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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 강의 70%는 댐에 의해 강물의 방류가 조절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역에서 희토류원소와 미량금속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생지화학적 순환에 대한 연구는 많이 밝혀진 바 없다. 댐이 축조된 

낙동강 하구에서 담수-해수 혼합과정 동안 희토류원소와 미량금속의 

기원과 분포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2017년 11월 22개의 담수와 

연안해수 시료를 채취하였다. 미량으로 존재하는 대상원소를 농축하기 

위해 킬레이팅 레진을 이용한 칼럼추출실험 또는 해수자동분석기 

(seaFAST SP3 system, Elemental Scientific)를 이용하였으며,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 Thermo Fisher)로 시료 중 

희토류원소와 미량금속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낙동강 하구에서 희토류원소의 농도는 염분이 0.3인 강의 하류에서 

높고, 염분이 33.2인 외해로 갈수록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하굿둑 근처의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서는 하수 방류수의 유입으로 

예외적으로 매우 높은 농도가 나타났다. 표준지질물질(Post-Archean 

Australian Shale)로 정규화 (normalization)시켰을 때, 강물, 외해수, 

하수 방류수의 세 가지 수괴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며 구분되었다. 

희토류원소의 강물과 해수의 혼합선(mixing line)을 이용해 하수 

방류수로부터의 원소 별 추가 유입량을 계산한 결과, 하수 방류수의 

유입은 하수 처리장 주변 지역에서 혼합선을 통한 예상 농도보다 12.7-

50.3배 가량 높은 농도를 보였다. 희토류원소는 강물에서 주로 유입이 

되었지만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서는 하수방류수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희토류원소 중 특히 모든 정점에서 아노말리 



 

 ii 

(anomaly)를 보인 가돌리늄(Gd)에 대해 강물과 하수방류수, 그리고 

이들의 추가적인 유입량을 각각 산정하였다.  

    같은 지역에서 측정한 미량금속은 염분에 따른 농도 분포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1) Mn, Cu는 염분이 증가함에 따라 농도가 

감소하였다. (2) Al, Fe, Zn, Pb, Co, Ni은 강물에서 외해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하수처리장 부근에서는 매우 높은 

농도가 관찰되었다. (3) V, Cd, Mo은 염분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원소의 

농도도 증가하여 그 기원이 강물이나 하수 방류수에 의한 유입보다는 

용존 염화물이나 산화-환원 환경과 더욱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을 제외하고 염분에 대해 보존적인 성질을 보였던 

Gd의 농도를 미량금속의 농도와 비교한 결과, (1) Mn과 Cu는 

하수처리장 지역의 농도를 제외했을 때 Gd과 상관관계가 매우 좋게 

나타났으며,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서도 강물과 비슷하게 높은 농도를 

보였다. 해당 원소들은 강물과 하수 방류수의 영향을 모두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Al, Fe, Zn, Pb, Co, Ni의 농도는 Gd의 농도가 매우 

높았던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서 함께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해당 

원소들은 하수 방류수로부터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는 낙동강 하구에서 희토류원소와 미량금속이 

수계주변의 인위적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이들 원소가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하구 지역의 복잡한 생지화학적 거동을 

분별하는 지시자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낙동강 하구; 희토류원소; 미량금속; 인류기원 가돌리늄 

학   번: 2016-2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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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희토류원소 

    희토류원소(Rare earth elements; REE)는 주기율표 상 란탄족에 

속하는 원소들로, 원자번호 57번부터 71번까지 모두 15개의 원소(La, 

Ce, Pr, Nd, Pm, Sm, Eu, Gd, Tb, Dy, Ho, Er, Tm, Yb, Lu)로 

구성되어있다(Figure 1). 희토류원소는 각 원소간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매우 유사하며, Ce(+4)과 Eu(+2)을 제외하고 모두 +3가에서 가장 

안정한 산화상태를 가진다. 원자번호에 따라 La부터 Gd까지를 가벼운 

희토류원소(Light REE; LREE), Tb부터 Lu까지를 무거운 희토류원소 

(Heavy REE; HREE)라 칭하며, Sm부터 Ho까지를 중간무게의 

희토류원소(Middle REE; MREE)로 구분하기도 한다. 희토류원소는 

원자번호가 증가하면서 이온반경이 작아지며, 가벼운 희토류원소는 

입자와의 반응성이 크고 무거운 희토류원소는 해수에서 더 강한 용존 

화합물을 형성하여 보존적인 성질이 있다(Sholkovitz et al., 1993; 

Goldberg et al., 1963). 따라서 해양에서 가벼운 희토류원소는 철/망간 

산화물과 콜로이드 상태로 결합하거나 유기물질에 흡착되면서 제거되고, 

무거운 희토류원소는 보다 안정한 용존 상태로 존재하여 해수는 무거운 

희토류원소가 부화된 특징을 보인다 (Nozaki, 2001; Sholkovitz et al., 

1994; Byrne and Liu, 1998). 이러한 원소간의 분별작용 

(fractionation)을 통해 희토류원소는 해양환경에서 수괴혼합을 

추적하고 과거 해양환경을 해석하는 지화학적 지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Goldberg et al., 1963; Johannesson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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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희토류원소 중 중간무게에 속하는 가돌리늄(Gd)은 

자기공명영상장치(MRI)의 조영제나 석유의 열 분해촉진제 등으로 

사용된다. MRI의 조영제로써 Gd은 Gadopentetic acid(Gd-DTPA, 

diethylenetriamine penta-acetic acid)와 같은 착화합물 형태로 

사용되며(Figure 2), 사람의 몸에는 축적되지 않고 신장을 통해 

빠져나가 물 속에서 매우 안정한 상태(logK=22-23)로 존재한다 

(Gries, 2002; Lauffer and Brady, 1985). Gd-DTPA는 안정한 성질로 

인해 일반 폐수정제 과정에서도 제거되지 않고 강이나 하구에 방류되며, 

100일 이상의 반감기를 가진다 (Holzbecher et al., 2005). 

연안환경에서 Gd는 강물로부터 유입되는 인간 활동에 의한 오염물질을 

추적하는 지시자로 활용된다(Kulaksiz and Bau, 2007; Knappe et al., 

2005).  

  

1.2 미량금속 

    미량금속(혹은 미량원소)은 해수 중 10 µmol/kg 이하 농도로 

존재하는 미량의 금속원소들로, 주요 원소로는 Al, Fe, Mn, Ni, Co, Cr, 

V, Cu, Pb, Zn, Cd 등이 있다(Figure 1) (Bruland and Lohan, 2004). 

미량 금속은 강의 유출, 대기 이동, 열수 분출, 지하수 유출, 

퇴적물로부터의 확산 등에 의해 해양으로 유입된다. 또한 인간 활동은 

연안환경에서 일부 미량원소를 해양으로 유입시키는 주요 인자가 된다. 

