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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for the fluoride contents of river water and industrial waste water in Seoul area has been carried 
out by the spectrophotometric method, from February to July, 1968.

Th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fluoride contamination is found to be in the range of 0. 07土0. 03〜0. 29 
±0. 05 mg/Z.

The reason for this contamination is discussed in detail.

要 約

서울市內 河川水 및 工場排水中의 플루오르含量을 1968 年 2月부터 同年 7月까지 比色法에 依하여 定量分析 

하였다.

이 地帶一圓의 平均 플루오르含量은 0.07土0.03〜0.29土0.05 mg/Z 임을 알았고 이 汚染의 여 러 原因에 대하여 

論議하였다.

序 論

各種 產業의 發達과 急激한 人口의 都市集中으로 인 

한 廢水는 그 處理施設의 不備와 더부러 河川을 몹시 

汚染시키고 있다. 이런 問題는 都市環境衛生上 매우 

重要하며 =L 중에서 플루오르는 家庭用水를 통하여 人 

體의 齒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Churchill^，은 飮料 

水中의 플루오르量과 兒童의 斑狀齒와의 相關性을 究 

明하고 Dean。）등은 飮料水中의 플루오르量이 比較的 많 

으면 斑狀齒의 頻度가 많은 反面에 勰齒出現率이 적은 

事實을 알게 되 었다. Heyroths와 Galagan 등3은 齒牙 

의 變色을 일으키는 플루오르化物의 濃度限界로서 溫 

暖地方에서 는 0. 5〜0. 7ppm 이 라고 報吿하였다. 또한 

工業用水에 關하여 過剩의 플루오르는 食品, 醫藥關係 

의 生產에 有害하다는 報吿3）도 있다. 이와 같이 飮 

料水 및 食品을 통하여 섭취되는 플루오르는 醞齒豫防 

과 密接한 關係가 있 고 오태 전 부터 先進國에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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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衆衛生的 方法의 하나로 上水道 속에 플루오르添加를 

實施하고 있는 實情이다.

天然水中의 플루오르含量에 대하여는 野口, 後藤등 

® 이 普通河川의 플루오르含量을 0.03〜0. 2 mg/Z 로 報 

吿하고 있으며 또한 東京都內 河川水 및 工場排水에 

관하여 도 報吿한 바 있다그 밖에 飮料水井水 

海水에 대한 많은 報文이 紹介되어 있다.

한핀 우리나라의 天然水 및 食品中의 플루오르含量 

에 관하여 는서울市內 飮料水에 대한〈項, 韓國產 食鹽에 

대 한<5, 韓國產 食品에 대 한플루오르含量調査가 있 

을 뿐 아직 河川水 및 工場排水에 대한 調査가 되어있 

지 않다. 著者는 1967 年 8 月 부터 서 울市內 河川 및 工 

場排水의 汚染調査를 實施中에 있으며 특히 1968 年 2 
月부터는 그 調査項目을 擴大하여 계속 實施중에 있 

다 3>.

木 硏究는 早晚間 考慮되 어 야 할 上水道의 플루오르 

添加의 基礎資料 및 河川水 및 工場排水의 플루오르分 

布를 把握할 目的으로 서울市內의 河川水 및 工場排水 

에 대한 플루오르含量 및 그 月別 變化를 調査하였다.

이 調査와 關聯하여 서울市内 河川水의 鹽素, 黃酸이 

온도 測定하여 플루오르이온과의 相關性을 檢討하였기 

에 그 結果를 報吿코자 한다.

實 驗

1. 地勢 및 採水地點

가. 地 勢

漢江의 北部에서는 中浪川을 비롯한 4個 支川이, 南 

部에서는 安養川을 비롯한 4個 支川이 漢江本流로 流 

入되고 있다.

北部의 中浪川水系는 그 水源地方이 서울市管內를 

벗어난 議政府東北方에서 出發하여 南方으로 흘러 뚝 

섬 附近에서 漢江本流와 合流하는 河川이다.

