하수 

를 유입시키며 미호천에 합류한다. 또한 무심천은 하천의 

직강화로 유심이 빨라져 퇴적물이 떠내려가 수질을 오염 

시키며 이전의 자연하천이 사행천에 비해 80여 종의 생물 

종이 감소하고 무심천 지류의 복개공사로， 하천의 기능이 

상실되어 하수도화 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금강 본류의 

수질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석남천은 청주 서부 

지 역을 관류하면서 주로 청주 공단 내 각 공장으로부터 직 

접 배출되는 방류수 및 하류의 농업용수를 유입시킨 후 하 

류에서 미호전에 합류된다. 미호천의 지류인 병천천 주변 

과 조치원 인근에 제지공장들이 가동 중이고 축산폐수에 

대한 적정 처 리가 안 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하 

류부로 내려올수록 지천에 대한 관리의 소홀， 각종 농공단 

지의 축산농가에서 정화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는 산업폐 

수와 축산폐수의 유입으로 미호천의 수질에 지대한 영향 

을미치고 있는실정이다 

표 11 에서 연명균 DO는하류로내려갈수록농도가점차 

낮아졌으나 BOD 농도는 상류에서 점차 증가하여 중류에 

서는 병천천 지류의 영향으로 인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하류에서는 청주하수종말 처리장의 가동과 조천， 월하천 

수질개선으로 인해 BOD농도가 점차 감소하여 미호천 중 

류와 비슷한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πJ의 경우 미호천 전 

유역에서 높게 나타났다.2000년 미호천 유역 내 발생되는 총 

발생 오염 부하량은 BOD 131 ,474.7 kg/day, TN 59,015.6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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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삼막천 하류의 경우 65 .37 m빙<g으로서 다른 하천에 

비해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다. 삼막천은 아연과 더불어 구 

리의 중금속으로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은 적은 유량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병의원과 같은 기 

관에서 사용하고 배출된 물질에 따른 영향을 추측되는데 

구체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카드융 

검출량은 펑균 0.48 m멍<g으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수암천， 학의천， 통미천 하류 등은 기준치 이하로 다른 하 

천에 비해 양호한 값을 보이고 있으나 삼막천의 경우는 생 

활하수임에도 불구하고 5.2 m어<g으로 다량 검출되고 있 

는데 이는 석산사업소와 주변의 상업 및 의료서비스기관 

들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정천 하류도 0 .155 

m방<g로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다. 납의 환경기준은 0.1 

ppm 이하로서 오염분석결과 평균치는 10.23 mglkg이다. 

당정천 하류는 45.23 m방<g， 삼봉천 하류는 23.07 m빙<g로 

다량 검출되고 있으며 나머지 지류에서도 1.685-7.237 mgtkg 

로 수질환경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아연의 경우 음 

용수 기준 1 mgIL이하인데 안양천의 아연중금속 오염은 

심각하다. 삼막천 하류가 397.2 m빙<g으로 가장 높은 수치 

를 나타내고 있고， 당정천 하류는 180 .3 mglkg, 수암천 하 

류 142 .3 m어<g 등이며 그 외의 지류에서도 10 m해<g이상 

의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삼막천의 경우 생육피해 

농도 기준인 325 m방<g을 초과하고 있어 안양천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2) 지반오염원과의 상관관계 

안양천유역에는 수많은 공업지대와 주택지， 상업지구가 

형성되어 있다. 그 중 가장 오염이 심하다고 하는 군포시 

공업지역 토질을 분석한 결과 화학공업， 제조업 등에서 방 

출되는 공업폐수와 하천의 오염원 확산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어 있었다. 표 7， 8에서 알 수 있듯 군포공단 토양의 

pH는 6. 8로 약산성에 가깝다. 또한 염소와 질소， 황산이온 

이 농업지역이나 다른 토양에 비해 다량 검출되었다. 알칼 

리토금속인 칼숨과 마그네슐， 알칼리 금속인 나트륨은 다 

른 지역보다 많은 양이 검출되었다. 토양 내 지하수에서 

표 7 공업지역에 대한 주요원소 기술통겨I(ppm) 

"ÕJ .J!l-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pH 6.4 7.4 6.8 0.3 
Na 7.34 136.00 39.89 35.78 
Mg 4.43 57.10 17.74 15. 19 
Si 5.07 84.60 23.73 22.78 
Ca 10.10 193.00 74.55 50 .00 
Sr 0.09 1.35 0.56 0.33 
K 1.73 6.68 3.44 1.4 1 

