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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vestigation of grain size, organic compounds and metal distribution in 23 sediment samples
of the Geum-River basin (Korea) was conducted in two seasons of 2012 (dry season and rainy season). The
samples of sediment were collected from the basin and investigated for concentrations of some metal and general
indexes containing grain size. Concentrations of Pb, Zn, Cu, Cr, Ni, As, Cd, Hg, Al and Li have been determined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ICP) and the sediments organic matter content was determined
by the loss on ignition, and sediments were fractionated with three different nylon sieves. Correlation analysis
was made for grain size, organic material and metal concentrations, and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ir concentrations were determined. As a result, the higher metal concentrations were found in the
period of the dry season than in another season. The metal concentrations showed high correlation with that
of organic material (COD and TOC). Thereby, the high distribution of metal concentrations in sediment
containing high organic compound is suggesting an interaction with organic matter.

요 약: 금강의 퇴적물 중에 입도, 유기물 그리고 금속류 분포를 2011년도 2계절에 걸쳐 조사하였다. 퇴
적물 시료는 강어귀에서 채취하여 금속류와 입도 등 일반지표항목을 측정하였다. 금속류(Pb, Zn, Cu, Cr,
Ni, As, Cd, Hg, Al, Li)는 유도프라즈마 분광기로 측정하였고 유기물은 강열감량으로 그리고 입도는 다
른 망 크기의 체를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서로간의 상관성 분석이 이루어졌고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
여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건기에 금속류가 보다높은 농도로 검출되었다. 금속류의 농도는 유기
물의 함량과 상관성이 높았고 이는 금속류가 유기물에 용해되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Key words: sediment, geum river, metals,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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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천수 퇴적물은 하천수의 수질과 직접 관련되어
지속적인 오염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게 되
었고, 최근 들어 하천의 퇴적물에 오염현상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련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다.1-3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하천의 퇴적물 중에
금속류 오염물질의 분포 및 퇴적물의 물리화학적 특
성과 유기물 함량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
어 왔다. 특히 퇴적물에 함유된 오염물질 농도는 퇴적
물의 조성 광물뿐만 아니라 입도 분포, 유기물 함량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퇴적물 내의 중금속 농
도는 그 퇴적물이 가지는 입도 분포에 따라 큰 영향
을 받으며, 퇴적물 입자의 크기 감소는 표면적을 크게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표면 전하를 증가시켜 퇴적물
의 오염물질 함량 증가의 원인으로 이해되고 있다.4-7
따라서 퇴적물 중에 오염물질의 분포, 입도분포 및 유
기물 함량은 매우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어 국내에
서도 퇴적물 내의 중금속 농도, 입도 분포 및 유기물
함량에 대한 조사와 이들 파라미터들 간의 상관성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8-21
하천수 퇴적물 중에 오염물질의 분포를 알기위해서
는 퇴적물의 신뢰성 있는 분석법을 토대로 이루어져
야 하나 사용할 수 있는 시험법이 토양오염공정시험
법 또는 저질시험법 등 통일되지 않은 분석법을 사용
함으로서 자료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
생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수질환경에 관한 퇴
적물 분석법이 하천호소 등 퇴적물 운영계획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각 수계별 하천의 퇴
적물에 대한 조사연구가 한 가지 시험법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22,23
본 연구에는 금강 수계의 하천 23 개 지점 퇴적물
을 2012년 두 계절별로(상반기와 하반기) 시료 채취하
여 10 개 금속류와 유기물, 입도분석을 수행하여 측정
항목간의 상관성 조사를 통해 오염물질의 오염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Fig. 1. Sediment sampling sites.

였다. 초 순수는 Milli-Q 장치(Millipore Corp., Milford,
MA, USA)를 사용하여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2.2. 시료채취
금강수계의 퇴적물은 2012년도 2회 채취하였으며
되도록 우기 전·후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1 차 시료는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시료채취하였고 2 차 시료는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시료 채취하였다.
시료채취는 Fig. 1과 같이 용담댐 상류와 대청댐 상
류를 포함한 금강수계 상류지역과 금강수계 국가하천
인 미호천과 논산천 지역을 포함한 대청댐 하류지역
등 중권역 대표지점을 포함한 23 개 지점에서 시료채
취 하였다.
시료채취는 퇴적물측정망 운영계획의 시료채취 매
뉴얼에 따라 채취하였다.23 채취지점의 하폭에 따라
구간을 결정하고 5 개소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골고루 혼합하였다. 8 메쉬(약 2 mm) 체를 이용하여
거른 다음 일정량을 시료용기에 담고, 남은 혼합시료
를 100 메쉬(약 0.15 mm) 체로 거른 다음 시료용기에
담은 후 냉장 보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시약 및 표준물질
Pb, Zn, Cu, Cr, Ni, As, Cd, Hg, Al, Li는 1000 mg/
L 표준용액(Fluka, Buchs, Switzerland)을 구입하여 사
용하였고 염산, 질산, 아세톤 및 메탄올은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