서을市管內 中浪川水系支流로서는 道峰川,放鶴川，堂 

靦川, 牛耳川, 墨洞川，面牧川，中谷川, 典農川, 淸溪川등 

9個 支流가 있으며 淸溪川의 支流로서 月谷川 貞陵川 

및 城北川이 있다. 中浪川本流의 平均匂配는 1/656이 

며 그 支流의 匂配는 1/100〜1/200程度이고 漢江北部 

에서는 旭川, 奉元川, 弘濟川 등과 碌播川을 合流한 佛 

光川이 漢江으로 流入한다. 南部에서 流入되는 支川水 

系로서는 安養川 水系가 가장 크며 奉天川 大方川 및 

道林川의 3個 支流가 있는데 安養川本流는 서울市管 

內를 벗어나는 큰 流域面積을 가졌으며 그 支流로서는 

.道林川에 奉天川이 合流하여 流下되고 大方川을 合流 

시키 安養川 本流에 流入된 후 鹽倉洞에서 漢江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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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入되며 各 支川들의 平均 匂配는 1/500 內外이다.

나. 地 質

漢江流域의 水源地方은 太白山脈의 高山地帶로서 相 

當히 急峻한 地帶를 이루며 地質도 複雜한 여러 種類 

를 갖고 있다. 大體的인 各 地層의 走向은 北東方向이 

며 上流部는 水成岩層을 이루고 있고 中流部는 花崗岩“ 

下流部는 花崗岩이 變成된 片麻岩系와 片岩系로 되 어 

있다.

서울市一圓은 花崗岩 또는 片麻岩 片岩의 分布地域 

이 고 住宅地 河川敷地는 沖積層을 이 루고 있으며 그 土 

性은 砂質 또는 砂礫層이 많은 편이나 下流部는 感潮 

區域으로서 洪水時의 流積 등으로 인하여 砂質泥土틀 

이루고 있는 곳이 많다.

다 採水地點

河川의 水質은 恒常 變動되며 한 時期의 水質•이 그 

河川을 代表하는 경우는 극히 적다. 이와 같은 調査는 

같은 水系에 대하여 적어도 1 個年을 계속하지 않고서 

는 一般的인 把握이 어 렵다. 더우기 서울市管內와 같 

은 廣範圍한 地域에 대한 採水는 相當한 機動力과 規 

模가 必要하나 現實的으로는 바라기 어려우므로 中心 

地를 重點으로 하여 漢江 本流河川 5點을 비롯한 住 

宅地帶河川 3 點, 工場地帶河川 3點, 都合 11點을 河 

川의 採水地點으로 選定하였다.

그 외에 產業別 工場排水 13點에 대하여도 採水하 

였다.

漢江本流河川水 5點 중 水源池로 表示된 3個地點은 

水源池속의 試水가 아니 라 水源池로 流入되는 河口의 

試水임을 附記하여 둔다.

試水採水地點의 位置를 Fig. 1 에 나타내었다.

2. 採水 및 分析法

가. 採 水

前記 採水地點 24 點에 대 하여 1968 年 2 月 부터 7 
月까지 6個月에 걸쳐 每月 1 回씩 中旬（14〜17 日）을 

擇하여 採水하였다. 河川試水는 河川의 中央部의 表面 

下 20〜30cm 에서 採水하였으나 不得已한 경우에는 川 

邊에서 2〜3m 떨어진 곳에서 採水하였다. 工場排水는 

排出 口로 부터 흘러 나오는 試水를 採水하였다. 採水 

容器로는 미 리 깨 끗이 씻 은 polyethylen 製의 병 을 使 

用하고 試水로 2〜3 回 씻은 다음 採水하였다.

나 分 析 法

試水가 混濁되었거나, 沈澱物이 있을 때는 Toyo 
filter paper 5C 로 濾過한 다음 Amberlite IR 120 cation 

exchange resin 을 통과시 킨 다음 平野등에 의 한 ALC 
法으로 分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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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laces for collection of water sample

試水 20mZ 를 分液 깔때 기 에 취 하여 alizarin comp- 
lexone 試液, pH 4. 4 緩衡液, Acetone과 lanthanum chl
oride 溶液을 가制-여 잘 混和하고 N, N-diethylamine- 
isoamyl alcohol 沼液 IQmZ 로 抽出하여 580m# 에서 吸 

光度를 測定하였다.

