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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3. 결과 및 고찰

중금속은 자연 상태의 분해과정으로는 제거되지 않으며, 유기

입도분석 평균 결과, 마산만은 역질(Gravel) 0.3%, 사질(Sand)

물에 결합되거나 유기체에 축적되어 높은 독성을 나타낸다(Jain,

5.4%, 니질(Mud) 94.3%를, 울산연안은 역질(Gravel) 0.5%, 사질

2004). 해양으로 유입된 중금속은 해양생물의 생물 농축 과정을

(Sand) 18.2%, 니질(Mud) 81.5%를 차지하였다. 마산만의 중금속

통해 자연적인 농도보다 수십에서 수백만 배까지 농축되어 먹

항목 평균 농도 범위는 As는 8.7mg/kg-dw., Cd는 1.43mg/kg-dw.,

이사슬을 통해 최종 소비자인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최근

Pb은 75.6mg/kg-dw., Cr은 54.1mg/kg-dw., Cu는 98.4mg/kg-dw., Zn

우리나라는 표층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은 424.0mg/kg-dw., Ni은 29.4mg/kg-dw., Mn은 698.9mg/kg-dw., Co

임해 공업지역이나 산업 활동이 이뤄지는 연안 해역에서의 표층

은 13.3mg/kg-dw., Li은 130.6mg/kg-dw., Hg은 0.144mg/kg-dw., Fe

퇴적물 중 중금속 분포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Na

은 6.3%, Al은 9.0%로 나타났다. 울산연안의 중금속 항목 평균

et al, 2012; Cho et al., 1982).

농도 범위는 As는 9.9mg/kg-dw., Cd는 0.35mg/kg-dw., Pb은

본 연구는 특별관리해역으로 선정된 마산만과 울산연안의 표층
퇴적물 중 중금속의 오염도 및 생태위해성 평가를 하고자 한다.

37.5mg/kg-dw., Cr은 46.5mg/kg-dw., Cu는 46.4mg/kg-dw., Zn은
172.6mg/kg-dw., Ni은 23.6mg/kg-dw., Mn은 626.1mg/kg-dw., Co은
9.3mg/kg-dw., Li은 63.9mg/kg-dw., Hg은 0.091mg/kg-dw., Fe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7년 08월 12일에 마산만 10개 정점, 2017년 09

2.2%, Al은 6.7%로 나타났다. 중금속 오염도 결과, 마산만은 Cu,
Hg에서 울산연안은 As에서 높은 오염도를 나타났다.

월 28일에 울산연안 15개 정점을 선정하여 해양환경공정시험기
준(해양수산부, 2013)에 준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Ingram(1971)

4. 결 론

의 분석법에 따라 입도 분석과 원소자동분석기(EA-1110, Thermo

마산만과 울산연안 해저 표층퇴적물 중 중금속 원소의 오염도

quest)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해양수산부, 2013)의 분석법에 따

를 평가한 결과, 농축계수(EF)는 두 해역의 대부분 정점에서 1.5

라 TOC, TN을 분석하였다. 중금속은 As, Cd, Pb, Cr, Cu, Zn, Ni,

를 초과하여 대기나 하천 등을 통해 각 원소의 인위적 유입이 있

Mn, Co, Li은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광도계(ICP-OES, OPTIMA

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저 표층퇴적물 중 중금속이 저서생

7300DV)를, Fe, Al은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 Ne

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xlON300X)를, Hg은 수은자동분석기(AMA, DMA-80)를 이용하여

적용한 결과, 마산만과 울산연안은 Very high risk를 나타났다. 마

분석하였다.

산만과 울산연안의 경우 전반적으로 하천의 유입이 있고, 선박활

생태위해도지수(ERI)를

동 및 산업 활동이 활발한 해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생태계
잠재적 위해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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