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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ater quality of the Gulpo Stream flowing through Incheon, Bucheon, Seoul, and Kimpo is getting worse 

due to a slow flow rate and bank constructions by stream channelization as well as an inflow of pollutants from 

living-sewages and factory-sewages. Besides, a dry stream phenomenon caused by a lack of maintenance water upstream 

makes a self-purification system worse, and the water quality of the Gulpo Stream is currently at its lowest level. The 

accumulated sludge of the streambed is mostly formed by the deposition of particle pollutants due to the slow flow rate and 

an artificially straightened stream channel. This accumulated sludge adsorbs a great quantity of organic materials and heavy 

metals. Because of the internal contamination possibility by a re-gushing, even after the pollution source is removed, it can 

cause future water pollution. Without a total examination as previously recommended, it is considered difficult to 

accomplish practical efficiency. In conclusion, the management of periodic sediment management such as dredging would 

be necessary in the Gulpo Stream because sediment could be an internal pollution source of stream water under anaerobic 

conditions.

KEYWORDS: Nutrient Release, Sediment, Urban Stream

요  약: 본 연구대상지인 굴포천은 인천, 부천, 서울, 김포를 걸쳐 흐르는 도심하천으로서 수질오염이 심하고 지속적인 하천개수사업으

로 인하여 하천의 자연성이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굴포천에서 하천수 및 하상 퇴적물의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퇴적물로부터 영양염 용출특성을 실내실험으로 호기와 혐기 조건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굴포천의 수질은 영양염의 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용존산소가 매우 낮아서 혐기화로 인한 다양한 수질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완만한 경사 및 느린 

유속으로 인하여 유수가 정체되어 있기에 하상 내에 퇴적 오니가 쌓이게 되고, 이러한 퇴적오니는 다량의 유기물질과 영양염이 

흡착하고 있어 재용출에 의한 내부오염의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굴포천 퇴적물은 혐기조건에서 오염물질이 용출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준설 등의 주기적인 퇴적물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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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천 및 호소의 수질에 영향을 주는 영양염의 기원

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외부부하 

(external loading)와 오염물질의 용출에 의한 내부부

하 (internal loading)로 나뉘며 (Boström et al. 1982) 

국내의 다양한 하천 및 호소의 수질관리 방안을 강구

하기 위해서는 두 요인 모두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 

(Trornton et al. 1990). 특히, 담수 수계에서 퇴적층 

(sediment)은 영양염의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퇴적물-수층 사이 무기 영양염의 이동 양상은 하천 

또는 호수에서 영양염의 농도나 생산성을 변화시키

고 수체의 영양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Boström et al. 1982). 퇴적물에서 용존 또는 입자 

상태의 일부 영양물질은 유기물과 점토입자, Ca 및 

Fe 등과 같은 무기물에 흡착되어 있으며 수질이 부영

양화 될수록 영양염 순환 과정에서 퇴적물의 역할은 

한층 복잡해진다 (Golterman 1977). 대개 퇴적물에

서 수층으로 용출 이동되는 양은 수층에서 퇴적물로 

흡수 또는 침강 이동되는 것보다 많으며 오염된 수계

에서는 이같은 내부 부하량이 과다할 경우 수질 개선

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Jeong and Jo 

2003). 

최근 하천환경은 하도의 직강화 및 콘크리트 타설, 

제방 축조 등으로 인해 자연성이 파괴되었고, 도시화

와 산업화의 급속한 확대로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등

이 소통하는 배수로가 되어버려 수질이 점점 악화되

어 가고 있다. 미처리된 하ㆍ폐수, 도로 및 경작지로

부터의 강우유출수 등 점원과 비점원에서 발생한 입

자성 오염물질 (particulate pollutants)은 하천으로 

방류되어 비교적 유속이 약한 하천, 하구 등에 퇴적

되어 저니를 형성한다. 이러한 하천의 퇴적물 내에는 

유기물질뿐만 아니라 영양염류가 다량 존재하고 있

는데 이들 오염물질들은 하천수로 재용출 되거나 퇴

적물 내에서 화학적ㆍ생물학적 반응을 함으로써 하

천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하천의 

퇴적물은 내부부하로서 (internal loading) 하천의 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의 하나이지만, 국가 

수질관측지점에서 수질과 퇴적물이 동시에 모니터링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Kim 

et al. 2006). 