다, 回收試驗

治媒抽出比色法으로 플루오르를 定量한 試水(S 化學 

工埸排기。20mZ 에 대 하여 旣知量의 플루오르標準溶液 

을 가하二 回收實驗을 한 結果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Recovery test of fluoride

Water sample
Sample p 
taken 
（ml）

added
（德）

F calc
ulated* F found

（德）

Diffe
rence 
5g）

Waste water 20 0 2- 06 一

（S.（가】 em. Co. ） 20 0.5 2. 56 2. 55 -0. 01
20 2.5 4. 56 4. 50 T）. 06
20 5.0 7- 06 7.10 + 0.04

* Calculated fluoride in water sample 十added fluoride

結果 및 考察

서울市内 河川水 및 工場排水의 플-루오르含量測定結 

果는 Table 2, 3과 같다.

1968 年 2 月 부터 7月 시-이 의 6個月 間의 地域別 河 

川水의 平均 플루오르含量은 漢江木流에서는 0.13± 
0. 02〜0.15土0. 02mg/Z 住宅地帶河川은 0. 21士0. 05〜 
0. 29±0. 04 mg// 工場地帶河川은 0. 18土0. 03〜0. 29土 

0.05mg/Z 이 다 이 와 같이 漢江本流의 各調査地點 

(sample No. 1~5) 사이에서는 大差가 없으나 住宅地 

帶(sample No. 6~8)와 工場地帶(sample No. 9〜11) 
를 흐르는 河川에서는 서로 비슷한 플루오르含量을 나 

타내며 漢江本流보다는 若干 큰 값을 보이고 있다. 이 

것은 人口密度가 큰 住宅地帶를 흐르는 河川에서는 더 

常生活에서 使用되는 齒藥, 殺鼠劑, 食鹽(韓國產 天日 

鹽의 플루오르含量은 3. 8〜 15ppm 祓熬鹽 및 再製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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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ange and mean values of F-contents in river water(Feb.—July, 1968)

Regional 흥roup Sample 
No. Sampled at Water temp.

(°C) P 디
SO『一 
(mg/0

ci- 
(mg/Z)

F 
(mg/Z)

F/Cl 
(XIO2)

1 廣肝橋； 0~26
15

6. 9~7・ 6
7.4

14. 0~25. 9
20.3

8—18
11

0.11^0.16
0.13£0- 02 1.18

2 뚝섬 水源池
2~25

15
6. 9~7. 8

7.5
16- 0—33. 4

25.2
9〜20

13
0.12—0.17
0. 15±0. 02 1.15

Han River area 3 普光洞水源池
1~25

15
7.1—7.8

7.4
16. 9—30. 7

23.6
9〜21

15
0.10—0.16
0-14±0. 03 0. 93

4 鷺榮津水源池 1~25
14

7.1~7・ 5
7.3

13. 1—28. 6
21.8

8~17
13

0-11—0. 18
0.14i0- 02 1.08

5 第二漢江橋
7〜26

16
6. 9 〜& 3

7.4
11. 9—36. 9

24.6
12—20

15
0. 12—0.16
0.15 土 0. 02 0. 94

6 淸溪川
7〜24

16
6. 9〜7. 6

7.2
39.1〜57. 2

46.2
116〜147

139
0. 23—0. 34
0. 28±0. 04 0. 20

Residential area.7 城東橋
5~25

17
7. 2~7. 6

7.4
35- 1~6L 4

42.7
82—156

124
0-14—0. 29
0. 21±0. 05 0. 17

8 元曉橋
7~24

17
7. 2~7. 8

7.4
40. 0—63. 6

48. 1
91~149

120
0. 25~0. 36
0. 29±0. 04 0. 24

9 道林橋
5~36

21
6- 9〜1L 6

8.3
37. 4—64. 4

48.9
119—255

182
0. 22~0. 36
0. 28 士 0. 05 0- 15

Industrial area 10 大方川
1—31

19
6. 7〜& 0

7.3
30- 8〜64. 4

40.6
103—203

167
0. 22—0- 36
0. 29±0. 05 0. 17

11 楊花橋
7~25

16
5. 4 〜& 3

6.9
35- 5~96. 9

50.0
35—163

85
0.12—0- 23
0.18i0. 03 0. 21

2. 5〜7. 邛1山1이다（”）） 等이 家庭下水를 通하여 放流 되 

며 工場地帶를 흐르는 河川은 이 以外로 一部는 化學, 

紡織, 皮革, 食品, 釀造, 油脂등 여러 工場으로 부터 

放流되는 產業廢水에 基因되는 것 같다.