Fe은 해양생산력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미량금속으로, 이외에 Mn, Cu, 

Cd, Zn, Co, Ni 등도 생물 생산과 전지구적 탄소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Moore et al., 2002; Morel and Price, 2003; Bruland and L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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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Fe, Zn, Ni, Cd 등은 해양환경에서는 생물 생산에 쓰이므로 

표층에서는 농도가 낮고 심층으로 가면서 농도가 증가하는 영양염류형 

원소이지만, 연안 환경에서는 인간 활동의 부산물로 다량 배출되어 

복잡한 거동을 보인다. Fe과 Mn은 산화환원 환경에 민감한 원소들이며, 

환원환경에서 Fe(II), Mn(II)의 용존 상태이지만 산화환경에서는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물로 침전한다 (Salomons and Forstner, 1984; 

Schindler, 1991). Cu, Cd, Zn, Pb은 하천수에서 carbonate와의 결합이 

우세하며(Millero, 1979), 이 중 Cu와 Pb은 해수에서도 carbonate 

결합에 의한 비율이 높다(Stumm and Morgan, 1996). 자연수(natural 

water)에서 Cu, Zn, Ni은 주로 금속유기착화물의 형태로 

존재한다(Buffle, 1988). 미량금속은 생물에게 직접 흡수되거나 

침강하는 물질에 같이 흡착되어 심해로 운반되며, 퇴적물에 보존된 

미량금속의 정보를 통해 탄소순환이나 생물생산력 등 해양환경을 

유추하는 해양순환의 지시자로 활용된다(Libes, 1992).  

 

1.3 하구에서 희토류원소와 미량금속의 거동 

    바다에서 희토류원소의 주공급원은 강물에 의한 것이며, 강물에 

의해 운반된 희토류원소는 담수가 해수와 만나서 혼합되는 하구에서 

상당량 제거된 후 바다로 공급된다(Sholkovitz, 1993). 일반적으로 

하구의 저염분대(염분: 0~7)에서 용존 희토류원소는 철과 함께 

유기입자와 콜로이드상태로 응집하여 제거된다(Sholkovitz, 1993). 

하구에서 희토류원소의 제거는 가벼운 무게의 희토류원소가 무거운 

희토류원소보다 더 잘 일어나며, 혼탁한 물에서는 높은 농도의 

부유입자에 의해 더 많은 양의 희토류원소가 제거된다(Sholkov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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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하구의 중-고염분대(염분: 7-30)에서는 저염분대에서 상당량 

제거되었던 희토류원소가 소량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다시 감소하여 

고염분대에서 일반적인 해수의 농도를 보이는데, 이는 해저 퇴적물이나 

재부유 입자에 의해 재용존되었다가 해수와 섞이면서 희석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Sholkovitz, 1993)(Figure 3). 이 구간에서는 무거운 

희토류원소가 가벼운 희토류원소보다 용존상으로 더 많이 

방출되며(Sholkovitz, 1993), 퇴적물과 물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얕은 

하구지역일수록 용존 희토류원소의 방출이 더 잘 일어난다(Sholkovitz 

and Szymczak, 2000) (Figure 3). 하구역에서 담수와 해수의 혼합을 

통한 희토류원소의 분별작용을 파악하는 것은 강물로부터 유입된 

희토류원소가 대양에 이를 때까지 조성의 진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Sholkovitz, 1993).  

    하구는 미량금속에 대해서도 육지와 해양의 완충제(buffer)로써, 

자연적인 필터 역할을 한다(Wang and Liu, 2003). 강을 통해 해양으로 

유출되는 미량금속은 하구를 지날 때 유기입자와의 흡착을 통해 

침강하여 상당량이 제거되며, 강으로부터 유출된 미량금속이 최종적으로 

해양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10% 정도이다(Teuchies et al.,  2013; 

Libes, 1992). 강 하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지화학적 과정은 

미량금속의 입자상과 용존상의 농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미량금속 역시 강을 통한 유입이 해양으로 들어오는 미량 금속의 주요 

기원이 되므로, 하구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그 지역 

연안환경에서의 미량금속의 분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Wang and 

Liu, 2003). 

    이처럼 하구는 육지로부터 기원한 희토류원소와 미량금속을 



 

5 

 

제거함으로써 바다로 나가는 유출량을 적게 하며, 인근 해양환경에서 

희토류원소와 미량금속의 분포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하구 지역에서 희토류원소와 미량금속의 분포에 대한 연구는 

그 자료가 미미하며, 댐이 축조된 하구지역에 대한 연구결과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낙동강 하구지역의 담수와 연안해수의 

희토류원소와 미량금속의 분포를 파악함으로써 하굿둑의 수문 개폐에 

따른 담수-해수 혼합과정을 이해하고, 인류기원의 무기오염원 유출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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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Rare earth elements and trace metals in the periodic table.  

 * Promethium (Pm) does not exist in natural environment because of its unstable and radioactiv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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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emical structures of the five predominantly applied contrast agent complexes and the trademarks of the 

respective drugs (Kunnemeyer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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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istributions of rare earth elements against salinities in Amazon River, Fly River, and Sepik River Estuary 

(Sholkovitz and Szymczak, 2000).



 

9 

 

제 2 장 분석 방법 

 

2.1 연구 지역 

    낙동강은 영남지방 전역을 유역권으로 하여 남해로 흘러나가는 

하천으로, 유역면적이 2만 3380 km2, 본류의 길이가 510 km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이다(Lee and Kim, 2018). 낙동강은 유역 

일대의 농업용수와 여러 도시의 상수도 및 공업용수로 활용되며, 강의 

상류와 중류를 거쳐 내려오면서 농업 및 생활폐수의 유입 등으로 

인간활동에 의한 오염원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Lee and Kim, 2018). 

연구지역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위치한 낙동강 하구(Figure 4)는 

삼각주가 발달하여 우리 나라 최대의 충적평야인 김해평야가 형성되어 

있고, 하구 일대는 수심이 얕으며 해수와 담수가 혼합되면서 각종 

동∙식물성 플랑크톤 등의 생물이 풍부하다. 낙동강 하구는 1987년에 

염해 방지와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굿둑이 축조되었다. 댐은 하루에 두 

번 수문을 열어 해수침투와 담수의 방류를 조절하며, 이 때 하구에서는 

담수가 해수와 급격히 만나 혼합되어 복잡한 물질순환양상을 보인다. 

1999년 하구 주변의 강서구 녹산동 일대에는 2백 10만평 규모에 

해당하는 대규모 공단이 입주하였으며, 이어서 신호동 일대에도 

신호공단이 조성되어 낙동강 하구는 국내 최대의 공업지역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하굿둑 근처에 위치한 장림 

하수처리장(WWTP; Wastewater treatment plant)은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구, 사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 하수 및 공장 폐수 등을 여러 단계의 

수처리 과정을 거쳐 처리하며, 이 때 정제된 하수는 낙동강 하류로 



 

10 

 

방류된다.   