본 연구대상지인 굴포천은 인천광역시, 부천시, 서

울특별시, 김포시를 걸쳐 흐르는 도심하천으로 산업

화와 도시화로 인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질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또한 과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하천으

로 지속적인 하천개수사업으로 인하여 굴포천 전 구

간에 대하여 하천정비가 완료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주변 개발로 인하여 상류유역의 대부분이 도시화 (불

투수층) 되었으며, 도시화된 상류는 복개되어 하천으

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볼 때 현재 굴포천은 대부분의 구간이 직선형 인공호

안 (콘크리트블럭 및 옹벽)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하

폭, 구배, 수심, 유속의 변화가 거의 없는 직강화된 

하천으로 하천의 자연성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완만한 경사 및 느린 유속으로 인하여 유수가 정체되

어 있기에 하상 내에 퇴적오니가 상당수 쌓이게 되

고, 이러한 퇴적오니는 다량의 유기물질 및 영양염 

등을 흡착하고 있어 재용출에 의한 내부오염 가능성

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오염원이 제거된 후에

도 계속적인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도심하천인 굴포천의 수질 및 하상 퇴적물

의 오염도 및 이화학적 특성을 항목별로 분석하였으

며, 이에 따른 퇴적물의 영양염의 용출특성을 호기와 

혐기조건에서 실내실험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였

다. 또한, 퇴적물로부터의 용출이 하천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지역

굴포천은 한강 하류부에 위치한 한강의 제1지류로 

분류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의 철마산 (201 

El. m)에서 발원하여 북쪽 인천광역시 북구의 도심

지와 공단지대를 유하한 뒤 부평구를 관통하여 경기

도 김포시 신곡리의 신곡 양·배수펌프장에 이르는 유

로와 굴포천 하류부에서 방수로를 통해 서해로 유하

는 두 개의 유로를 가지고 있다. 굴포천의 상류∼중

류구간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시가지를 통해 경기

도 부천시의 상동, 중동 신도시 구간을 통과하는 전

형적인 도심하천이라 할 수 있으며, 유역내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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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the study research basin and stream. The closed circle indicates the sampling point.

하는 하수는 굴포천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차집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평상시에는 하천이 건천화 되어 

있는 상태이다. 부천시를 통과한 이후에는 농경지 구

간을 유하하며, 평상시에는 굴포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가 농경지 구간을 통과하여 한강으로 유하하

고 있다. 

퇴적물 분석 및 용출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하천유

역의 토지이용, 유입지천 등을 고려하여 퇴적물의 특

성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7지점을 선정하였

다 (Fig. 1). GP-1 (굴포3교)와 GP-2 (상산4교)지점

은 굴포천의 상류 구간으로 제내지는 도로 및 주거단

지로 이루어져 있다. 중류부인 GP-3 (천상교)와 GP-4 

(박촌1교)는 지류인 계산천이 합류한 후 도심의 공업

단지와 도로구간을 유하하는 지점으로 주변의 오염

원과 느린 유속으로 인해 하상에는 오니가 상당수 퇴

적되어 있다. 여월천과 굴포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합

류된 후 신곡 양ㆍ배수펌프장에 이르는 구간에 위치

한 GP-5 (당미교), GP-6 (굴포1교), GP-7 (굴포교)지

점은 굴포천의 하류부로 제내지는 주거지, 도로 및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다. 

수질 및 퇴적물 시료채취는 지점별로 총 4회 샘플

링을 실시하였으며 Van Dorn sampler를 이용하여 

퇴적물위의 상등수를 채취한 후 grap sampler 및 core 

sampler를 이용하여 하상의 퇴적물을 채취하였다. 채

취한 수질 시료는 현장측정항목 (수온, pH, EC, DO)

을 분석한 뒤 4°C에 냉장보관 한 후 실내실험을 실시

하였고, 퇴적물 시료는 즉시 실험실로 옮겨 함수율을 

측정하고, 풍건 건조 후 2 mm채로 거른 뒤 이화학적 

특성 및 오염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수질 및 퇴적물 시료 분석

대상하천의 수질오염도를 분석하기 위한 항목은 

수온, pH,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부유물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 및 총인으로 

총 9개 항목이며, 전 항목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의

거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퇴적물의 이화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퇴적

물의 pH, 함수율, 강열감량 (ignition loss), 화학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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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agram of the experimental equipment to measure 
nutrient release rate from sediments (mm).