Table 3. The range and mean values of F-contents in industrial waste water (Feb —July, 1 아68)

Sample 
No. Sampled at Water temp 

(°C) pH
SO 

Cmg/Z)
ci- 

(mg/Z)
F 

(mg/Z)
F/Cl

(XIO2)

12 Y 紡 織 9~41
29

2. 3~7. 3
5- 9

30- 8—191. 6
100.3

62~222
102

0. 06—0.16
0.12±0. 03 0. 12

13 P 紡 織 17 〜34
26

4. 8—13. 2
9.2

39. 5—170. 7
108.3

73—169
108

0. 08—0.17
0.13±0. 03 0. 12

14 H 食 品 7—22
15

7.1—7.4
7.2

11. 5~109. 5
46.6

103—482
286

0. 07~0.19
0.12±0. 04 0. 04

15 M 食 品 15—37
27

2. 9—8. 8
8-1

61- 8~89. 9
69.9

227~1, 083
548

0.11—0- 26
0. 20±0- 05 0. 04

16 A 釀 造 26—32
30

7. 2~& 3
7.8

4- 6-46. 8
26.8

43~82
60

0.14—0- 21
0-17±0. 02 0- 28

17 B 釀 造 21—36
30

6- 2—11.9
8.8

30. 8—54. 8
38.4

55~96
74

0. 07—0-13
0-10±0. 03 0. 14

18 c 釀 造 40—47
44

6. 7~& 1
7.3

34. 0—81.1
57.4

23~76
43

0. 07—0. 12
0. 09±0. 02 0. 21

19 B 藥 品 15~30
24

2. 6—13.6
8.4

129. 2—328. 6
241.4

1,117^1,667
1, 368

0. 07—0.14
0. ll±0. 03 0.01

20 S 化 學 14~32
24

5. 9~9. 0
7.3

104. 2—196. 8 
165.0

218—312
269

0. 05—0. 14
0. 10±0. 03 0. ()4

21 A 油 脂 21—29
26

3- 0~7. 7
6. 3

122. 6—266. 0
181.6

60^159
107

0. 05 〜0. 24
0-16—0. 07 (). 15

22 D 製 紙 8~29
19

6. 5~7. 5
7.2

45- 2~85. 6 
63.0 13

Q04~0.11
0. 07 ±0. 03 0- 54

23 K 皮 革 7-27
19

6. 6〜9. 5
7.6

123. 3—268. 5
184. 1

202~494
301

0. 09—0. 35
0.14±0.11 0. 0.5

24 永登浦遊水池 7~28
20

5. 9—8- 7 
7-3

144. 9—311. 0
254.1

206-479
310

0.15~0. 52
0. 28+0. 21 0. 09

다음에 地域別 河川水의 플루오르含量의 月別變化를 

調査한 結果는 Fig. 2 와 같다. 漢江本流의 調査地點중 

에서 上流인 廣壯橋로 부터 下流인 第2漢江橋까지 5 
個 地點의 플루오르含量은 0- 10—0. 18 mg〃（鹽素含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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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喽 脂:懦 4 둑 섬 水頫:也 * 普光洞水源池

*嚣采津水源池 门第2漢江橋

°道林樁 A大方川 *楊花橋

Figure 2. The variation of F-contents

은 8〜21mg/Z)로시 月別變化가 甚하지 않다. 이와 같 

이 上下流 사이에서 別差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漢江 

下流部인 第2漢江橋에서는 滿潮時의 海水(海水의 鹽 

素는 18, 980mg/Z, 弗素는 1.0~l. 3mg/Z<">)의 感潮影 

響을 받은 採水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漢江은 九宜里水源池를 비 롯하여 뚝섬, 普光, 鷺梁津 