2.3.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중금속은 ICP-MS (Perkin Elmer Elan DRC)와 수은
분석장비 Hydra II AF Gold (Teledyne leeman lab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입도분석은 Microtra S3500
Extended wel를 이용하였다. 금속류(Pb, Zn, Cu, Cr,
Ni, As, Cd, Hg, Al, Li) 10 개 항목과 퇴적물 입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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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및 유기물질 함량 분석은 2011년도 퇴적물 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른 매뉴얼을 사용하였다.23

가능량)을 측정하였고 분석한 값 간의 상관성을 조사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중금속류 측정 결과
납은 상반기에 8.9~22.4 mg/kg의 농도 범위로 검출
되었고 평균농도는 15.1 mg/kg이었으며, 하반기에는
8.3~19.4 mg/kg의 농도 범위로 검출되었고 평균농도
는 14.5 mg/kg이었다(Fig. 2). 시료채취 시기를 비교하
였을 때에 상반기와 하반기의 농도가 비슷하였고 특

금강수계 중 시료채취가 가능한 23 개 지점에 대한
퇴적물 중 금속류 분포 및 영양염류에 대한 화학적
인자들(COD, 총유기탄소, 총질소, 총인, 수용성 인)
및 퇴적물에 대한 물리적 인자(입도, 함수율, 완전연소

Fig. 2. The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Pb, Zn, Cu, Cr, Ni) in sed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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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으로는 상반기에 금남U 지점의 농도가 높았으며,
하반기에는 당진천1 지점의 농도가 높았다.
아연은 상반기에 29.7~139.2 mg/kg의 농도 범위로
검출되었고 평균농도는 72.4 mg/kg이었으며, 하반기
에는 57.5~124.9 mg/kg의 농도범위로 검출되었고 평
균농도는 90.3 mg/kg이었다(Fig. 2). 시료채취 시기를
비교하였을 때에 하반기의 농도가 상반기에 비해 높
게 검출되었다. 상반기에는 금남U 지점의 농도가 높

았으며, 하반기에는 미호천6-1 지점의 농도가 높았다.
구리는 상반기에 5.3~33.4 mg/kg의 농도 범위로 검
출되었고 평균농도는 15.6 mg/kg이었고, 하반기에는
11.8~22.4 mg/kg의 농도 범위로 검출되었으며 평균농
도는 16.7 mg/kg이었다(Fig. 2). 시료채취 시기를 비교
하였을 때에 하반기의 농도가 상반기에 비해 높게 검
출되었다. 상반기에는 금남U 지점의 농도가 높았으며,
하반기에는 곡교천2 지점의 농도가 높았다.