표 8 공업지역에 대한 미량원소의 기술통겨I (ppm) 

"ÕJ-l!lι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Fe 
Mn 0.1 3 194.00 27.00 67.80 
AI 1.58 12.60 5.08 3.60 
Ti 0.1 5 1.14 0.41 0.35 
Cs 
Ba 14.80 207.00 74.95 58.86 
La 
Ce 
w 0. 17 9.20 1.42 2.93 
Pb 
Bi 
Th 
U 0. 17 2 1.00 3.35 6.74 
Cr 0. 19 3.46 1.35 0.90 
Co 0. 16 0.86 0.38 0.30 
Ni 0.24 10.20 2.5 1 2.89 
Cu 0.61 0.76 0.69 0.1 1 
Zn 0.23 2684.00 293 .34 841 .60 
Rb 0. 16 9.78 2.26 2.86 
Y 

Zr 
κ，。 0.16 l ‘ 28 0.63 0.43 
Cd 

검출된 것은 알루미늄， 망간， 바륨， 니켈， 아연， 루비륨 등 

이며 이들 원소는 주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양이 

검출되어 공업폐수가 혼합된 오염하천이 유입된 것으로 

효츠 즈::. olrl
근 l λλ 「

2. 1.4 영산강유역에 대한사례 분석 

영산강 유역의 지반오염도 변화 이해를 위해 본 장에서 

활용된 선행연구로는 이상호 등(1 999)， 정상용 등(2000)， 

오강호(2002) 등으로 선행연구에서의 오염 및 토양변화 수 

치를 평균화 하여 사용하였다. 

”하천오염현황 

영산강은 다른 하천보다도 하상계수가 더 높고， 유로도 

짧으며 유역면적도 작아 수자원 관리가 매우 어려운 하천 

이며， 산업지역， 주거지구， 농축산지구， 호남펑야 한가운데 

를 흐르는 하천으로 주변 오염원들이 넓게 노출되어 있다. 

영산강의 하천오염도는 풍영정천에서 79. 1 2mg!L로 가장 

높고， 광주천에서 2 1 .2mg!L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하천 부유 물질에 포함된 유기물질의 경우는 광주천， 함평 

천， 고막원천 순으로 광주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9 

처럼 중금속오염도의 경우크롬이 다른중금속물질에 비 

해 높게 나타났으며 부유물질의 유입량은 축산지구인 고 

막원천과 함평천에서 가장 높았으며 영산강 하류로 내려 

갈수록 부유물질의 양은 증가하여 영산호 내부의 부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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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미호천 총 오염부하량(kg/day) 

구분 인구 산업 축산 

BOD 
51 ,386 8,527 18,496 
(60.8%) (9.0%) (19.6%) 

TN 6,756 3,051 
(5 1.1 %) (25.8%) 

TP 
1,421 837 

(59.9%) (35 .3%) 

표 12. 미호천 중금속 오염도(mg/kg) 

구분 | 카드융 i 구리 
미호천교 

미호천하류 

토지이용 계 

10,007 94,416 
(1 0.6%) (100%) 

2,020 11 ,827 
(1 7.1%) (100%) 

114 2,372 
(4.8%) (1 00%) 

day, TP 12,854.2 kglday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 

역별 발생량에서는 BOD의 경우 상류유역이 57,81 1.6 kgl 

day로 가장 많이，발생하였고 병천천 유역이 21,677.2 kglday로 

높았다.1N은 무심천 유역과 미호천 상류유역이 19,450.6 kgl 

day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TP는 미호천 상류와 무심 

천 유역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오염부하량에 대한 오염원 

별 발생량을 살펴보면， BOD의 경우 축산이 전체 발생량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은 배출량을 나타냈으며 m의 경우 

인구와 축산， TP의 경우 축산이 가장 많은 오염부하량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반오염원과의 상관관계 

윤선정 (2007)은 미호천과 지반오염원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미호천이 흐르는 청원군의 토양오염의 

경우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미호천 유역에 

위치한 지방 산업단지와 오창 과학단지에서 중금속 오염 

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산성토양에서 수 

용성이나 치환성이 높은 카드융은 오창 과학단지에서 평 

균 0.141 m방(g， 폐수 유입지역에서 0.167 mglkg로 나타났 

으며 유류취급업소의 경우 7.740m방(g로 상당히 높게 측 

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인 

1.5 mglkg를 크게 웃도는 결과이다. 다른 중금속보다 유기 

물과의 결합력이 강한 구리는 오창 과학단지에서 2.602 mgl 

kg, 폐수 유입지역 20.279m아(g로 토지 이용도에 따라 차 

이가있지만하천유역의 폐수유입지역에서 오염도가높게 

나타난 사실을 알 수 있다. 구리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50m방(g로 오염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높게 검출 