등에서 서을市內 上水道用水로서 飮料水의 水源으로 

利用되고 있으므로 市內 數個所의 水道물 속의 플루오 

르 含量을 測定하여 比較하여 보았다. 黑石洞水道물은 

0. 20mg/Z, 靑坡洞水道물은 0. 23mg/Z, 延禮洞水道물은 

0.19mg/Z, 安岩洞水道물은 0.26mg/Z 로써 市內 水道 

물의 平均 플루오르含量은 0.22+0.02mg/Z 이 며 漢江 

木流의 플루오르含量보다 若干 큰 값을 나타내고 있 다. 

이와 같은 差異의 正確한 原因은 알 수 없으나 現在까 

지 水道물속에 는 fluoridation 이 實施되 고 있지 않는 

것이 確實하다.

住宅地帶河川의 플루오르含量은 0.14〜0. 35mg/Z 이 

고 工場地帶河川은 0.12〜0. 36mg/Z 로서 거 의 같은 差 

의 變化를 나타내며 그 月別變化는 漢江本流보다 훨씬 

不規則的이 다.

市內 中心을 흐르는 河川水의 플루오르含量은 淸 

溪川이 0. 23〜0. 34mg/Z, 旭川이 흐르는 元曉橋는 

0.25〜0.36卩咯〃로서 部分的인 小規模의 工場排水混 

入을 생각할 수 있으나 大部分은 人間活動으로 汚染 

된 都市下水가 多量 混入되기 때문에 水質이 惡化되어 

있고 人爲的 汚染이 적은 漢江本流보다 플루오르含量 

도 比較的 많다. 그러 나 城東橋는 0.14—0. 29mg/Z 로서 

上流인 淸溪川보다 적은 것은 일부 難溶性인 플루오르 

化物의 生成, 泥土등에 의한 吸着등도 고려되나 主로 

牛耳川을 비롯한 여러 中浪川水系의 支川들이 合流되 

어 稀釋된 결과로 생각된다.

工場排水의 平均 플루오르含量은 0. 07土0.03〜0.28 
±0. 21mg/Z 로서 住宅地帶河川水 (0.21±0. 05〜0. 29± 
0.04mg/Z) 에 比하여 크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서울市 

管內는 若干의 플루오르化合物을 廢水로서 放流하는 

小規模의 工場은 있으나 燐鑛을 原料로 하는 過燐酸石 

灰工業이 나 硅石을 原料로 하여 主로 플루오르酸을 生 

產하는 따위의 大規模의 플루오르工業은 아직 없는 것 

이 確實하다.

工場이 密集되 어 있는 工場地帶 河川의 플루오르 含量 

은 0.12〜0.36mg〃 이 며 그중 道林橋와 大方川은 각각 

0. 22-0. 36mg〃 이 고 이 들이 合流되 는 楊花橋는 0.12 
〜0. 23mg/Z 이 다.

工場地帶河川의 플루오르含量이 住宅地帶河川과 거 

의 같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若干의 產業廢水 

의 影響도 생각할 수 있으나 大部分은 역시 人間活動 

으로 인한 汚染이 主要原因임을 推測할 수 있다. 楊花 

橋의 픈루오르含星이 보다 적은 것은 安養川水系의 

支川들의 合流로 인하여 稀釋된 까닭일 것이다.

河川水에 대한 플루오르이온과 鹽素이온과의 關係는 

Fig.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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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lationship between Cl~ and F- 
(river water)

鹽素이온含量이 30mg/Z 以下의 河川水인 漢江本流 

의 플루오르含量은 0.10〜0.18mg/Z 이며 鹽素이온 含 

量이 大部分 100mg/Z 以上인 住宅地帶 및 工場地帶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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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의 플루오르 含量은 0.14〜0.35, 0.12〜0. 36mg/Z 로 

서 漢江本潦의 河川水보다 一般的으로 크다.

