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 논문집 2011년 12월

제4권 제2호, pp. 65-72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재난을 대비한 새만금지역의 강우특성에 관한 연구

임익현*·황의진**·류지협***

The Study on Characteristics of Rainwater in Saemangeum

Ik Hyun Lim*, Eui Jin Hwang**, and Ji Hyeob Ryu***

접수일자: 2011년 9월 2일/심사완료일: 2011년 11월 25일

요 약 본 연구는 새만금지역에서 재난관리 및 우수이용을 목적으로 강우를 채취하여 pH 측정과 이온성분을 분석하고 강

우의 특성 파악과 용수부족에 따른 수자원 대체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새만금지역의 강

우시료 채취를 위해 안정적 시료 채취와 장비관리의 효율성, 접근성이 높은 지점을 선정하여 1개소의 측정소(수동형 우수채

취기(R-100형) 2기 설치)를 운영하였다. 시료채취의 기간은 강수량이 풍부한 2009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로 7차에 걸쳐

월별로 1회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강우시료의 음이온 분석결과, 음이온은 SO
4

2->NO
3

->Cl- 순으로 강우의 pH에 높은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이온은 Ca2+>K+>NH
4

+>Na+>Mg2+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g2+이온은 영

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우중 이온성분의 농도는 초기강우에서 높게 나타났고, 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

중 이온성분이 감소되어 중기 이후 강우는 농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우의 월별 pH는 5월이 가장 낮고 다음은 3

월로 나타났으며, 황사가 발생한 4월과 강우량과 강우빈도가 높은 6월, 7월 8월과 건조한 9월의 pH는 모두 유사한 분포특성

을 나타내었다. 새만금지역의 강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으로 pH 5.6이하로 약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용어 산성비, 우수, 대기오염, 새만금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ause of acidification of rainwater and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water resource in Saemangeum. The rainwater were collected in the kwangwhal-myun, Saemangeum from

March to September, 2009. The collected 7 samples were analyzed with pH meter, IC (ion chromatography) and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about the pH and the major ions (SO
4

2-, NO
3

-, Cl-, Ca2+, K+, NH
4

+, Na+ and Mg2+) of rain-

water. The order of the major anion concentration and the acidification contribution in the rainwater was SO
4

2->NO
3

->Cl-,

and that of the major cation was Ca2+>K+>NH
4

+>Na+>Mg2+. In the initial rainwater, the major ions concentration were

higher than the middle period. pH of the rainwater was the lowest at May, but similar to the results of the others. And pH

of the rainwater were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O
4

2- and Cl- in Saemangeum. From this results, the rainwater was slight

acidic, and SO
4

2- was the main factor contributed to the rainwater acidification in Saemangeum.

KEYWORDS Acid rain, Rainwater, Air Pollution, Saemangeum

1. 서 론

Stephen(1979)과 Likens(1979)은 25 oC 자연상태에서 강

우는 낙하시 대기중에 약 350 ppm의 농도로 존재하는 CO
2

로 포화되어 내부의 화학적 성분의 변화로 이론적으로 pH

5.6∼5.8의 범위의 수소이온농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최

덕일 등(1980)은 강수의 응결낙하(Rainout)와 세정(Wash

out)작용에 의해 입자상 물질이 응결핵이나 강수에 포함되

고, Brown 운동에 의한 구름입자의 부착작용과 강수입자

의 낙하중 가스상 물질을 용해, 용리, 반응을 함으로써 변

화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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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의 산성화에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한

황산화물(sulfur oxides) 및 질소산화물(nitrogen oxides) 등

의 산성물질이 함유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황(sulfur) 성분

은 대기중 평균 체류시간이 2∼3일로서 1,000 km 범위의

장거리까지 이동하여 피해가 배출지역이 아닌 광범위한

지역으로 광역화되어 나타난다.

S. Oden 등(1975)에 의하면 산성우의 본격적인 연구는

1950년대 초부터 Scandinavia와 영국의 학자들에 의해 시

작이 되었고 Sweden에서는 Barrett와 Brodin의 연구를 시

작으로 산성우 현상에 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 강우의

산성도가 1956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970년에는

pH가 2.8까지 강하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근접국인 영국

과 독일의 공업지역에서 발생한 오염된 대기의 이동에 기

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구자공 등(1986)과 이매희(1986), 신응배 등

(1986), 김주호 등(1988)에 의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서울,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남부와 태안 등에서 강수의 pH

측정을 시작하여 강우의 성분조사와 산성도 측정, 주요 이

온들 간의 상관관계, 강우의 이용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져 왔다.