    따라서 낙동강 하구역은 강물과 하굿둑 주변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으로부터 나오는 방류수가 외해수와 혼합되면서 나타나는 

희토류원소와 미량금속의 분포와 생지화학적 거동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연구지역으로 판단된다.  

 

2.2. 분석 방법 

    희토류원소와 미량금속은 낮은 농도로 인해 시료채취와 

실험과정에서 오염되기 쉬우며, 분석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킬레이팅 수지를 이용한 칼럼추출실험(Figure 5)과 

해수자동분석기(seaFAST SP3 system, Elemental Scientific)를 통해 

대상 원소를 농축하였고, 고분해능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HR-

ICP-MS, Thermo Fisher)(Figure 6)를 이용하여 미량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2.2.1 시료 채취 

    낙동강 하구에서 희토류원소와 미량금속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2017년 11월에 총 22개의 외해수, 연안수, 하천수 시료를 채취하였다. 

조류의 영향이 강할 때인 대조 시에 관측하였으며, 하굿둑의 수문이 

열려 담수가 방류되는 시간에 염분이 33.2인 외해로부터 염분이 0.3인 

강의 하류까지 횡단하였다. 깊이 별 시료는 수중 펌프(submersible 

pump)를 이용하였고, 표층시료는 스쿠핑(scooping) 방법을 통해 

용기를 해당시료로 세 번 헹군 뒤 채수 하였다. 시료 채취용 125 mL 

폴리에틸렌 용기는 5% 질산에서 65 ℃로 2시간 동안 가열 후 증류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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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세척하였으며, 시료를 채취하고 운반하는 동안 이중 지퍼 백에 

보관하여 오염을 방지하였다. 시료 채취 시 Clean hands와 Dirty hands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Clean hands는 시료 병을 잡고 채수하며, Dirty 

hands는 시료 채취를 위한 펌프와 밧줄을 잡는 등 시료 채취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도왔다. 채취한 시료는 Class-100의 청정실험실에서 

24시간 이내에 0.45 µm 크기의 여과지(mixed cellulose ester, 

Advantech)로 여과하고 두 번 증류한 6 M 질산(double-distilled 

nitric acid)을 이용하여 pH가 2 이하가 되도록 산 처리하여 보관하였다. 

 

     2.2.2 시료 중 희토류원소의 농축 및 추출 

    시료 중 미량으로 존재하는 희토류원소를 농축하고, 기기분석 시 

간섭 효과를 일으키는 알칼리 금속을 제거하기 위해 Class-100의 

청정실험실에서 킬레이팅 수지(Chelex-100 resin, 100-200 mesh, 

Bio-Rad, USA)를 이용한 칼럼추출 실험을 하였다(Kim et al., 2010) 

(Figure 5). pH 조절을 위해 1 M Ammonium acetate (Sigma Aldrich, 

USA) 용액에 하루 동안 담가둔 킬레이팅 수지를 시료당 1.2±0.1 

g(wet weight) 사용하였고, 시료 추출 전에도 연동펌프(peristaltic 

pump)와 연결된 튜브에 1% 질산, 증류수, 1 M Ammonium acetate 

용액을 순서대로 통과시켜 튜브 내부를 세척하고, pH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시료에는 칼럼추출실험의 회수율을 알아보기 위해 10 ppb 

Tm을 0.5 mL spiking한 뒤, Ammonia solution(28%, Sigma 

Aldrich)과 Acetic acid(99%, Sigma Aldrich)을 사용하여 대상 원소가 

킬레이팅 수지에 가장 잘 흡착되는 pH인 5.4-6.0으로 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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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펌프를 이용하여 시료를 1.2 mL min-1의 일정한 속도로 칼럼에 

통과시켰으며, 이후 1 M Ammonium acetate 용액 8 mL와 증류수 5 

mL로 킬레이팅 수지에 부분적으로 흡착된 알칼리 이온들을 제거하였다. 

킬레이팅 수지에 흡착된 미량원소를 다시 용리시키기 위해 2 M 질산 5 

mL를 사용하였으며, 연동펌프의 속도를 0.5 mL min-1 이하로 낮추어 

소량 첨가한 산에도 잘 반응하게끔 하였다. 농축된 시료에는 

내부표준물질로 Rh 10 ppb를 0.1 mL씩 첨가하였다. 

 

     2.2.3 시료 중 미량금속의 농축 및 추출 

    시료 중 미량금속을 추출하기 위해 해수자동분석기(seaFAST SP3 

system, ESI)를 이용하였다(Figure 6). 해수자동분석기는 해수 중 

존재하는 극미량 원소의 분석을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칼럼을 

이용한 자동농축과 외부표준물질의 자동희석 기능이 있어 

실험과정에서의 오염과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자동 농축된 시료는 

질량분석기(ICP-MS)와 바로 연결되어 분석되므로 분석과정에서의 

오염과 오차 또한 줄일 수 있다. pH가 2 이하로 낮춰진 시료 10 mL를 

산 세척한 코니컬 튜브에 옮겨 담아 분석에 사용하였다. 시료간 

칼럼세척은 증류수로 하였으며, pH를 맞추기 위한 Buffer solution으로 

Ammonium acetate(4 M, ESI)를, Eluent 용액으로는 10% 초고순도 

질산(70%, ODLAB), Blank와 Carrier/Diluent 용액으로는 0.1% 

초고순도 질산을 사용하였다.  

 

     2.2.4. 기기분석 

    희토류원소와 미량금속의 농도는 고분해능 유도결합플라즈마 



 

13 

 

질량분석기(high resolution-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HR-ICP-MS, Thermo Element II)로 측정하였다. 내부 

표준물질로 시료에 첨가한 Rh의 감도를 확인하여 분석 시 ICP-MS의 

기기적인 떨림을 보정하였다. Tune-up solution(1 μg/L, Thermo 

Fisher Scientific)을 이용한 tuning 과정에서는 115In과 238U의 cps값이 

각각 120만 cps, 160만 cps 이상이 되게끔 조정하였으며, 151Eu의 

cps에 대한 135Ba16O cps 값을 0.3%으로 유지하여 질량간섭을 

배제하였다. 검출신호의 안정성을 위하여 시료의 흡입시간을 40초로 

하였으며, 메모리 효과(memory effect)를 방지하기 위해 시료 사이에 

2% 질산을 120초씩 넣어 세척하였다. 해수자동분석기를 이용한 

미량금속 측정 시 시료 흡입시간을 70초로 하였으며, 시료간 140초씩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칼럼추출에 대한 회수율은 91.4±2.9% 

(n=16)이었으며, 회수율이 85%를 넘지 않는 것은 제외하였다. 

기기분석을 위한 ICP-MS의 operating conditions을 Table 1에, 분석 

시 측정한 인증표준물질을 Table 2에, 바탕 값, 검출한계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칼럼추출실험으로 농축한 희토류원소는 동일 시료에 대해 

해수자동분석기로 한 번 더 분석하여 결과값을 비교하였다(Table 4).  