된 곳에서는 근접하게 나타났다. 철， 칼숨 등과 결합하여 

불용성화합물을 만들고 특히 철산화물과 잘 결합하는 비 

소의 경우 오창 과학단지에서 2.602 m방(g， 폐수 유입지역 

에서 0.4 11 mglkg로 인근 농경지 2.672 mglkg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토양오염우려기준 6m방(g에 비해 상당히 

비해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토양 내 음이온과 결합하여 

여러 종류의 착화합물을 형성하는 수은의 경우 오창 과학 

단지에서 0.443 m방(g， 폐수 유입지역에서 0.05 m방(g로 토 

양오염우려기준인 4m방cg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유 

기물이나 점토에 쉽게 흡착하는 납은 오창 과학단지에서 

8.345 mglkg, 폐수유입지역에서 16.080 m방cg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유류취급업소의 경우 89.470 m방(g까지 나타나 

토양오염이 심각한 사실을 보여준다. 부식방지제에 많이 

사용하는 크롬의 경우 오창 과학단지에서 0.283 m빙(g， 폐 

수유입지역에서 0.850으로 창원시 내 지역에서 크롬농도 

가가장높은곳이 폐수유입지역이었다. 

2.2 하전오염도와 지반오염원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례를 수집한 하천은 총 다섯 군데이며， 

지반 오염 사례의 경우 인근 유역 및 인접 공단， 농지， 주 

택가 등의 지반오염도를 측정한 것이다 이 중 낙동강， 안 

양천， 태화강에서는 중금속 오염물질이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영산강과 미호천에서는 오염물질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오염물질이 일치하는 세 개의 하천의 경우 산업 

공단 인근에 위치하고， 도시 경유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하천이라는 점이다. 오염물질이 불일치하는 두 개의 

하천의 경우 대부분 농경지나 축산지가 오염원으로 작용 

하는 점을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의 중금속 오 

염도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하천이 도시를 경유하며 산업 

공단 인근에 위치한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한 낙동강， 안양 

천， 태화강이 수치적 비율로 인해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힐 

수 있었으며 하천이 농경지 및 축산지를 인근에 두고 시료 

를 채취한 영산강과 미호천의 경우 오히려 상반된 중금속 

함량이 분석되어 상관관계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2.1 도심경유 및 산업공단 인접 유역의 상관관계 

부산시의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를 주된 오염원으로 갖 

고 있는 낙동강 오염도는 인근 유역 지반에 직접적인 관련 

은 없다. 그러나 하천 유량 및 유속 하상구조가 심한 닥동 

강의 특정 상 퇴적작용을 통해 저질의 오염 확산이 특정으 

로 나타난다.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배출되는 산업， 축산폐 

수와 탄광 및 매립지에서 유발된 침출수는 삼각주의 경작 

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 각종 폐수 중 중금속 함유량이 높 

아 먹이 연쇄를 통한 동식물，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김복진 외(2000)의 연구에서와 같이 낙동강 

인근 경작 토양에서는 무영 OJ=물질의 과집 현상이 높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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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용수 중 질산대 질소 함량이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30 ppm 이상이 1 5%이상 조사되어 하천의 부영양화를 통 

한 토질오염이 우려된다. 낙동강 수계에서 검출된 중금속 

오염물질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납이 27. 1 ppb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카드륨 4.07 ppb, 구리 2.96 ppb, 

크롬 2.68 ppb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낙동강 유역 

및 닥동강 경유지역의 지반에서 검출된 중금속 오염물질 

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납이 105.8 m빙<g로 가장 높은 수치 

를 나타내고 있으며， 크롬 71.25 m방cg， 구리 38.6 m방cg， 

카드융 1.8 m방<g 순으로 오염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및 경기 도시들을 경유하여 생활하수를 오염원으 

로 갖고 군포， 안양， 구로 등의 산업지구의 산업폐수가 유 

입되는 안양천은 1 960년대 이후 급격한 오염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인근 토질에도 심각한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조사， 연구 되었다. 특히 인근 산업공단이 