최근 산성비의 연구범위가 발생원, 영향범위, 구성분, 영

향요인 등으로 매우 넓어졌으며 특히 산성비의 정성적 원

인이 밝혀짐에 따라 McNaughton(1981)는 Source-Receptor

의 정량적인 관계를 집중 조사를 수행하였다. Steven(1982)

은 pH를 결정짓는 주성분은 SO
4

2-, NO
3

-, Cl- 등의 음이온

과 K+, Na+, NH
4

+, Mg2+, Ca2+ 등의 양이온으로서 이들 간

의 Ionic balance에 의해 산성비가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Cogbill 등(1974)과 Liljestrand(1980)는 산성비의 주요 요인

이 되는 음이온(SO
4

2-, NO
3

-, Cl-)이 토양, 먼지 등에 함유된

알카리성 물질과 중화되고 남은 음이온의 당량만큼 수소

이온(H+)으로 존재하여 pH가 결정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 의하면 산성비의 파악을 위해서는 강

우중 이온 종류 및 농도의 측정이 필요하며, 이들 자료를

기초로 대기오염과의 관계 규명과 오염원 관리에 의한 산

성우 대책수립 등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9 km를 축조하여

간척토지 283 km2와 호수 118 km2를 조성하여 동북아 경

제중심지로 건설하는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재

난방지와 우수이용에 대비하여 새만금지역의 강우시료를

채취하여 pH측정과 이온성분을 분석하여 강우의 특성 파

악과 용수부족에 따른 우수의 대체 수자원 가능성, 우수의

다목적 용수로써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실험 및 방법

2.1 시료채취

새만금 지역의 강우시료의 채취지점은 현장조사를 통해

Fig. 1과 같이 전북 김제시 광활면 신구리 방파제 인접지역

으로 새만금 매립지역과 가장 인접하고 안정적인 시료채

취와 장비관리 효율성, 접근성이 높은 지점을 선정하여 1

개소의 측정소를 운영하였다. 강우시료의 채취는 강수량

이 풍부한 2009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Table 1과 같이 7차에 걸쳐 월별 1회 이상의 강우시료를 채

취하였다. 

강우시료의 안정적인 채취를 위해 현장조사를 토대로

강한 바람과 비산먼지, 내구성, 화학적 안정성 등을 고려

하여 현장 조건에 맞도록 수동형 우수채취기(R-100형) 2기

를 제작하였고 측정소 현장에 고정식으로 배치하여 강우

시료를 채취하였다. Photo 1.부터 Photo 3.은 강우채취를

위해 새만금지역에 설치된 수동형 우수채취기의 포집부와

우수채취기 수집부, 현장에 설치된 우수채취기 전경을 각

각 나타내었다.

Fig. 1. Sampling sites in saemangeum

Table 1. The sampling schedule

구분 강우 수집일 수집대상 시료명 비고

1차 2009년 3월 22일 초기, 중기 3월

2차 2009년 4월 22일 초기, 중기 4월

3차 2009년 5월 16일 초기, 중기 6월

4차 2009년 6월 21일 초기, 중기 6월

5차 2009년 7월21일 초기, 중기 7월

6차 2009년 8월13일 초기, 중기 8월

7차 2009년 9월27일 초기, 중기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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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채취기는 채취부, 덮개, 수집부(2개의 용기, 실리콘

파이프, T형 연결장치)의 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채취

부는 채취된 우수에서 반응 및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

테인레스 재질로서 가로 82 cm(내경 80 cm), 폭 127 cm(내

경 125 cm), 높이 90 cm(높이 조절장치부 20 cm 제외), 수

집면 높이 3~8 cm(경사식)의 장방형 형태이며, 장치의 덮

개는 비산먼지 등의 외부 오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무겁게

두께 4 cm의 합판, 채취부 하단에 수집부는 초기강우

2.5 mm와 2.5 mm 이후의 중기강우로 분류하여 각각 2.5 l

씩 시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가로 21.5 cm, 세로 14.0 cm,

높이 11.5 cm의 2개의 아크릴 용기를 제작하였다. 