 

  {(
[𝑅𝐸𝐸]𝑠𝑒𝑎𝐹𝐴𝑆𝑇

[𝑅𝐸𝐸]𝐶𝑜𝑙𝑢𝑚𝑛 𝑠𝑒𝑝𝑎𝑟𝑎𝑡𝑖𝑜𝑛
) × 100(%)}            (1) 

 

    칼럼추출실험을 통해 얻은 희토류원소의 농도([REE]Column separation) 

에 대해 해수자동분석기로 분석한 희토류원소 농도([REE]seaFAS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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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결과, 원소 별 평균값이 최소 94.3%에서 최대 120.6%의 

차이를 보였다. 무거운 희토류원소에서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무거운 희토류원소의 존재량이 가벼운 희토류원소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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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Location of sampling stations in the Nakdong-River Es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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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chematic diagrams of the overall analytical procedure for rare earth elements in water samples and column 

separation in the clean-room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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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 Schematic overview of the seaFAST-system, 

modified after Elemental Scientific (Poehle et al., 2015). (b) High 

resolution-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HR-

ICP-MS, Thermo Element II) (Left) and seaFAST SP3 system 

(Elemental Scientific)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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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erating conditions for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HR-ICP-MS (Thermo Element II) 

Plasma condition 

 
Forward power 

 
1250 [W] 

 
Cool gas flow 

 
16.00 [L min-1] 

 
Auxiliary Ar flow 

 
0.9 [L min-1] 

Nebulizer 

 
Ar gas flow 

 
1.00 [L min-1] 

 
Peristaltic pump speed 

 
10.00 [rpm] 

Data acquisition 

 
Quantification type 

 
intensities 

  Acquisition time   4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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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sured values of rare earth elements (n=4) and trace metals (n=3) for the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SLEW-3 and CASS-5). 

(a) (Lawrence and Kamber, 2007), n=11 

(b) Information values from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 (NRCC).  

   * Mo has insufficient information for accurate assessment of the associated uncertainties.  

Elements 
SLEW-3 

Elements 
SLEW-3 CASS-5 

(a) This study (b) This study (b) This study 

La 7.89±0.46 7.94±0.09 V 2.57±0.31 2.52±0.05 1.32±0.14 1.13±0.01 

Ce 7.56±0.87 7.44±0.21 Mn 1.61±0.22 1.57±0.03 2.62±0.20 2.42±0.025 

Pr 1.71±0.08 1.73±0.03 Fe 0.568±0.059 0.467±0.070 1.44±0.11 1.22±0.20 

Nd 8.42±0.79 8.35±0.12 Co 0.042±0.010 0.041±0.001 0.095* 0.085±0.001 

Sm 6.99±0.37 7.15±0.28 Ni 1.23±0.07 1.17±0.03 0.330±0.023 0.295±0.007 

Eu 0.6±0.19 0.61±0.01 Cu 1.55±0.12 1.47±0.02 0.380±0.028 0.348±0.007 

Gd 3.08±0.30 3.04±0.06 Zn 0.201±0.037 0.175±0.009 0.702±0.067 0.615±0.033 

Tb 0.45±0.06 0.47±0.03 Cd 0.048±0.004 0.051±0.002 0.0215±0.0018 0.0306±0.0036 

Dy 3.35±0.38 3.41±0.11 Pb 0.568±0.059 0.006±0.004 0.011±0.002 0.009±0.001 

Ho 0.91±0.13 0.92±0.01 Mo 5.1* 4.1±0.362 9.8* 7.552±0.631 

Er 2.72±0.36 2.76±0.08 
     

Tm 0.37±0.07 0.37±0.00 
     

Yb 2.05±0.54 2.04±0.01 
     

Lu 0.33±0.11 0.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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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agent blanks (n=10), instrument detection limits (n=10), 

and the comparison between the results for seaFAST and column 

separation (n=10). 

Element m/z 
Blank   

(ng/L) 

D.L.     

(ng/L) 

[seaFAST]/[Column separation]  

(%) RSD (%) 

La 139 0.01 0.04 100.5 19.7 

Ce 140 0.02 0.04 106.5 24.0 

Pr 141 N.D 0.01 
  

Nd 146 0.01 0.03 94.3 17.2 

Sm 147 N.D 0.02 111.8 17.8 

Eu 153 0.13 0.08 111.9 21.3 

Gd 157 0.03 0.06 110.9 11.1 

Tb 159 N.D 0.01 116.9 17.0 

Dy 163 N.D 0.06 111.8 13.4 

Ho 165 N.D 0.01 114.0 14.1 

Er 166 N.D 0.02 111.1 11.1 

Tm 169 0.12 0.35 
  

Yb 172 N.D 0.02 110.5 8.4 

Lu 175 N.D 0.00 120.6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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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토의 

 

3.1 희토류원소의 분포 특성 

    3.1.1 염분에 대한 희토류원소의 농도 

    염분에 대한 희토류원소의 농도는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원소에 대해 좋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0.81~0.98) 

(Figure 7). Sholkovitz(1993)는 강 하구의 저염분대(염분: 0-10)에서 

희토류원소는 유기입자와 흡착하여 침강하므로 많은 양의 농도 감소가 

일어나고, 중-고염분대(염분: 10-30)에서는 퇴적물로부터의 재부유 

등에 의한 요인으로 소량 농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지역인 낙동강 하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저염분대에서의 

급격한 농도 감소가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하굿둑의 수문개방에 따라 

담수와 해수가 급격히 섞이면서 강물 중 희토류원소가 일반적인 

하구에서의 제거 기작 없이 해수와 보존적 (conservative)으로 혼합된 

양상으로 보인다. 한편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Stn. N5~N8)에서는 

희토류원소의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하수처리장으로부터 나온 방류수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구간의 희토류원소의 농도는 다른 구간에서의 농도보다 12.7~50.3배 

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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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ncentrations of REEs against salinities. Red dots are 

near WWTP (Waste water treatment plant)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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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centrations of REEs against salinities at all stations. 