Fig. 3. The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As, Cd, Hg, Al, Li) in sed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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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은 상반기에 19.6~52.4 mg/kg의 농도 범위로
검출되었고 평균농도는 31.9 mg/kg이었고, 하반기에
는 37.6~78.6 mg/kg의 농도 범위로 검출되었으며 평
균농도는 60.8 mg/kg이었다(Fig. 2). 시료채취 시기를
비교하였을 때에 하반기의 농도가 상반기에 비해 높
게 검출되었다. 상반기에는 금남U 지점의 농도가 높
았으며, 하반기에는 미호천6-1 지점의 농도가 높았다.
니켈은 상반기에 6.4~17.2 mg/kg의 농도 범위로 검
출되었고 평균농도는 10.5 mg/kg이었으며, 하반기에
는 9.9~20.9 mg/kg의 농도 범위로 검출되었으며 평균
농도는 16.7 mg/kg이었다(Fig. 2). 시료채취 시기를 비
교하였을 때에 하반기의 농도가 상반기에 비해 높게
검출되었다. 상반기에는 금남U 지점의 농도가 높았으
며, 하반기에는 금강D 지점의 농도가 높았다.
비소는 상반기에 2.7~18.4 mg/kg의 농도범위로 검
출되었고 평균농도는 6.1 mg/kg이었으며, 하반기에는
0.9~2.3 mg/kg의 농도 범위로 검출되었으며 평균농도
는 1.5 mg/kg이었다(Fig. 3). 시료채취 시기를 비교하
였을 때에 상반기의 농도가 하반기에 비해 높게 검출
되었다. 상반기에는 갑천5-1 지점의 농도가 높았으며,
하반기에는 당진천1 지점의 농도가 높았다.
카드뮴은 상반기에 0.11~0.43 mg/kg의 농도범위로
검출되었고 평균농도는 0.27 mg/kg이었으며, 하반기
에는 0.05~0.18 mg/kg의 농도 범위로 검출되었으며
평균농도는 0.11 mg/kg이었다(Fig. 3). 시료채취 시기
를 비교하였을 때에 상반기의 농도가 하반기에 비해
높게 검출되었다. 시료채취 시기를 비교하였을 때에
상반기의 농도가 하반기에 비해 높게 검출되었다. 상
반기에는 김제 지점의 농도가 높았으며, 하반기에는
갑천5-1 지점의 농도가 높았다.
수은은 상반기에 0.006~0.587 mg/kg의 농도범위로
검출되었고 평균농도는 0.073 mg/kg이었으며, 하반기
에는 0.010~0.157 mg/kg의 농도범위로 검출되었으며
평균농도는 0.042 mg/kg이었다(Fig. 3). 시료채취 시기
를 비교하였을 때에 상반기의 농도가 하반기에 비해
높게 검출되었다.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갑천 5-1지점
의 농도가 높았다.
알루미늄은 상반기에 3.48~7.32 mg/kg의 농도범위
로 검출되었고 평균농도는 5.5 mg/kg이었으며, 하반기
에는 4.33~7.77 mg/kg의 농도범위로 검출되었으며 평
균농도는 6.3 mg/kg이었다(Fig. 3). 시료채취 시기를
비교하였을 때에 상반기의 농도가 하반기에 비해 높
게 검출되었다. 시료채취 시기를 비교하였을 때에 하
반기의 농도가 상반기에 비해 다소 높게 검출되었다.
Vol. 27, No.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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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orean standards of sediments
Compound

Standard

Organics

Combustibility
TP
TN

Heavy metals

As
Cd
Cr
Cu
Pb
Zn
Hg

13%
1,600 mg/kg
5,600 mg/kg
93
6.7
270
390
530
960
2

mg/kg
mg/kg
mg/kg
mg/kg
mg/kg
mg/kg
mg/kg

상반기에는 미호천6-1 지점의 농도가 높았으며, 하반
기에는 금남 지점의 농도가 높았다.
리튬은 상반기에 20.3~106.5 mg/kg의 농도 범위로
검출되었고 평균농도는 42.4 mg/kg이었으며, 하반기
에는 20.0~44.8 mg/kg의 농도 범위로 검출되었으며
평균농도는 30.1 mg/kg이었다(Fig. 3). 시료채취 시기
를 비교하였을 때에 상반기의 농도가 하반기에 비해
높게 검출되었다. 상반기에는 동진강3 지점의 농도가
높았으며, 하반기에는 곡교천2 지점의 농도가 높았다.
모든 항목들이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기준 미만
이었다(Table 1).
3.2. 유기물 및 영양염류 측정결과
COD는 상반기에 0.15~0.32%의 농도범위로 측정되
었고 평균농도는 0.2%이었으며, 하반기에는 0.02~0.28%
의 농도범위로 측정되었으며 평균농도는 0.1%이었다
(Fig. 4). 시료채취 시기를 비교하였을 때에 상반기의
농도가 하반기에 비해 높게 검출되었다. 상반기에는
논산천4 지점의 농도가 높았으며, 하반기에는 갑천5-1
지점의 농도가 높았다.
TOC는 상반기에 0.21~0.9%의 농도범위로 측정되었
고 평균농도는 0.5%이었으며, 하반기에는 0.06~0.56%
의 농도범위로 평균농도는 0.2%이었다(Fig. 4). 시료
채취 시기를 비교하였을 때에 상반기의 농도가 하반
기에 비해 높게 검출되었다.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갑
천5-1 지점이 높게 나타났다.
총질소는 상반기에 220~1070 mg/kg의 농도범위로
측정되었고 평균농도는 650 mg/kg이었으며, 하반기에
는 500~1,000 mg/kg의 농도범위로 측정되었으며 평균
농도는 630.4 mg/kg이었다(Fig. 4). 시료채취 시기를
비교하였을 때에 상반기의 농도가 하반기에 비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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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emical factor concentrations (COD, TOC, T-N, T-P, SRP).