소요구량, 총질소, 총인 및 입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토양오염공정시험법, 해양오염공정시험법 및 

폐기물공정시험법에 따랐다.

퇴적물의 pH는 풍건시료와 증류수의 비를 1:5로 

하여 pH 미터 (WTW pH 330)로 측정하였고, 수분

함량은 105°C의 건조기에서 건조시킨 후 무게를 달

아 측정하였으며, 강열감량은 650°C의 전기로에서 

유기물을 강열한 후 무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퇴

적물 COD는 시료 일정량을 KMnO4 100 ㎖에 산화

분해 시킨 후 소모된 산소의 양을 산정하여 분석하였

다. 총 질소는 Kjeldahl 법을 이용하였다. 시료중의 

유기태 질소를 진한 황산과 촉매에 의한 분해에 의해 

암모니아태 질소로 변환시킨 후 알칼리 조건에서 증

류에 의한 NH3 의 양에 의해 정량하여 분석하였다. 

총인은 질산-황산 분해법을 이용하였다. 전처리한 

시료에 H2SO4와 HNO3를 가해 산분해한 용액에 

ammonium molybdate-ascorbic acid 혼액을 넣어 발

색시킨 후 880 nm흡광도에서 측정하였다. 

퇴적물의 중금속함량은 시료를 0.1N HCl에 의해 

용출시킨 후 원자흡광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

trometry, HITACH Z-600)으로 Cd, Cu, Pb, Hg, 

Cr
6+
의 5개 항목을 분석하였다.

2.3 영양염 용출 특성 실험

퇴적물로부터 발생하는 내부오염 가능성을 예측

하기 위하여 굴포천 상류 (GP-2), 중류 (GP-4), 하류

구간 (GP-7) 3지점의 퇴적물 용출실험을 실시하였

다. 용출실험은 아크릴 재질 반응조에 대상 저질을 

넣은 후, 현장의 하천수를 채우고 호기조건과 혐기조

건을 유지하여 수행하였다 (Fig. 2). 호기조건과 혐기

조건은 밀폐한 반응조에 산소 (공기)와 질소를 지속

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유지하였으며 알루미늄 호일로 

전체 반응조를 감싸 빛을 차단하여 광합성에 의한 산

소조건 변화를 방지하였다. 하천수를 채우는 과정에

서 물리적인 충격에 의한 퇴적물의 부유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하천수를 반응조의 벽면을 따라 천천히 흘

려보냈다. 반응조 설치 후 20일간 1일 간격으로 퇴적

물 바로 위의 상등액을 0.2 L씩 채수하여 분석에 사

용하였다. 채수한 상등수의 분석항목은 N-계열 (T-N, 

NH4-N, NO2-N, NO3-N), P-계열 (T-P, PO4-P), TOC 

(total organic carbon)이며, 모든 항목은 수질공정시

험법 및 기기분석 (ion chromatography)에 의해 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질 특성

굴포천은 현재 곳곳의 방류구로부터 미차집된 생

활오수 및 공장폐수가 유입됨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수질항목이 하천생활환경등급 최하위인 Ⅴ－Ⅵ등급

으로 매우 악화되어 있다 (Table 1). 유기물질의 경우 

도심지의 공단을 지나는 GP-3과 GP-4지점의 농도가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BOD와 COD 값의 차이가 크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양물질인 T-N과 T-P의 

경우는 주변에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는 하류부 (GP-6, 

GP-7)지점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전 구간에 걸쳐 

등급외의 높은 농도를 보여 영양염에 의한 오염이 심

각함을 알 수 있었다. 자정능력의 척도인 DO의 경우 

평균 4.1 mg L
-1
의 농도로 하천생활환경등급 Ⅳ－Ⅴ

등급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갈수기 및 여름철에는 

1－2 mg L
-1
까지 농도가 낮아져 하천내부의 혐기화

로 인한 다양한 수질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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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ater quality at the study sites of the Gulpo Stream (mean and (±SD)).