플루오르이 온과 黄酸이 온과의 關係는 Fig. 4. 와 같이 

그 含量이 서로 正의 相關性을 나타낸다. (相關係數 

1. 000)

0U<—------20 30 右 折一60 —-今6 80
-SC\ (,-ng/i)

O Hon River Aroa △ 忍二三財::Z Area • 'm요就苔却 Area

Figure 4. Relationship between SO42- and F_ 
(river water)

서울市內 河川水의 플루오르含量의 分布狀態는 半數 

以上이 0.20mg〃 以下이 고 0.30mg/Z 以下인 것이 80% 
以上을 차지하고 있다. Fig. 5 에서 histogram 으로 나타 

낸것과 같이 서울市內河川水의 플루오르含量의 頻度는 

거의 對數正規分布를 보이고 있다.

河川水중 플루오르의 起源에 대하여 考察하민,

첫째 食鹽을 利用한 人間의 排泄物에 의한 汚染을 

생 각할 수 있 다. 食鹽중에 는 2. 5〜 15ppm 의 플루오르 

가 含有되 어 있고 1 人當 食鹽의 翘i取量은 10~30g/day 
로서 人口密度가 큰 都市에서는 排泄物이 河川의 플루 

오르汚染의 큰 原因이 될 것이 다.

둘째로 플루오르는 工業分野에서 多方面으로 利用되 

고 있다. 例컨데 齒藥, 殺鼠劑, 農藥, 電球工碳 등에서 

의 硝子의 消光澤齊丄 食品添加物 등에 使用된다, 아직 

서울市內에서는 이들 플루오르化合物을 直接 原料로하 

는 工場은 僅少하다 할지라도 이들 工場의 排水와 이 

와 같은 製品의 使用으로 말미 아마 都市下水 속예 프루 

오르化物이 包含됟 것이 豫想된다.

셋째로 河川水에 包含된 플루오르의 汚染源으토시 

岩石으로 부터의 플루오르化物의 溶出을 생 기•할 수 있 

다. 水質이 地質의 影響을 크게 받는것은 잘 알려 지 고 

있는 일이다. 서울市一圓의 地質은 앞서 言及힌 나와 

같이 花崗岩과 이것이 變成된 片岩이나 片麻岩地層이 

기 때문에 그속에 不純物로 들어있는 聲石(CaF；)이 나 

또는 主成分의 하나인 黑雲母 또는 白雲母組成의 水酸 

基의 一部가 플루오르元素로 置換된 狀態토 存在하고 

있어 이들이 溶出되므로서 河川水에 플루오르化物이 

含有되리 라고 쉽게 推測된다. 黑雲母의 化學的 沮成의 

一例는 K(MgFe)3(AlSi3)OJ0(OH) F)?*이 미 花崗岩 

片岩 속의 플두오르 含量은 각각 0. 04-0. 0.
07-0- 22mg〃이 다03).

넷째로 最近 急增된 自動車의 排氣가스와 工菓가A로 

인한 大氣中의 플루오르가 또한 汚染源이 딮 수 있다. 

著者는 液體燃料인 gasoline 과 石油의 픈투오르 ""을 

測定하여 각각 0. 08mg/Z, 0. 04mg〃 인 結果를 얻 있 다. 

또한 固體燃料인 石炭 속에도 微蛍의 플루오르가 包含되 

어 있기 때 문에 工場 廢가스 중에 도 已, HF 의 形態로 

플루오르가 存在하므로 이 와 같은 大氣도 플루오르汚染 

源이 될 수 있 다. 雨水(1968 年 6 月 10 H 採取)속의 플 

루오르含量이 0. 18mg/Z 로 測定된 事實로 보이도 大 

氣속의 플루오르가 降雨時에 河川水에 混入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結 論

Figure 5- Histogram of fluorine (river water)

(mg/l)

서울击內 河川水 및 工場排水의 플루오르含最을 1968 
年 2 月 부터 同年 7月 까지 測定하여 다음과 같은 結 

論을 얻었다.