 

Station 
Depth    

(m) 
Salinity 

Concentrations of rare earth elements [pM] 

La Ce Nd Sm Eu Gd Tb Dy Ho Er Yb Lu 

N1 0 0.3 505.8 926.7 387.4 68.4 15.5 118.7 9.5 55.4 11.7 39.8 48.8 8.3 

N2 0 0.3 395.0 721.3 306.4 54.3 11.7 100.9 7.5 48.5 10.5 36.1 45.5 8.0 

A1 0 13.6 402.7 734.4 303.2 52.0 10.2 79.7 7.5 45.6 9.7 31.6 36.9 6.1 

A2 0 18 305.2 528.9 221.6 37.8 7.5 60.9 5.7 34.3 7.5 24.9 28.9 4.9 

A3 0 21.9 349.3 616.8 255.3 44.1 8.6 62.8 6.5 38.3 8.1 26.4 29.2 4.7 

N4 0 29 299.1 513.0 218.4 36.8 7.4 47.6 5.4 32.4 6.8 22.2 22.0 3.4 

N5 0 29.2 570.6 886.6 380.1 60.9 11.8 85.0 8.1 45.9 9.5 30.1 28.8 4.4 

N7-1 0 30.2 1317.9 2310.7 945.2 158.7 31.0 162.3 20.0 105.1 19.6 56.9 49.2 6.8 

 
4 31.2 1938.8 3526.2 1404.4 233.5 45.5 233.8 29.8 148.6 27.8 77.4 65.5 9.3 

N7-2 0 29.5 1795.5 3129.3 1292.9 210.8 39.8 213.3 26.5 130.0 25.0 70.5 61.0 8.6 

 
4 29.6 14485.3 26580.2 10674.5 1723.9 331.8 1656.3 212.0 1024.1 182.4 501.5 404.4 55.5 

N8 0 32.1 248.1 372.1 176.7 30.4 6.4 37.5 4.6 28.2 6.0 18.8 17.6 2.5 

N9 0 32.5 322.4 541.2 225.7 38.9 8.0 42.8 5.3 30.9 6.1 18.8 16.3 2.3 

N10 0 33 207.3 346.1 157.1 28.3 6.1 34.6 4.4 26.0 5.1 15.5 13.4 1.7 

N11 0 33 125.4 183.9 97.1 18.0 3.9 21.2 2.8 17.2 3.7 11.1 10.4 1.4 

 
5 33 132.6 198.4 105.5 19.8 4.3 24.7 3.3 20.4 4.2 12.8 11.4 1.5 

  10 33.1 120.8 183.7 97.6 19.2 4.1 23.8 3.1 19.3 3.9 12.3 1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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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희토류원소의 정규화 분포 

    희토류원소의 원소간 분별 정도(fractionation)를 파악하기 위하여 

PAAS(Post-Archean Australian Shale) 표준물질로 해당 자료를 

정규화하였다(Figure 8). 특정 지질자료로 정규화시킨 패턴은 

짝수번호의 원소가 양 옆의 홀수번호의 원소에 비해 존재량이 크다는 

Oddo-Harkins 효과를 제거하여 지질환경에서의 다양한 아노말리와 

분별작용을 판별할 수 있다 (Migaszewski and Galuszka, 2015). 

PAAS 정규화 분포를 통해 본 연구지역의 세 가지 수괴를 구분하고 

수괴 별 특징을 파악하였다. 

 

    (1) 강의 하류지역인 N1과 N2 정점(염분: 0.3)에서는 가벼운 

희토류원소에 비해 무거운 희토류원소가 부화된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강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입자와의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가벼운 희토류원소가 유기입자와 함께 침강하여 제거되어 이러한 

경향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2)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인 N7-1과 N7-2 정점(염분: 29.5–

31.2)은 다른 정점에 비해 모든 원소에서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이 지역은 하수 방류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제거가 잘 되는 가벼운 희토류원소가 무거운 

희토류원소보다 더 높은 경향은 이 수괴의 연령이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3) 연안해수에 해당하는 N9와 N11 정점(염분: 32.5-33.1)에서는 

모든 원소에서 정규화된 수치가 다른 정점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대양의 해수에서는 무거운 희토류원소가 가벼운 

희토류원소에 비해 부화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해당 정점의 해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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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경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희토류원소간 분별작용이 

충분히 일어날 만큼 시간이 흐르지 않았거나, 농도가 높은 강물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모든 정점의 PAAS 정규화 분포에서 Gd이 양 옆의 원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Gd의 예상 자연농도에 대한 해당 시료의 

아노말리(anomaly)를 식 (1), (2)을 통해 계산하였다. 

 

    Gd anomaly = GdSN/GdSN*               (2) 

  GdSN*=0.33×SmSN+0.67×TbSN                   (3) 

 

    SN은 PAAS 정규화 수치(Shale-normalized)이고, GdSN*은 Gd의 

양 옆 원소의 정규화 수치를 통해 계산한 자연농도상 Gd의 예상 값이다. 

희토류원소는 원소간 일관적인(coherent) 성질이 있으므로 아노말리를 

띠는 원소의 주변 원소들을 통해 자연농도상의 예상 농도를 구할 수 

있다. Gd anomaly가 1.1보다 크면 자연농도보다 높고, 인간활동에 의한 

오염원이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Lawrence et al., 2009). 본 

실험결과에서 Gd/Gd*은 1.25-2.14의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따라서 이 

지역은 자연농도 외에도 추가적인 인류기원 Gd의 유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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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hale-normalized REE distributions in the Nakdong-River 

Estuary. Tm was used as a spike to measure recovery of REEs. Pr 

was excluded since its concentrations were close to the detection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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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희토류원소의 기원별 유입량 산정 

    각 정점별 희토류원소의 농도를 강물과 하수 방류수 기원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3.1.1에서 모든 희토류원소는 하수처리장 부근의 

정점(N4~N9)을 제외하고 염분에 대해 좋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 

(Figure 7), 이 때의 회귀선(regression line)을 강물에서 기원한 

희토류원소가 바다로 혼합되어 제거되는 혼합선(mixing line)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소별 혼합선의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하여 정점별 

강물로부터의 희토류원소 유입량([REERiver])을 계산하였다 

 

     [REERiver]=m×Salinity+b              (4) 

  

     여기서 m은 원소별 mixing line에서의 기울기, b는 y-절편이다. 

측정된 희토류원소의 농도([REEmeasured])에서 강물로부터의 희토류원소 

유입량([REERiver])을 빼고 남은 값은 곧 하수 방류수로부터 기원한 

추가적인 유입량([REEWWTP])이 된다. 

  

  [REEWWTP]= [REEmeasured]-[REERiver]     (5) 

 

    강물과 하수 방류수에 의한 희토류원소의 유입량을 Figure 9와 

Table 5에 정점별로 나타내었다. 강물로부터 기원한 희토류원소는 

염분이 0.3인 N1 정점에서 제일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염분이 33.2인 

N11 정점에 이르기까지 점차 감소하였다. 한편 하수 방류수로부터 

기원한 희토류원소는 하수처리장과 가까운 정점(N5~N7)에서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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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외해수와 섞이며 점차 농도가 줄어들었다. 