Site
Temp.
(°C)

pH
EC

(㎲ cm
-1
)

DO
(mg L

-1
)

SS
(mg L

-1
)

BOD
(mg L

-1
)

COD 
(mg L

-1
)

T-N
(mg L

-1
)

T-P
(mg L

-1
)

GP-1
20.8 

(±6.3)
7.44 

(±0.65)
192 

(±51)
4.5 

(±1.27)
12.1 

(±4.0)
5.3 

(±2.2)
6.9

(±1.62)
3.66

(±1.82) 
0.30 

(±0.27)

GP-2
20.8 

(±6.9)
7.58

(±1.00)  
252

(±85) 
3.6

(±1.6)  
21.5

(±11.5)  
7.3

(±3.3) 
8.7

(±1.9) 
5.23

(±3.34) 
0.60

(±0.32)  

GP-3
20.6 

(±6.7)
7.31

(±0.50)  
384

(±34) 
3.6

(±1.8)  
24.8

(±8.4) 
15.0

(±12.8)
15.7

(±9.9) 
8.59

(±6.55) 
0.97

(±0.85)  

GP-4
21.0 

(±7.1)
7.44

(±0.71)
390

(±53) 
3.5

(±1.7)  
24.6

(±8.5) 
14.3

(±8.2) 
15.3

(±6.2) 
8.08

(±5.15) 
0.70

(±0.36)  

GP-5
20.6 

(±7.0)
7.03

(±0.39)  
498

(±73) 
3.2

(±1.1)  
15.4

(±8.4) 
12.5

(±6.1) 
14.8 

(±6.2)
8.73

(±2.19) 
1.22

(±0.42)  

GP-6
21.1 

(±6.9)
6.91

(±0.30)  
534

(±57) 
3.4

(±0.8)  
16.2

(±9.5) 
13.9

(±8.3) 
15.4 

(±7.2)
9.95

(±2.69) 
1.44

(±0.48)  

GP-7
21.5 

(±7.1)
6.89

(±0.30)  
531

(±66) 
4.0

(±0.7)  
18.3

(±7.8) 
11.5

(±7.6) 
13.5

(±6.7) 
11.00

(±3.05) 
1.38

(±0.53)  

Table 2.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sediment at the study sites of the Gulpo Stream (mean and (±SD)).

Site pHw
Water 

content
(%)

Ignition 
Loss
(%)

COD
(mg kg

-1
)

T-N
(mg kg

-1
)

T-P
(mg kg

-1
)

Particles

Sand (%) Silt (%) Clay (%)
Soil 

Texture

GP-1
6.58 

(±0.34)
7.6

(±0.5)
1.19 

(±0.10)
3,212 
(±803)

212 
(±18)

90.0 
(±8.2)

98.7 0.9 0.4 Sand

GP-2
6.28 

(±0.24)
38.5 

(±4.2)
5.91

(±0.18) 
15,624 
(±411)

2,549 
(±732)

253.2 
(±2.2)

53.7 37.8 8.5 Loam

GP-3
6.32 

(±0.14)
60.5 

(±3.6)
9.67

(±0.52) 
27,037 
(±416)

5,632 
(±391)

386.9 
(±33.3)

49.8 45.4 4.8 Silt loam

GP-4
6.30 

(±0.03)
67.1 

(±1.8)
12.80 

(±0.37)
37,341 
(±206)

7,606 
(±219)

347.4 
(±3.8)

55.3 40.0 4.7 Loam

GP-5
6.25 

(±0.09)
56.2 

(±0.5)
8.55

(±0.30) 
29,004 

(±1,029)
5,635 
(±230)

376.4 
(±4.1)

69.5 28.3 2.2 
Sand 
loam

GP-6
6.01 

(±0.24)
46.6 

(±2.1)
7.84

(±0.90) 
24,648 
(±411)

5,093 
(±320)

382.9 
(±5.9)

68.8 28.1 3.1 
Sand 
loam

GP-7
6.77 

(±0.14)
24.5 

(±2.2)
3.19

(±0.81) 
8,721 
(±608)

1,267 
(±104)

163.9 
(±13.3)