나 공장지대， 상업지구， 주택가 등 오염원들의 밀집지역이 

많고， 하천 유량이 적어 오염도가 다른 하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천 유역에 위치한 군포공단에서 배 

출되는 폐수의 영향으로 토양 내 중금속의 함량이 높으며， 

하천 퇴적토에서도 유해물질 중금속 카드륨이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농작물 생육 저해 한계농도 이상 값이 점출되 

었다. 마찬가지로 안양천 유역을 끼고 있는 구로공단의 경 

우 전효택 외(1 998)의 연구에 따르면 토양 오염 확산에 영 

향을 주는 지하수의 경우 염소， N03 및 S0 4 등 오염물질이 

부화되고 Si02에 비해 칼숨 함량비가 더 높게 나타나는 등 
다양한 오염원에 의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 

닝동강 수계 중긍육 농도(pp비 

한 오염현상이 조사되었다고 전한다. 안양천 수계에서 검출 

된 중금속 오염물질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아연이 293.34 

m맹<g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구리가 13.98 

m방cg， 납 10.23 m방cg， 카드륨 0.48 m방cg 순으로 검출 되 

었다. 안양천 유역 및 경유지역의 지반에서 검출 된 중금 

속 오염물질의 평균치의 경우 수계와 마찬가지로 아연이 

10 1.568 m때<g.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구리 

가 0.69 m빙cg， 카드융과 납은 미검출 되었다. 

우리나라 최대 산업지구인 울산시를 경유하는 태화강은 

2000년대 전후로 하여 심각한 오염도로 인근 생태계뿐만 

아니라 해수에 까지 영향을 미쳐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 

였다 최근 태화강 정화사업이 활발하여 생태계 복원， 자 

연친화공간의 구성 등이 실행 중에 있으나울산산업지구 

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하여 오염도가 높은 편이다. 태화강 

유역에 자리 잡은 산업단지 중 일부에서는 토양의 산성이 

강하고， 심층으로 갈수록 강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보 

아 강우로 인한 오염물질의 침강 및 하천수의 지하수 유입 

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금속 함량이 매우 

높고， 인근 하천수에서도 중금속 함량의 비중이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토지 내 중금속의 거동에 하천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태화강 수계에서 검출된 

중금속 오염물질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아연이 53.6 ppb로 

농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납이 13.4 ppb이며， 지반 오염 

물질과 일치하는 카드륨， 구리， 크롬의 경우 미검출 되었 

다. 태화강 유역 및 경유지역의 지반에서 검출된 중금속 

오염물질의 평균치의 경우 납이 9.952 m빙<g로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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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도시 경유 및 산업공단에 인접한 하천과 유역 지반 중금속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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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기록하였으며， 구리가 5.377 mg.kg, 카드륨이 0.090 

m아cg 순으로 검출되었다 이 세 하천의 특정은주변에 산 

업공단이 존재하고， 폐수방출이 가장 높으며， 지하수 또한 

오염되어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염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의 측정 위치를 살펴볼 때 대부분 하류 부근 

에 위치하고 있어 축산폐수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퇴 

적하고 중하류지역의 공업폐수와 같은 점오염원의 영호t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천 오염도가 지반 

오염원으로 작용함에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상호 비교분석은 그림 3과 같다. 

2.2.2 농축산지 유역 인접 유역의 상관관계 

축산지와 농경지， 도시를 경유하는 미호천은 상류지역 

의 축산지구에서 축산폐수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오창 과학단지에서 나오는 폐수의 영향으로 중금속 함량 

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미호천은 금강의 지류하천 

으로 금강의 수질오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천으로 

서 일반적으로 오염도가 강한 하천의 하류， 즉 금강의 하 

류의 오염도에 근접할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하다. 미호천 

유역 토양에서는 토지오염기준에 비해 낮은 오염도가 특 

정되었으나 오창 과학단지 및 인근 유류관련시설에서는 

중금속 함량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토지이용에 따 

른 영향으로 보이며， 하천 오염도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오 

염된 하천수의 지하수 유입정도의 간접적 영향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미호천 수계에서 검출된 중금속 오염물질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카드륨이 0.25 mg/kg로 가장 높은 수 