평상시는 채취부에 비닐로 씌운 덮개를 설치, 우수 수집

부(2개의 용기)와 함께 비닐로 넓게 포장하는 테이핑 밀폐

방식으로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였고, 강우시는

우수채수기의 덮개를 제거하여 우수를 채수하면서 수집부

의 비닐은 유지하여 채취된 시료의 재오염이 발생하지 않

도록 유의하였다. 

제작된 2개의 강우 채취기는 각각 1개의 funnel와 2개의

시료용기로 구성되며 강우가 시작되면 funnel을 통해서 용

량이 2,500 ml인 시료용기으로 유입되며, 1단계 시료용기

(초기강우)가 채워지면 구상 forth가 용기의 입구를 막아 2

단계 시료용기(중기강우)로 순차적으로 넘어가고 2단계

용기가 채워지면 외부로 여분의 강우는 우수채취기 외부

로 유출된다.

우수채취기는 연구기간 동안 측정현장에 상시 설치하여

초기강우부터 시료가 채취되도록 하고 강우 전후에 주기

적인 청소, 점검, 보수, 살균을 통해 항시 채수가 가능한 상

태를 유지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pH 분석

강우시료의 pH분석은 시료내 성상변동과 이온 등의 화

학적 반응을 고려하여 시료채취 후 바로 현장에서 pH

Meter(TOA, HM-12P)을 이용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pH

측정시 pH Meter의 센서부의 침수에 따른 시료중 Cl- 성분

의 증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취시료를 약 50 ml 가

량을 비이커로 분취하여 측정을 하였다.

Photo 1. The catchment plate of rainwater sampler

Photo 2. The collecting vessels of rainwater sampler

Photo 3. The disposition of rainwater samplers in field

Table 2. The specifications of rainwater samplers

항 목 내 용

재 질 스테인레스

수집면 크기(cm) (L×W) 127(내경 125) × 82(내경 80)

수집면 높이(cm) 3~8(경사식)

전체높이(cm) 90

하단조절부 20 cm

덮 개 T=4 cm, 코팅합판

Table 3. The specifications of collecting vessels of rainwater

항 목 내 용

재 질 아크릴(5T)

용기크기(cm) (L×W×H) 21.5 吊.5

전체높이(cm) 16.5

연결부 T자 트랩

수집방법 초기(2.5mm)/중기

비 고 수두차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 논문집 제4권 제2호

68 임익현·황의진·류지협

2.2.2 음이온의 분석

채취된 강우의 음이온 분석은 시료 약 50 ml를 분취하여

Waters sample clarification kit(pore size : 0.45 µm)로 여과한

후 conductivity detector가 부착된 Ion Chromatography

(Dionex, DX-500)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농도계산에 필요한 검량선 작성을 위해 표준용액(Na+:

1.0, 8.0, 15.0 ppm, Mg2+: 1.0, 8.0, 15.0 ppm, Ca2+: 1.0, 8.0,

15.0 ppm)을 제조하여 강우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음이

온의 함량을 정량하였다.

음이온의 측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Column: Waters IC-PAK A(4.6 mm(I.D)cm, 

  S.S. 10 µm polymethacrylate gel).

Detector: Waters 430 conductiviy detector

Eluent: Borate-gluconate buffer(pH=8.5)

2.2.3 양이온의 분석

채취된 강우의 양이온 분석은 시료를 약 50 ml를 분취하

여 Waters sample clarification kit(pore size : 0.45 µm)로 여

과한 후 ICP(AGILENT, model 7500A)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농도계산에 필요한 검량선 작성을 위해 표준용액(Na+:

1.0, 5.0, 10.0 ppm, Mg2+: 0.1, 0.5, 1.0 ppm, Ca2+: 0.5, 1.0, 5.0 ppm)

을 제조하여 강우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이온의 함량을

정량하였다.

양이온의 측정조건은 아래와 같다.