게 검출되었다. 갑천5-1 지점의 농도가 상반기와 하반
기 모두 높게 나타났다.
총인은 상반기에 220~1277 mg/kg의 농도범위로 측
정되었고 평균농도는 598.6 mg/kg이었으며, 하반기에
는 30~351 mg/kg의 농도범위로 측정되었으며 평균농
도는 191.6 mg/kg이었다(Fig. 4). 시료채취 시기를 비
교하였을 때에 상반기의 농도가 하반기에 비해 꽤 높
게 검출되었다. 상반기에는 당진천1 지점의 농도가 높
았으며, 하반기에는 갑천5-1 지점의 농도가 높았다.

총연소량은 상반기에 1.0~14.6 mg/kg의 농도범위로
측정되었고 평균농도는 4.4 mg/kg이었으며, 하반기에
는 0.8~4.8 mg/kg의 농도범위로 측정되었으며 평균농
도는 1.8 mg/kg이었다(Fig. 4). 시료채취 시기를 비교
하였을 때에 상반기의 농도가 하반기에 비해 꽤 높게
검출되었다. 상반기에는 김제 지점의 농도가 높았으며,
하반기에는 웅천천2 지점의 농도가 높았다.
화학적 인자들은 상반기가 하반기에 비해서 높은
농도를 나타났고 장마시기의 강우량으로 인한 유량
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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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hysical factors (sand, silt, clay, water content, ignition loss) in sediment.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3.3. 물리적 인자 측정값
상반기에 시료 채취한 퇴적물의 입도분포를 조사한
결과 모래가 87%를, 실트가 12% 그리고 점토가 1%
의 분포를 보였고, 하반기에서는 모래가 92%, 실트
8% 그리고 점토는 없었다(Fig. 5). 상반기와 하반기의
입도분포의 변화는 모래부분이 증가하고 실트와 점토
부분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하반기에 점토가 없는 것
Vol. 27, No. 1, 2014

은 Fig. 6에서와 같이 8월에 강우가 집중되어 장마기
간 중에 이동되어 소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하
류지역에 위치한 성동, 논산천4, 동진강3 지점은 상반
기에 비하여 하반기에 모래가 감소하였고 실트가
2 배 이상 증가하여 장마로 인해 이동하여 축적된 것
으로 판단된다.
함수율과 완전연소가능량은 각각 상반기 평균이
21.3%, 1.0%, 하반기 평균이 19.8%, 0.9%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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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nthly Rainfall in Geum River (2012).

3.4. 항목별 상관성 비교
3.4.1. 금속류

금강수계 퇴적물 중 금속류 등의 상관성을 조사하
여 Table 2와 3에 제시하였다. 납은 상반기에는 12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으며, 하반기에는 9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다. 특히 아연, 크롬, 니켈, 카드뮴, 수은,
알루미늄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아연은 상반기에 14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으며,
하반기에는 9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다. 특히 납, 크
롬, 니켈, 카드뮴, 알루미늄 항목과 유의성 있는 상관
성을 보였다.

구리는 상반기 14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으며, 하
반기에는 3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다. 특히 납, 카드
뮴, 수은 항목과 유의성 있는 상관성을 보였다. 상반
기에는 8 개 금속류와 상관성을 보였지만 하반기에서
는 3 개 항목과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크롬은 상반기 12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으며, 하
반기 9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다. 특히 납, 아연, 니
켈, 알루미늄, 카드뮴과 유의성 있는 상관성을 보였다.
니켈은 상반기 12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으며, 하
반기 9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다. 특히 납, 아연, 크
롬, 알루미늄, 리튬과 유의성 있는 상관성을 보였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measured parameters in sediment sampled during firs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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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measured parameters in sediment sampled during second period