Figure 9에 나타낸 희토류원소의 기원별 유입량을 통해 해수에서 

희토류원소의 주된 기원은 강물이지만,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서는 

하수 방류수가 상당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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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Distributions of REEs concentrations originating from 

river and WWTP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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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centrations of REEs(pM) originating from river and WWTP water.                                        

  Depth 

(m) 

  La Ce Nd Sm Eu Gd 

Station Salinity River WWTP River WWTP River WWTP River WWTP River WWTP River WWTP 

N1 0 0.3 478.8 26.9 878.2 48.5 363.7 23.7 63.4 5.0 13.6 2.0 111.0 7.7 

N2 0 0.3 395.0 0.0 721.3 0.0 306.4 0.0 54.3 0.0 11.7 0.0 100.9 0.0 

A1 0 13.6 350.8 51.9 627.1 107.3 266.4 36.8 46.8 5.2 9.9 0.2 76.8 2.9 

A2 0 18 305.2 0.0 528.9 0.0 221.6 0.0 37.8 0.0 7.5 0.0 60.9 0.0 

A3 0 21.9 271.4 77.9 471.2 145.6 206.0 49.3 36.5 7.6 7.7 0.9 55.6 7.3 

N4 0 29 202.8 96.3 336.7 176.3 153.9 64.6 27.6 9.2 5.7 1.7 37.3 10.4 

N5 0 29.2 201.2 369.4 333.5 553.2 152.6 227.5 27.4 33.4 5.7 6.2 36.8 48.2 

N7-2 0 29.5 198.0 1597.5 327.3 2802.0 150.2 1142.7 27.0 183.8 5.6 34.2 36.0 177.3 

 
4 29.6 197.1 14288.2 325.4 26254.8 149.5 10525.0 26.9 1697.0 5.5 326.3 35.7 1620.6 

N7-1 0 30.2 191.3 1126.6 314.1 1996.7 145.1 800.1 26.1 132.5 5.4 25.7 34.2 128.1 

 
4 31.2 181.7 1757.1 295.2 3231.0 137.8 1266.6 24.9 208.6 5.1 40.4 31.6 202.2 

N8 0 32.1 173.1 75.1 278.3 93.8 131.2 45.5 23.8 6.7 4.9 1.5 29.3 8.2 

N9 0 32.5 169.2 153.2 270.7 270.5 128.3 97.4 23.3 15.6 4.7 3.2 28.3 14.5 

N10 0 33 164.4 42.9 261.3 84.8 124.6 32.5 22.6 5.6 4.6 1.5 27.0 7.6 

N11 0 33 125.4 0.0 183.9 0.0 97.1 0.0 18.0 0.0 3.9 0.0 21.2 0.0 

 
5 33 132.6 0.0 198.4 0.0 105.5 0.0 19.8 0.0 4.3 0.0 24.7 0.0 

  10 33.1 120.8 0.0 183.7 0.0 97.6 0.0 19.2 0.0 4.1 0.0 23.8 0.0 



 

31 

 

Table 6. (Continued) 

Station Depth(m) Salinity 
Tb Dy Ho Er Yb Lu 

River WWTP River WWTP River WWTP River WWTP River WWTP River WWTP 

N1 0 0.3 8.9 0.7 53.9 1.6 11.5 0.1 39.3 0.5 48.8 0.1 8.3 0.0 

N2 0 0.3 7.5 0.0 48.5 0.0 10.5 0.0 36.1 0.0 45.5 0.0 8.0 0.0 

A1 0 13.6 6.7 0.7 40.8 4.8 8.7 1.1 28.9 2.7 34.0 2.9 5.7 0.5 

A2 0 18.0 5.7 0.0 34.3 0.0 7.5 0.0 24.9 0.0 28.9 0.0 4.8 0.1 

A3 0 21.9 5.4 1.1 32.8 5.6 6.9 1.2 22.5 3.9 24.9 4.4 4.0 0.8 

N4 0 29 4.3 1.1 25.8 6.7 5.4 1.5 16.9 5.3 17.0 5.0 2.5 0.8 

N5 0 29.2 4.2 3.9 25.6 20.3 5.3 4.2 16.8 13.3 16.8 12.1 2.5 2.0 

N7-2 0 29.5 4.2 22.4 25.3 104.7 5.2 19.7 16.5 54.0 16.4 44.6 2.4 6.2 

 
4 29.6 4.2 207.8 25.2 998.9 5.2 177.2 16.4 485.1 16.3 388.0 2.4 53.1 

N7-1 0 30.2 4.1 16.0 24.6 80.5 5.1 14.5 16.0 41.0 15.6 33.6 2.3 4.6 

 
4 31.2 3.9 25.9 23.6 124.9 4.9 22.9 15.2 62.2 14.5 51.0 2.1 7.2 

N8 0 32.1 3.8 0.9 22.7 5.5 4.7 1.3 14.5 4.3 13.5 4.0 1.9 0.6 

N9 0 32.5 3.7 1.6 22.3 8.5 4.6 1.5 14.2 4.6 13.1 3.3 1.8 0.5 

N10 0 33 3.6 0.8 21.9 4.2 4.5 0.6 13.8 1.7 12.5 0.8 1.7 0.0 

N11 0 33 2.8 0.0 17.2 0.0 3.7 0.0 11.1 0.0 10.4 0.0 1.4 0.0 

 
5 33 3.3 0.0 20.4 0.0 4.2 0.0 12.8 0.0 11.4 0.0 1.5 0.0 

  10 33.1 3.1 0.0 19.3 0.0 3.9 0.0 12.3 0.0 11.0 0.0 1.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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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Gd의 기원별 유입량 산정 

    인간활동에 의해 생긴 Gd 착화합물의 안정한 성질과 희토류원소의 

일관성 있는(coherent) 특징을 이용하여 강물 중 Gd의 예상 

자연농도([GdRiv.-nat.])와 인류기원 유입량([GdRiv.-ant.])을 구분하여 

산정하였다(Kulaksiz and Bau, 2007). 

 

  [GdRiv.-ant.]= [GdRiver] - [GdRiv.-nat.]        (6) 

  [GdRiv.-nat.] = GdRiv.-SN
*×[GdPAAS]          (7) 

     GdRiv.-SN
*= 0.33×SmRiv.-SN+0.67×TbRiv.-SN       (8) 

 

    강물 중 Gd의 인류기원 유입량([GdRiv.-ant.])은 3.1.3에서 구한 

강물기원 Gd 농도([GdRiver])에서 강물 중 자연농도([GdRiv.-nat])를 빼준 

값이다. [GdRiv.-nat]는 3.1.3에서 구한 희토류원소의 강물기원 

농도(Table 5, 6)에 대해서만 PAAS 정규화를 시켜 계산한 강물 중 Gd 

자연농도의 예상 값이며, [GdPAAS]는 PAAS 정규화된 값을 다시 농도로 

환산하기 위한 PAAS의 Gd 농도이다(McLennan, 1989).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수 방류수 기원의 Gd에 대해서도 예상 농도와 추가적인 

유입량(Excess-WWTP)을 계산하였다. Gd의 기원별 유입량을 Figure 

10과 Table 7에 정점별로 나타내었다. 

    강물 중 Gd은 자연농도와 인류기원농도 모두 강의 하류(정점 N1, 

N2)에서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후 외해수와 섞이면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10). 강물 중 인류기원 Gd은 강의 하류에서 

자연농도(53.4 pM)와 비슷하게 높은 수치(57.6 pM)가 나타났다. 