High frequency : 0.8~1.4 kW

Gas: Argon gas(99.999%), Refrigeration gas(15 l/min),

Support gas(1 l/min), Carrier gas(1.5 l/min)

3. 결과 및 고찰

3.1 강우의 음이온 성분 분석

강우중 주요 음이온 성분이 함유된 원인은 화석연료의

연소과정 등의 인위적 발생원에서 대기중으로 배출된 1차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SO
2
, NO

2
 등이 우수에 용해되어

SO
4

2-, NO
3

- 등이 생성되고, 염소화합물은 연소과정에서 직

접적 유입이나 대기중에 존재하는 해염입자의 반응으로

Cl-이 생성된다.

새만금지역에서 월별로 채취된 7개 강우시료의 Cl- 이온

함유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에서 Cl-의 전체 평균농도는 0.23 mg/l를 나타내

고 Cl-의 월별 평균농도가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봄철에

해당하는 3월 4월 5월과 가을철에 해당하는 9월에는 상대

적으로 높았고, 3월(0.6) > 9월(0.44) > 5월(0.4) > 4월(0.2)

의 순으로 나타났다.

측정지점이 해안가에 위치함에도 봄철과 가을철에 해당

되는 월에 Cl- 농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외부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의 Cl- 이온에 대한 영향이 작고 여름철 강우

량 및 강우빈도 증가와 함께 풍향, 풍속 등의 기상요소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월별 Cl- 농도에서 초기와 중기강우의 농도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강우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며, 중기 이후 강

우에서는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강수량이 증

가함에 따라 대기중 Cl- 농도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

된다. 다른 음이온도 모두 강우 초기에 농도가 높고 중기

이후 강우에서는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우시료의 NO
3

- 이온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NO
3

-의 전체 평균농도는 1.21 mg/l를 나타내

었고, 월별로 평균농도는 8월(3.1) > 5월(1.55) > 3월, 7월

(1.11) > 6월(0.89) > 4월(0.38) > 9월(0.35)의 순으로 농도가

불규칙하게 변동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월별 NO
3

-의 농도가 불규칙한 이유는 강우빈도와 강우

량, 풍향, 풍속 등의 기상요소의 영향뿐 만 아니라 NO
3

- 이

온은 자연발생이 아닌 외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등에서

유입되는 성분으로 주로 주변에 위치한 차량, 산업시설 등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Cl- concentration in rainwater (unit : mg/l)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초기 0.9 0.4 0.6 0.0 0.0 0.0 0.87 0.40 

중기 0.3 0 0.2 0.0 0.0 0.0 0.0 0.07 

평균 0.60 0.20 0.40 0.00 0.00 0.00 0.44 0.23 

Table 5. NO
3

- concentration in rainwater (unit : mg/l)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초기 1.77 0.44 2.66 1.33 1.33 3.54 0.44 1.58 

중기 0.44 0.31 0.44 0.44 0.89 2.66 0.25 0.80 

평균 1.11 0.38 1.55 0.89 1.11 3.10 0.35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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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시료의 SO
4

2- 이온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SO
4

2-의 전체 평균농도는 1.73 mg/l로서 주요

산성비 유발물질로 알려진 NO
3

- 이온보다 농도가 전체적

으로 높게 나타났고, 월별 평균농도는 5월(3.45) > 8월(2.6)

> 3월(2.35) > 7월(1.95) > 4월(1.35) > 9월(0.7) > 6월(0.0)의

순으로 NO
3

-의 월간 변동특성과 유사한 불규칙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SO
4

2- 이온의 월별 불규칙한 변화는 강우빈도와 강우량,

풍속 등의 기상요소뿐 만 아니라 SO
4

2- 이온이 인위적 오

염물질 배출원 등에서 유입되는 물질로서 주변 산재된 산

업시설 등의 영향을 주로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새만금지역에서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채취된 강우시료

에 대하여 산성우 관련 항목인 음이온 분석결과, Fig. 2와

같이 음이온은 SO
4

2- > NO
3

- > Cl-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종식 등(2001)의 연구결과인 태안지역의 우수의 화

학적 특성과 유사하였고, SO
4

2- 이온은 한무영 등(2005)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SO
2
의 농도보다 높은 결과로, 강수

시료의 pH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이온은 SO
4

2-에 의한 것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종식 등(1999)은 수원과 안성지역 우수에서 두

지역 모두 SO
4

2-와 NO
3

- 이온이 음이온의 약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분석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3.2 강우의 양이온 성분 분석

Likens(1979)은 강우의 산성도를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

한 요인이 대기중에 존재하는 Ca2+, Na+, Mg2+ 등의 토양

등에 함유된 금속 양이온 성분으로 영국의 경우 이러한 금

속 양이온의 총량이 우수중 황산이온의 약 50%를 중화할

수 있는 만큼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새만금지역에서 월별로 채취한 7개의 강우시료에서 양

이온중 Ca2+이온 함유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7에 나

타내었다.