76.0 18.0 6.0 
Sand 
loam

3.2 하천 퇴적물 특성

굴포천 하상은 최상류의 GP-1지점을 제외하고는 

전 지점에 걸쳐 흑색의 오니가 퇴적되어 있다. 이러

한 퇴적오니의 유기물 및 영양물질 함량을 분석해본 

결과 유기물의 양은 강열감량의 경우 1.19－12.80%, 

COD는 3,212－37,341 kg day
-1
의 범위를 나타냈다 

(Table 2). 영양물질의 양인 T-N, T-P는 각각 212－ 

7,606 kg day
-1
, 90－376 kg day

-1
의 범위를 나타냈으

며, 지점별로 편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 상류부

인 GP-1, GP-2와 최하류의 GP-7지점에 비하여 나머

지 지점들의 함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심 공장지대 구간을 유하하는 GP-3지점부터 

오염물질의 유입과 함께, 느린 유속으로 인한 침강성 

부유물질이 다량 퇴적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GP-7

지점의 경우 상대적으로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입자

의 퇴적이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경

향은 퇴적물의 입도분석 결과에서도 관찰된다. 퇴적

물내 오염물질의 함량이 높고 유속이 느린 지점에서

는 미사 및 점토의 비율이 높았고, 함량이 낮은 지점

에서는 모래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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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eavy metal pollution levels at the study sites 
of the Gulpo Stream (mean and (±SD)).

Site
Heavy Metal (mg kg

-1
)

Cd Cu Pb Hg Cr
6+

GP-1 N.D. 6.40 1.08 N.D. N.D.

GP-2 0.132 32.42 4.02 N.D. N.D.

GP-3 0.347 66.91 13.80 N.D. N.D.

GP-4 0.562 84.50 12.30 N.D. N.D.

GP-5 0.595 95.18 6.50 N.D. N.D.

GP-6 0.475 80.42 6.58 N.D. N.D.

GP-7 0.180 27.44 8.26 N.D. N.D.

*N.D. : not detected.

중금속에 의한 퇴적물의 오염도를 평가해 본 결과 

(Table 3), Hg과 Cr
6+
은 전구간에 걸쳐 불검출 되었

으며, Cd, Cu, Pb의 경우 검출되었으나 토양환경보

전법상 우려기준 이내의 값으로 나타났다. 퇴적물의 

중금속에 의한 오염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며, 용

출에 의한 수질에의 영향도 미비할 것으로 사료된다. 

3.3 퇴적물로부터 탄소 및 영양염 용출 특성

퇴적물에 포함된 유기물질 및 영양염류는 용출을 

통하여 수체로 재유입되어 내부부하를 가중시킬 우

려가 있다. 퇴적물은 주변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중의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퇴적물로부

터 용출될 수 있는 영양염의 양과 용출조건을 파악하

는 것은 하천의 수질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 (Jo and 

Jeong 2007). 연구대상 하천인 굴포천은 지속적인 오

염물질의 유입과 느린 유속으로 인하여 하상퇴적물

의 유기물 및 영양염의 농도가 매우 높으며, 낮은 DO 

농도로 인해 계절에 따라 하천내부환경이 혐기화되

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퇴적

물로부터 유기물질 및 영양염의 용출에 미치는 중요

한 요소를 산소조건으로 설정하여, 호기 및 혐기조건

하에서의 유기물질 및 영양염의 용출변화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퇴적물로부터 용출되는 유기물질의 양

을 측정한 결과 (Fig. 3), 혐기조건하에서 초기에 갑

작스런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이후 농도가 일정하게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단기

간의 용출에서는 유기물의 일부가 산소조건에 따라 

용출되는 보고가 있었으나 (Park 2003), 본 연구와 

같이 오랜 기간동안 교란되지 않는 환경에서 퇴적물 

내 유기물이 수체로 용출된다는 것은 보고된 바가 없

다 (Jo and Jeong 2007).

N-계열의 용출은 혐기와 호기조건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Fig. 4). 퇴적물에 존재하는 질소화합

물은 그 대부분이 입자성 유기질소에 의해 좌우되나 

용출에 의해 수층으로 이동되는 질소는 수용성으로

서 보통 암모니아 질소가 대부분이다 (Kim 2002). 