비소는 상반기 8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으며, 하
반기에는 4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다. 특히 납, 카드
뮴과 유의성 있는 상관성을 보였으며, 금속류 중 가장
적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카드뮴은 상반기에는 15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
으며, 하반기에는 10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다. 특
히 납, 아연, 구리, 크롬, 수은과 유의성 있는 상관성
을 보였으며, 금속류 중 가장 많은 항목과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수은은 상반기에는 11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으
며, 하반기에는 10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다. 특히
납, 아연, 카드뮴과 유의성 있는 상관성을 보였으며,
COD, TOC, 총질소, 함수율, 완전 연소 가능량과 상관
성이 있었다.
알루미늄은 상반기에는 12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
으며, 하반기에는 6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다. 특히
납, 아연, 크롬, 니켈과 유의성 있는 상관성을 보였다.
리튬은 상반기에는 11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으
며, 하반기에는 4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다. 특히 니
켈은 상하반기에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상관관계는 다른 항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인자로
판단되어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중금속에서 다른 항
목과 많은 상관을 보였으며,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서
상관 항목이 많이 나타났다.
Vol. 27, No. 1, 2014

3.4.2. 유기물 및 영양염류

금강수계 퇴적물 중 유기물 및 영양염류와 다른 항
목간의 상관성을 조사하여 였다.
COD는 상반기에는 6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으며,
하반기에는 5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다. 특히 수은,
TOC, 총질소, 함수율 및 완전 연소 가능량과 높은 상
관성을 보였다.
TOC 항목은 상반기 17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으
며, 하반기에는 7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다. 특히 수
은, COD, 총질소, 함수율 및 완전 연소 가능량과 높
은 상관성을 보였다. 상반기에서는 모든 금속류와 상
관성을 보였지만, 하반기에서는 수은만이 상관성을 나
타냈다.
총질소는 상반기 17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으며,
하반기 8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다. 특히 COD,
TOC, 함수율 및 완전 연소 가능량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상반기에서는 모든 중금속과 상관성이 있었으
나, 하반기에는 수은과 크롬만이 상관성을 보였다.
총인은 상반기에는 수은 1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
었으며, 하반기에서는 8 개 항목과 상관성이 있었다.
그러나 상하반기 공통된 항목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지 않았다.
SRP 항목은 상반기 5 개 중금속 항목과 상관성을
보였고, 하반기에는 금속류 리튬과 높은 상관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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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TOC, 총질소, 총인, 함수율, 완전 연소 가능량과
상관성이 있었다.
유기물 및 영양염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TOC, TN
항목이 대부분의 다른 항목과 많은 상관를 보였으며,
TP는 거의 다른 항목과 상관이 없었고, 중금속 항목
과 마찬가지로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서 상관 항목이
많이 나타났다.
3.4.3. 입도

입도모래 항목은 상반기에서는 중금속 7 개 항목과
유기물 및 영양염류 2 개 항목, 실트, 점토, 완전연소
가능량 모든 항목에서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었고, 실
트, 점토, TOC, T-N, Cr, Ni, Al과는 0.5%의 높은 유
의성을 나타냈다. 하반기에는 10 개 항목에서 상관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트, 점토 항목은 상반기
와 같이 음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상하반기 걸쳐 중금
속 5 개 항목이 공통된 상관을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양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입도 실트는 상반기에는 10 개 항목에서 상관을 나
타났으며 그 중 상반기에서는 중금속 4 개 항목(Cr,
Ni, Al, Cu)이 양의 상관을 나타내었지만 하반기에서
는 6 개 중금속(Pb, Zn, Cr, Ni, Cd, Al)이 음의 상관
을 나타냈다.
입도 점토항목은 상반기 12 개 항목에서 상관을 나
타났으며 그 중 상반기 중금속 8 개 항목(Zn, Cu, Cr,
Ni, Cd, Al, Li, Pb)에서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지만
강수량이 많아 점토가 씻겨 내려간 하반기에는 모든
중금속들과 상관성이 높지 않았다.
함수율 항목은 상하반기 8 개 항목에서 상관을 보
였으며, COD, TOC, T-N 항목에서 유의성 있는 상관
을 보였다.
완전연소가능량 항목도 함수율 항목에서와 같이
COD, TOC, T-N 항목에서 유의성 있는 상관을 보였다.

Cu, Cr, Ni, Cd, Al, Li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입도가 작아지면서 비표면적이 증가하여
흡착력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4 한편 총 유기
탄소 양과 총 질소양이 높을수록 8 개 모든 중금속의
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유기물의 농
도가 높아지면서 중금속의 용해도가 증가하게 되어 높
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와 같은 현
상들은 우기 후보다 우기 전에 뚜렷하였으며 이는 상
류에 있던 점토와 유기물이 우기를 통해 하류로 이동
되고 평형이 깨지게 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위의 결과로부터 퇴적물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을 분
석할 때에는 계절적인 영향이 크고 특히 우기 전 후
의 차이가 크므로 이를 고려한 시료채취 시기를 결정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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