Ca2+의 전체 평균농도는 1.08 mg/l를 나타내고, 월별 평

균농도는 6월(1.92) > 4월(1.64) > 8월(1.31) > 7월(1.3) > 5

월(0.78) > 3월(0.59) > 9월(0.05)의 순으로 불규칙하게 변

동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월별 Ca2+ 농도의 변화는 황사

와 같이 토양성분이 다량 함유된 대기중 먼지농도와 비산

먼지의 발생요인이 주로 영향을 미치고 강우량, 풍속 등의

기상요소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Ca2+ 이온의 초기와 중기강우에서 변화는 초기강우에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중기 이후 강우에서는 감소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음이온 성분과 마찬가지로 강수량

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중 이온성분이 감소되는 영향으로

판단된다. 다른 양이온도 모두 강우 초기에 농도가 높고

중기 이후 강우에서는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우시료에서 양이온 중에 Na+이온 농도를 측정한 결과

는 Table 8에 나타내었다.

Na+의 전체 평균농도는 0.13 mg/l으로 측정지점이 해염

입자의 영향을 받게되는 해안의 지리적 특성에 비하여 높

지는 않았고, 월별 평균농도는 9월(0.42) > 3월(0.36) > 8월

(0.1)의 순으로 Cl- 이온과 월별 변동과 유사하게 가을, 봄

철에 높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Table 6. SO
4

2- concentration in rainwater (unit : mg/l)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초기 3.4 1.4 4.4 0.0 1.8 3.2 0.8 2.14 

중기 1.3 0.7 2.5 0.0 2.1 2.0 0.6 1.31 

평균 2.35 1.05 3.45 0.00 1.95 2.60 0.70 1.73 

Fig. 2. Results of anions in rainwater (unit : mg/l).

Table 7. Ca2+ concentration in rainwater (unit : mg/l)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초기 0.81 2.04 1.27 1.95 1.6 1.31 0.04 1.29 

중기 0.36 1.23 0.29 1.89 1 1.3 0.05 0.87 

평균 0.59 1.64 0.78 1.92 1.30 1.31 0.05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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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강우시료의 Mg2+ 이온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9에 나타내었다. 7개의 시료중에서 6개의 Mg2+ 이온 농도가

0 mg/l로 나타나고, 최대 농도가 나타난 9월에도 0.01 mg/l

로 분석되어 새만금지역의 강우에 Mg2+의 영향은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강우시료의 K+ 이온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10에 나타내었다. K+이온의 전체 평균농도는 0.86 mg/l를

나타내었고, 월별 평균농도는 4월(1.35) > 3월(1.05) > 8월

(1.01) > 7월(1.0) > 5월(0.81) > 3월(0.59) > 9월(0.01)의 순

으로 Ca2+ 이온과 비슷한 월별 변동특성을 나타내었다.

월별 K+의 변화는 Ca2+ 이온과 마찬가지로 K+가 주로 토

양에 포함된 성분으로 측정지점 주변지역에서 비산먼지의

농도와 기상요소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월별 강우시료에서 NH
4

+ 이온 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1에 나타내었다. NH
4

+ 이온의 전체 평균농도는

0.502 mg/l를 나타내었고, 월별 평균농도는 6월(1.807) > 7

월(0.952) > 8월(0.476) > 9월(0.2) > 4월(0.059) > 5월(0.024)

> 3월(0.0)의 순으로 월별 변동특성을 나타내었다.

월별 NH
4

+의 변화는 유기물 분해과정에서 NH
4

+ 이온이

생성되므로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새만금지역에서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채취된 강우시료

에 대하여 산성우 관련 항목인 양이온 분석결과, Fig. 3과

같이 양이온은 Ca2+>K+>NH
4

+>Na+>Ng2+ 순으로 영향이 높

게 나타났다. 