따라서 강의 하류는 인류기원 Gd의 오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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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때 인류기원의 Gd은 안정한 성질로 인해 MRI 조영제로 

쓰이는 Gd 착화합물이 주된 기원으로 보인다. 하수처리장 주변의 

방류수에서 anomaly를 보인 Gd의 추가 유입량은 최대 313 pM(Stn. 

N7-2, 4 m)의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해수와 혼합되며 대부분 

제거되었지만 연안 지역인 N10 정점까지도 잔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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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Distribution of Gd in the Nakdong-River Estuary. 

 

 

 

 

 

 



 

35 

 

Table 7. Gd concentrations originating from river and WWTP water. 

Station Depth(m) Salinity 

Gd [pM] 

River WWTP 

Interpolated Excess Interpolated Excess 

N1 0 0.26 53.4 57.6 0 0 

N2 0 0.34 53.3 57.5 0 0 

A1 0 13.6 40.1 36.7 0 0 

A2 0 18 35.7 29.7 0 0 

A3 0 21.9 31.9 23.7 0 0 

N4 0 29 24.8 12.5 7.1 3.3 

N5 0 29.2 24.6 12.2 25.0 23.1 

N7-2 0 30.2 24.3 11.7 141.0 36.4 

 
4 31.2 24.2 11.5 1307.6 313.0 

N7-1 0 29.5 23.6 10.6 101.1 27.0 

 
4 29.6 22.6 9.0 162.3 39.9 

N8 0 32.1 21.7 7.6 5.4 2.8 

N9 0 32.5 21.3 7.0 10.9 3.6 

N10 0 33 20.8 6.2 4.8 2.8 

N11 0 33 20.8 6.2 0 0 

 
5 33 20.8 6.2 0 0 

  10 33.1 20.7 6.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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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량금속의 분포 특성 

    3.2.1 염분에 대한 미량금속의 농도 

    미량금속 분석은 실험 도중 기계의 고장으로 9개 시료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였다. 염분에 대한 미량금속의 농도는 크게 세 가지 분포로 

나타났다. (Figure 11, 12, Table 8) 

 

    (1) Mn, Cu는 강의 하류와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서 모두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외해수와 섞이면서 급격히 농도가 감소하였다(Fig 11). 

하수처리장과 떨어진 담수 쪽의 농도가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의 농도와 

비슷하게 높았던 것으로 보아, 해당 원소들은 강물과 하수 방류수의 

영향을 모두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Al, Fe, Co, Ni, Zn, Pb는 강의 하류지역에서 농도가 높고, 

외해수에서 농도가 낮아졌으나 하수처리장 근처에서 매우 높은 농도가 

나타났다(Fig 12). 하수 처리장 근처 지역에서 높아진 해당 원소들의 

농도는 해수와 섞이면서 급격히 감소하였다. 해당원소들은 강물로부터의 

유입도 존재하지만 하수방류수로부터 상당량이 유입되고 있으며, 

외해수와 섞이면서 많은 양이 제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V, Cd, Mo은 염분이 증가함에 따라 농도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Fig 13). Cd은 다른 하구 지역에서도 염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염분 28-33에서 최대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Poulichet et al., 1987; Kraepiel et al., 1997; Cenci and Martin, 

2004; Hatje et al., 2003; Wang and Liu, 2003). Comans and Dijk 

(1988)은 이러한 현상을 부유입자와 결합되어 있던 카드뮴이 

고염분대에서 용존 염화물(chloride)에 의해 부유물질로부터 탈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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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hloro 복합체를 형성함에 따라 Cd의 용존상 농도가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 V과 Mo은 산화환원반응에 민감한 원소들로(Reckhardt et 

al., 2017), 환원환경에서는 부유물질에 흡착되거나 유기입자와 함께 

침강하여 용존상에서 제거되었다가, 산화환경에서는 다시 방출(release) 

되어 용존 농도가 증가하며 이동성이 커진다(Shaw et al., 1990; 

Morford et al., 2009). 따라서 Cd, V, Mo은 강물 혹은 하수 방류수의 

직접적인 유입보다는 낙동강 하구 지역의 산화-환원 환경의 변화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Mo은 Jamaica Bay(Beck et al., 2009), 

V은 Connecticut River, Amazon River의 하구 혼합대에서도 염분에 

따른 증가 경향이 나타났으며, 용존 V의 분포는 인산염(phosphate)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Shiller and Boyle, 1987). Cd, Mo, 

V은 외해수 정점인 N11(0 m)에서 각각 0.7, 94.5, 35.6 nM의 농도를 

나타냈으며, 이는 외양의 표층에서 보고된 0.64 nM(Abe, 2004), 104 

nM(Shorin et al., 1999), 39.3 nM(Nozaki, 1997)과 비슷한 

농도범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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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oncentrations of Mn and Cu against salinities. Red dots 

indicate near WWTP station(N7-2, 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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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oncentrations of Al, Fe, Zn, Pb, Co, and Ni against 

salinities. Red dots indicate near WWTP station (N7-2, 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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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oncentrations of V, Cd, and Mo against salinities. Red 

dots indicate near WWTP station (N7-2, 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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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centrations of trace metals at all stations. 

 

Station Salinity 
Depth  

(m) 

Concentrations of trace elements [nM] 

Al V Mn Fe Co Ni Cu Zn Cd Pb Mo 

A2 18.03 0 777.5 30.4 315.5 520.7 0.9 21.4 10.6 16.2 0.2 0.3 73.4 

A3 21.86 0 1571.3 30.7 376.3 1118.7 1.1 22.4 9.8 16.3 0.2 0.5 73.9 

N7-2 29.5 0 6765.2 37.0 344.2 4632.4 2.9 34.8 9.7 30.4 0.5 1.2 95.5 

N9 32.5 0 4278.7 39.1 159.3 3101.4 1.8 30.8 8.4 23.0 0.5 1.0 93.2 

N10 33 0 629.9 33.4 52.0 563.0 0.5 13.9 5.1 11.9 0.4 0.3 91.5 

N11 33 0 532.8 35.6 55.4 431.5 0.6 24.8 5.3 17.9 0.7 0.3 94.5 

33 5 507.6 33.7 46.5 424.2 0.3 4.6 4.9 20.8 0.4 0.4 98.1 

33.1 10 655.3 34.6 49.2 556.4 0.4 4.8 4.9 19.2 0.4 0.5 92.9 

33.2 14 772.5 16.1 100.8 479.5 0.7 29.1 18.9 38.5 0.1 0.7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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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미량금속과 Gd의 상관관계 

    본 연구지역인 낙동강 하구에서 미량금속의 기원을 알아보기 위해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을 제외했을 때 염분에 대해 보존적이며(r2=0.97) 

(Figure 7), 하수처리장 지역에서는 매우 높은 농도를 보인 Gd 농도에 

대해 미량금속의 농도를 비교하였다. 앞서 원소의 기원이 강물과 하수 

방류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 Cd, Mo, V은 해당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Gd 농도에 대한 미량금속의 농도는 3.2.1의 

염분에 대한 비교에서 구분된 그룹별로 특징적인 패턴을 보였다.  