본 연구에서 암모니아성 질소의 용출은 혐기와 호기

조건 모두 초기에 농도가 증가하다가 6일∼7일 사이

에 농도가 낮아져 일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혐기와 호기조건 모두에서 암모니아성 질소의 용출

이 일어났으며, 이후 수체 중의 미생물이 생장함에 

의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약 10일 이후 호

기 조건에서는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혐

기 조건에서는 농도가 증가하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

다. 호기 조건에서의 암모니아성 질소의 감소는 미생

물에 의한 질산화 작용 (nitrification)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10일 이후 호기 조건하에서 아질산성 질소

와 질산성 질소의 연속적인 증가는 질산화세균에 의

해 암모니아성 질소가 산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호기조건과는 반대로 혐기조건에서의 암모니아성 질

소의 증가는 미생물의 생장저하에 따른 암모니아성 

질소의 소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상류

와 중류에 비해 하류에서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증

가가 크지 않은 것은 퇴적물내 질소의 함량이 적어 

수층으로의 용출이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혐기조건하에서 아질산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의 경

우 퇴적물로부터 용출되지 않고 일부 탈질됨으로 인

해 수체내의 농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총

질소의 경우 초기에는 혐기와 호기조건에서 모두 농

도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호기조건에서는 점차 농도

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혐기조건에서는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호기조건의 경우 질소가 미생물

의 대사작용에 의해 소비되거나 퇴적물에 흡착되었

기 때문이며, 혐기조건의 경우 암모니아성 질소의 

지속적인 용출에 의해 총 질소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

된다.

혐기와 호기조건에서의 P-계열의 용출결과를 다음 

Fig. 5에 나타내었다. 퇴적물 중의 인은 주로 무기성 

인 형태로 존재하며, 혐기와 호기에 따른 산화-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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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release of TOC from sediments over the incubation time.

Fig. 4. Changes in release of nitrogen from sediments over the incubation time.

조건이 용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되어지

고 있다 (Kim 2002). 본 연구에서도 혐기와 호기조

건에서의 인의 용출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호기조건

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농도가 감소하는 반면, 혐

기조건에서는 지속적으로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인이 호기조건하에서 철이나 망간

등과 퇴적물내에 흡착 및 침전되는 반면, 혐기조건하

에서는 환원반응이 일어나 수층으로 재용출이 일어

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퇴적물로부터의 유기물질 및 영양염 용출속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하였다. 식에서 CF는 나중농

도 (mg L
-1

), CI는 초기농도 (mg L
-1

)이며, V는 반응

조 내 상등수의 용량 (L)이다. T는 용출시간 (day)이

고, A는 퇴적물과 상등수의 접촉면적 (m
2
)이다. 

Release Rate (mg m
-2

 d
-1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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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in release of phosphorus from sediments over the incubation time.

Table. 4. The average release rate of organic matter and nutrients from sediment in the Gulpo Stream.

Site Condition
Release rate (mg m

-2
 d

-1
)

T-N NH4-N NO2-N NO3-N T-P PO4-P TOC

Upstream
Aerobic 2.1 29.4 3.44 6.08 -7.07 -7.72 -9.54 

Anaerobic 152.6 222.3 5.44 -66.55 19.63 9.80 18.13 

Midstream
Aerobic 10.0 23.7 5.86 6.30 -6.11 -6.47 15.94 

Anaerobic 206.4 281.5 10.11 -67.15 25.58 16.21 9.81 

Downstream
Aerobic 12.5 23.5 3.17 -3.12 -5.65 -6.60 17.05 

Anaerobic 85.4 134.2 3.49 -34.41 -0.99 -3.50 9.75 

굴포천의 지점별, 조건별 유기물질 및 영양염의 평

균 용출속도를 다음 Table 4에 나타내었다. 총유기탄

소의 경우 상류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지만 수체내의 

농도에 비해 지점별, 조건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하지만 총질소의 경우 호기조건에서 2.10－12.49 

mg m
-2

 d
-1

, 혐기조건에서 85.39－206.40 mg m
-2
 d

-1

의 범위를 보여 수체내의 산소조건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의 경우에도 호기조건에서 