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크롬이 0.04 m방cg， 구리가 0.01 3 

mg/kg이고， 납은 미검출 되었다 미호천 유역 및 경유지역의 

지반에서 검출 된 중금속 오염물질의 평균치의 경우 납이 

37.96 mg/kg으로 가장 높은 농도였으며 , 구리 11 .44 mg/kg, 

카드뭄 3.95 mg/kg, 크롬 0.56 m방cg 순으로 검출되었다 

축산지와 농경지를 점오염원으로 갖고 있는 영산강은 

중상류의 축산지구， 광주의 산업지구 중하류의 농업 지구 

를 경유하며 흐르기 때문에 전 유역에서 오염물질이 배출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하천에 비하여 오염도가 높게 분 

석되지는 않았다. 영산강의 pH, 부유 물질， 닥도， 전기전도 

도 등이 인근 유역의 지하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그 지역 토양에서도 오염도가 유사하여 

하천 오염이 토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된다. 영산강 수계에서 검출 된 중금속 오염물질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납이 45.57 m밝cg， 크롬이 45. 14 m방영로 비슷한 

수치로 검출 되었으며 아연 1.30m뺑g， 망간 0.68 mg/kg, 

구리 0.03 m아cg 순으로 납과 크롬을 제외한 중금속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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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농련축산지에 인접한 하천과 유역 지반 중금속 농도 

정한 수치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영산강 유역 및 경유지 

역의 지반에서 검출 된 중금속 오염물질의 평균치의 경우 

수계에서 측정 된 중금속 수치와는 정반대로 망간이 439.06 

m맹cg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연 193.75 

mg/kg, 납 40 .3 1. mg/kg, 구리 36. 10 mg/kg, 크롬 20.02 mg/kg 

포함되어 있었다. 

이 두 하천의 특정은 소규모 산업공단에서 방출되는 폐 

수의 영향보다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이 대규모 유입으로 

인한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도시하천의 역할과 동시 

에 산지 및 농경지를 경유하고 농경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 

에 비점오염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라는 점이다 이러 

한 상황으로 보아 점오염원이 아닌 비점오염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 하천오염도와 지반오염의 상관성이 떨어 

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두 하천의 경우 좀 더 체 

계적 인 실측 연구가 펼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상호 비교분 

석은 아래 그림 4와 같다. 

3 . 결 료르 
‘-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하천 오염도와 지반오 

염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하천 

오염은 유역 내 지반환경에 직간접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 영향에 있어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토질 

의 강도， 지반침하， 전단파괴， 생태계 파괴， 오염물질의 거 

동， 공간 활용의 제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지구 인근 하천 유역을 

중심으로 하천오염도와 지반오염원과의 상관관계를 밝히 

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한 분석 및 고찰을 실시하였으며 

각 해당 지역 별 하천 및 하천 유역의 중금속 오염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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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비교분석하여 하천오염이 유 

역 지반에 영횡k을 미쳐， 직간접적인 유해성을 초래한다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과같다. 

(1) 도시와 산업지구를 경유하여 생활폐수 및 산업폐수 

의 방출에 영향을 받는 닥동강， 안양천， 태화강 등 3개 하 

천의 경우 하천을 오염원으로 하여 지반오염도에 직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며 오염물질의 비율을 공유하고 있다. 이 

하천들과 같이 비점오염원의 영향이 낮고 생활폐수 및 산 

업폐수라는 점오염원을 둔 하천의 경우 하류에서 하천오 

염이 지반의 오염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있다. 

(2) 하천의 중상류 지역에 축산지를 갖고， 일부 도시 및 

산업지구를 경유하며 하류에 대량의 농경지를 점오염원을 

갖는 미호천과 영산강의 경우 하천 오염도와 지반 오염도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금속 함유 

량의 경우 대비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점오염 

원의 영향이 강한 하천에서는 지반오염원과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거나 비점오염원으로 인해 상관관계가 희석된다는 

사실을알수있다. 

(3) 이와 같은 연구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주제인 

하천오염도와 지반오염원의 상관관계의 경우 하천의 지역 

적 구분 및 오염원의 영향에 따라 일정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천이 경유하는 지역에 따라 영 

향을 주는 오염원의 종류는 일정 준거에 따라 다르다. 도 

시 및 산업지구 인접 하천은 오염물질이 상관성에 큰 영향 

을 미치며 농축산지 인접 하천은 오염원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 본 연구에서는 중금속을 중심으로 한 하천오염도를 

분석하였다. 중금속은 토양오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 

는 오염물질로서 인체 및 지반환경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 

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 오염도는 단순히 수질 

의 오염을 측정하여 나타나는 산물이 아니 라 주변 토질 및 

오염원 분석， 저질， 식생 등 체계적인 연구 분석 결과가 필 

요하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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