1) 人爲的 汚染이 적은 漢江本流의 河川水中의 플루 

오르含是은 廣壯橋는 0.11-0.16mg〃, 뚝섬 水源池는 

0.12-0.17mg/Z, 普光洞水源池는 0.10-0.16mg/Z, 鷺 

梁津水源池는 0.11-0.18mg/Z, 第 2 漢江橋는 0.12〜 
0. 16mg/Z 이 다,

2) 人口密度가 큰 住宅地帶 河川水의 플루오르含量은 

淸溪川이 0. 23-0. 34mg/Z, 城東橋가 0・ 14〜0. 29mg〃. 
元曉橋가 0- 25-0- 35mg/Z 이 다.

3) 工場排水의 影響을 받는 工場地帶 河川水의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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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含量은 道林橋 0. 22〜0. 36mg/Z, 大方川 0. 22〜0. 

36mg/Z, 楊花橋 0.12—0. 23mg/Z 이 다.

4) 產業廢水인 工場排水의 플루오르含堂은 生產工場 

의 種類와 規模에 따라 多少의 差는 있으나 大略 

0. 04〜0* 52mg/Z 이 다.

5) 一般的으로 서울市內 河川水와 工場排水의 플루 

오르 含量은 多少의 產業廢水의 混入이 考慮되나 主로 

는 人間活動에 의한 都市下水의 混入에 起因된다고 생 

각하는 것 이 보다 合理的이다.

끝으로 本硏究에 있어 採水의 便宜를 도모해 주신 

延世大 自然科學硏究所의 崔林淳敎授와 有益한 助言과 

物心兩面의 協助를 해 주신 同硏究所의 崔在時博士, 李 

龍根敎授께 깊이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引用文獻

(1) H. V. Churchill, Ind. and Eng. Chem., 23, 
996 (1931).

(2) H. T. Dean et al, Public Health Reports, 54, 
862 (1939).

(3) F. F. Heyroth, Ind. and Eng. Chem. , 45, 2369 
(1953).

(4) D. J. Galagan and G. G. Lamson, Public Health 

Reports, 68, 497 (1953).
(5) G. S. Bratton, Jour. A. W. W. A., 45, 364 

(1953).
(6) 後藻達夫，日本地球化學討論會講演(1963).
(7) K. O. Noguchi and T. O. Goto, J. Chem. Soc., 

Japan, 86, 908 (1965).
(8) M. Ya. Khanina, C. A., 61, 5359e (1964).

(9) F. Klimczak et al, C. A., 62, 14326e (1965).

(10) S. O. Hirano, H. Fuzinuma and T. J. Kasai, 

Japan Analyst, 15, 1339 (1966).
(11) R. Greenhalph and J. P. Riley, Annal. Chim- 

Acta, 25, 179 (1962).
(12) T. G. Thompson and H. J. Taylor, Ind. Eng. 

Chem., Anal. Ed. 5, 87 (1933).
(13) S. S. Yamamura, M. A. Wade and J. H. Sikes, 

Anal. Chem., 34, 1308 (1962).
(14) Y. Miyake, Bull. Chem. Soc., Japan, 14, 

471 (1939).

(15) T. H. Murakami and K. Y. Uesugi, Japan 
Analyst, 14, 235 (1965).

(16) 洪文和, 서울大學校 論文集 (自然科學) 第2輯, 

81(1955).
(17) M. W. Hong and P. S. Chang, J. Pharnt. Soc. 

Korea, 3, 51 (1957).
(18) 張阪燮，中央大學校論文集,第12輯,413 (1967).
(19) 李龍根，黃圭子，第20回大韓化學會抄錄集 

(1967),
李吉相，李龍根，黃圭子，第21回大韓化學會抄錄 

集(1968).
(20) 서울特別市 全域 河川改修計劃報吿書(延大 產業 

技術硏究所，1966) p. 2, 3
(21) K. Rankama and T. H. G. Sahama, Geochemistr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56) 

p. 287
(22) W. H. Hung, P^^'oZogj-'CMcgraw-Hill Book Inc., 

U. S. A., 1962), p. 35
(23) F. W. Clark, LW0 oj、Ge。사是展叫了(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24) p. 441, 625, 631
(24) G. E. McGown, Fuel, London, 39, 313 (I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