-5.65－-7.07 mg m
-2

 d
-1
로 전지점에서 음의 용출률

을 보인반면, 혐기조건에서는 -0.99－25.58 mg m
-2

 

d
-1
의 범위를 보여 하류를 제외하고는 수체내로 용출

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대상지인 굴포천은 최상류구간 (GP-1)을 

제외하고는 하상에 오염된 오니가 퇴적되어 있으며, 

특히 주변에 오염원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GP-3－

GP-6구간의 퇴적물 오염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이 구간은 유속이 매우 느릴 뿐 아니라 

갈수기 및 여름철에는 DO농도가 1－2 mg L
-1
까지 낮

아져 하천내부의 혐기화로 인한 퇴적물로부터의 영

양염 용출이 우려된다. 이에, GP-3－GP-6구간에서 용

출실험을 바탕으로한 혐기조건하에서의 영양염 용출

량을 산정해 본 결과 T-N 76.4 kg d
-1
, T-P 9.5 kg d

-1

로 나타났다. 이를 굴포천의 주요 유입지천인 계산천

과 여월천의 오염부하량과 비교해 본 결과 T-N의 경

우 계산천의 92%, 여월천의 44%로 조사되었으며, 

T-P의 경우 계산천의 158%, 여월천의 79%로 조사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굴포천의 하

상 퇴적물로부터의 영양염 용출은 하천의 수질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도심하천인 굴포천의 수질 및 하상 퇴적

물의 오염도 및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이에 따

른 퇴적물로부터의 영양염 용출특성을 규명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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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퇴적물로부터의 영양염 용출

이 하천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굴포천의 수질현황은 하천생활환경등급 최하위인 

Ⅴ－Ⅵ등급으로 매우 악화되어 있으며, 특히 영양

물질인 T-N과 T-P의 경우는 전 구간에 걸쳐 등급

외의 높은 농도를 보여 영양염에 의한 오염이 심

각함을 알 수 있었다. 자정능력의 척도인 DO의 

경우 평균 4.1 mg L
-1
의 농도로 하천생활환경등급 

Ⅳ－Ⅴ등급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갈수기 및 여

름철에는 1－2 mg L
-1
까지 농도가 낮아져 하천내

부의 혐기화로 인한 다양한 수질문제를 야기할 우

려가 있다고 보여 진다.

2) 굴포천 하상은 최상류의 GP-1지점을 제외하고는 

전 지점에 걸쳐 흑색의 오니가 퇴적되어 있으며, 

항목별 오염도는 강열감량의 경우 1.19－12.80%, 

COD 3,212－37,341 kg day
-1
, T-N 211.8－7605.6 

kg day
-1

, T-P 90.0－376.4 kg day
-1
의 범위를 나

타냈다. 특히 도심 공장지대 구간을 유하하는 

GP-3지점부터 오염물질의 유입과 함께, 느린 유

속으로 인한 침강성 부유물질이 다량 퇴적되었기 

때문에 퇴적물의 오염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퇴적물내의 중금속 함량은 기준 이

내의 값을 보였기에 중금속 용출에 의한 영향을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굴포천 퇴적물의 영양염 용출실험을 호기와 혐기

조건에서 실시한 결과 총질소의 경우 호기조건에

서 2.10－12.49 mg m
-2
 d

-1
, 혐기조건에서 85.39－ 

206.40 mg m
-2

 d
-1
의 범위를 보여 혐기조건에서 

용출량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의 경

우에도 호기조건에서 -5.65－-7.07 mg m
-2

 d
-1
로 

전지점에서 음의 용출률을 보인 반면, 혐기조건에

서는 -0.99－25.58 mg m
-2

 d
-1
의 범위를 보여 하

류를 제외하고는 혐기조건에서 수체내로 용출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퇴적물의 오염도

가 높은 GP-3－GP-6구간에서 혐기조건 용출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영양염 용출량을 산정해 본 결과 

T-N 76.4 kg d
-1
, T-P 9.5 kg d

-1
로 나타났으며 이

는 굴포천의 주요 유입지천의 오염부하량에 상응

하는 수치로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물론 이 값은 극한의 환경조건을 

가정한 실험결과이므로 현장에 직접 적용하기에

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수체 내의 다양한 

환경조건 하에서 퇴적물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항상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굴포천 

퇴적물은 혐기조건에서 오염물질이 용출될 가능

성이 크며, 이는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

기에 준설 등의 주기적인 퇴적물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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