 

    (1) 모든 정점에서 염분에 대한 농도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Mn, Cu는 Gd과의 농도 비교에서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을 제외했을 때 

매우 좋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Figure 14). 해당 원소들은 

강물에서 주로 유입을 받는 것으로 보이나,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서 

Gd이 높을 때 역시 해당 원소들의 농도가 같이 높았으므로 강물뿐만 

아니라 하수 방류수로부터의 영향도 동시에 받는 것으로 보인다.  

    (2) Fe, Co, Ni, Zn, Pb, Al은 Gd의 농도가 매우 높았던 하수처리장 

지역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Figure 15). 강의 하류 지역에서는 

Gd과 큰 상관성을 보이지 않다가 Gd의 농도가 높을 때 해당 원소들의 

농도가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하수 방류수가 해당 원소들의 기원에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측정된 

시료의 개수가 적으므로 해당원소의 기원과 분포를 자세히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미량금속은 낙동강 하구지역에서 원소별로 구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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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변동을 보였으며, 하굿둑 근처의 하수처리장으로부터 인위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낙동강 하구역은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인 부산 광역시에서 나온 많은 양의 생활 하수와 연구지역 

인근의 도시 및 공단에서 나온 공장폐수 등의 유입으로 인류기원 

무기오염원이 상당량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44 

 

 

 

 

Figure 14. Concentrations of Mn and Cu against those of Gd. Red 

dots indicate near WWTP station (N7-2, 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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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Concentrations of Al, Fe, Zn, Pb, Co, and Ni against those 

of Gd. Red dots indicate near WWTP station (N7-2, 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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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낙동강 하구에서 희토류원소의 농도는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을 

제외할 때 강의 하류(염분: 0.3)에서 외해(염분: 33.1)로 갈수록 염분에 

따라 좋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강물로부터 

기원한 희토류원소가 하구에서 해수와 혼합되며 보존적으로 제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하굿둑 근처에 위치한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서 희토류원소의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하수 

방류수의 유입을 확인하였다. 희토류원소의 PAAS 정규화 패턴을 

통하여는 외해수, 하수 방류수, 담수로 구분되는 세 가지 수괴를 

판별하였으며, 염분에 대한 희토류원소 농도의 보존적인 혼합 회귀선을 

이용하여 모든 원소에 대해 강물과 하수 방류수 기원의 농도를 정점별로 

계산하였다. 특히 모든 정점에서 아노말리를 나타냈던 Gd에 대하여는 

강물과 하수방류수로부터의 예상 자연농도와 추가적인 유입량을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희토류원소는 강물에서 주로 유입되었지만,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서는 하수 방류수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염분에 대한 미량금속의 농도는 세 가지의 다른 분포가 나타났다. 

용존염화물이나 산화환원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 V, Cd, 

Mo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 중 Mn과 Cu는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의 

농도를 제외할 때 Gd의 농도와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서도 강의 하류지역과 비슷하게 높은 농도가 나타났다. 

해당원소들은 강물과 하수 방류수의 영향을 모두 받고 있는 것으로 



 

47 

 

보인다. 반면 Fe, Co, Ni, Zn, Pb, Al은 Gd의 농도가 매우 높았던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서 농도가 함께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 원소들은 

하수 방류수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담수와 해수의 혼합대인 하구지역에서 희토류원소와 

미량금속의 기원과 분포특성을 파악하였으며, 다음의 세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댐이 없는 일반 하구 지역과는 달리, 낙동강 하구둑에서는 

댐의 수문 개방에 의한 강물의 급격한 방류로 인해 담수와 

해수가 보존적으로 혼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2) 희토류원소와 미량금속은 주로 강물로부터 기원하였으나, 

하굿둑 근처의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방류수는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서 지배적인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3) Gd은 강의 하류와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 연안 해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오염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희토류원소와 미량금속이 담수와 해수, 그리고 하수 

방류수를 구분하고 특징을 판별하는 수괴의 추적자로 쓰일 수 있으며,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연안지역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생지화학적 

거동을 분별하는 지시자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깊이별 시료의 부재와 기계의 고장으로 자료 해석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하구에서 일어나는 희토류원소와 미량금속의 복합적인 거동과 

육지에서 해양으로 진화하는 조성변화의 상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향후 

더 넓은 범위의 깊이별, 지역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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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urces and distributions of  

rare earth elements and trace metals  

in the Nakdong-River estuarine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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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kdong-River Estuary is obstructed by a dam, which 

controls the discharge of freshwater and saltwater intrus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ources and the distributions of rare earth 

elements(REEs) and trace metals in this area, sampling was 

conducted on a shipboard along a transect observation. Column 

separation and seaFAST system (SP3, Elemental Scientific) were 

used to concentrate REEs and trace metals. High resolution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HR-ICP-MS, 

Thermo Element II) was used to determine REEs and trace metals. 

    The concentrations of REEs generally showed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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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s against salinity, indicating the conservative mixing of 

these elements in this estuary. In addition, unusually high REEs 

concentrations near a WWTP (waste water treatment plant) were 

also detected suggesting that there are anthropogenic source inputs 

from WWTP. PAAS (Post-archean Australian shale) normalized 

patterns allowed the classification of three different water masses 

in this area; (1) freshwater from the river, (2) WWTP water, and 

(3) coastal seawater. Concentrations of excess REEs originating 

from WWTP water was calculated by using a mixing line between 

the river water and the coastal seawater. Furthermore, sources of 

Gadolinium (Gd) were differentiated with respect to river water and 

coastal seawater, in addition to their excess inputs. Although the 

major source of REEs is the river water, WWTP water seems to 

dominantly contribute near WWTP stations.  

    Distributions of trace metals against salinity showed three 

different patterns. (1) Mn and Cu showed high concentrations in 

both the river mouth and near WWTP sites. (2) The concentrations 

of Al, Fe, Zn, Pb, Co, Ni decreased against salinity with the 

exception of high concentrations near WWTP sites. (3) However, 

the concentrations of V, Cd, and Mo increased against salinity. 

These elements seem to be related to chloro complex or the 

oxidation-reduction condition. Compared with the Gd concentration 

which showed conservative behavior against salinity, (1) 

concentrations of Mn and Cu displayed good correlations with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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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d when those of WWTP was removed. The sources of these 

elements seem to be more closely related to river water in addition 

to WWTP water. (2) The highest concentrations of Al, Fe, Zn, Pb, 

Co and Ni coincided with that of Gd, suggesting these elements are 

quite influenced by WWTP water. Since this study includes large 

uncertainties about the amount of REEs and trace metals, extensive 

research is needed to elucidate sources and biogeochemical 

behaviors in this es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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