이종식 등(1999)은 수원과 안성지역 우수에서 Ca2+, NH
4

+,

K+ 등의 양이온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분석결과와 본

연구의 분석결과도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3.3 강우의 pH 변화

새만금지역에서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채취된 강우시료

에 대하여 산성우 여부를 판별하는 직접적인 항목인 수소

이온농도(pH)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월별 pH는 5월(초기

3.5, 중기3.6)이 가장 낮고 다음은 3월(초기 4.2, 중기 4.4)으

Table 8. Na+ concentration in rainwater (unit : mg/l)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초기 0.53 0 0 0 0 0.2 0.46 0.17 

중기 0.19 0 0 0 0 0 0.38 0.08 

평균 0.36 0.00 0.00 0.00 0.00 0.10 0.42 0.13 

Table 9. Mg2+ concentration in rainwater (unit : mg/l)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초기 0 0 0 0 0 0 0.01 0.001 

중기 0 0 0 0 0 0 0.01 0.001 

평균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1 

Table 10. K+ concentration in rainwater (unit : mg/l)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초기 1.2 1.4 0.82 0.84 0.96 1.24 0 0.92 

중기 0.89 1.29 0.79 0.82 1.04 0.77 0.01 0.80 

평균 1.05 1.35 0.81 0.83 1.00 1.01 0.01 0.86 

Table 11. NH
4

+ concentration in Rainwater (unit : mg/l)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초기 0.000 0.064 0.026 2.109 1.029 0.604 0.206 0.577 

중기 0.000 0.054 0.021 1.504 0.874 0.347 0.193 0.428 

평균 0.000 0.059 0.024 1.807 0.952 0.476 0.200 0.502

Fig. 3. Results of Cations in Rainwater (unit :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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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황사가 있는 4월과 강우량과 강우빈도가

높은 6월, 7월 8월과 건조한 9월 강우의 pH는 유사한 특성

을 나타내었다.

초기강우의 월별 pH 분포는 최소 3.5에서 최대 5.1로 나

타나 산성비의 기준이 되는 pH 5.6이하로 새만금지역 강

우는 산성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강우의 월

별 pH분포는 최소 3.6에서 최대 5.5의 범위로 초기강우보

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pH 5.6이하로나타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으로 새만금의 강우는 약산

성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새만금지역의 재난 등으로 인해 우수를 이용시 한

무영 등(200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내린 우수은 산성이

나 저장된 우수는 중성이기 때문에 비록 새만금지역 우수

의 pH가 산성일지라도 우수이용시 저장시설에 따라 pH가

중성으로 변화되므로 우수의 낮은 pH는 용수로 이용시 문

제가 되지 않은 것을 말해준다. 

이종식 등(1999)은 수원과 안성지역 우수의 pH가 각각

4.2~5.8, 4.6~5.1의 범위로 새만금지역의 강우시료 pH와 유

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3.4 강우에서 이온과 pH 등의 상관분석

채취된 강우시료의 pH와 SO
4

2-, NO
3

- , Cl- 등의 음이온,

Ca2+, K+, NH
4

+, Na+, Mg2+ 등의 양이온 등에 대한 상관관

계 분석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5% 유의수준에서 pH는 SO
4

2-(r=-0.64468), Cl-(r=-0.5098)

와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SO
4

2-는 NO
3

-(r=

0.6167)와 양의 상관관계, NH
4

+(r=-0.5615)와는 음의 상관

관계, Cl-은 Na+(r=0.7032)와 양의 상관관계, Ca2+(r=-0.7886),

NH
4

+(r=0.7197)와는 음의 상관관계, Ca2+는 Mg2+(r=-0.7054),

Na+(r=-0.8226)와 음의 상관관계, K+(r=0.6886), NH
4

+(r=

0.6351)와는 양의 상관관계, Mg2+는 Na+(r=-0.7014)와 양의

상관관계, K+(r=-0.9057)의 높은 음의 상관관계, Na+은

K+(r=-0.6042)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지역에서 강우의 pH와 상관관계가 있는 이온은

SO
4

2-, Cl-로서 이들 음이온이 수소이온농도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이온과 양이온들 사이에 상

관관계는 복잡한 상호 연관성이 존재하면서도 명확한 이

온간 상관성은 나타내지 않았다. 한상운 등(1986)은 pH와

SO
4

2-, NO
3

- 간에는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고, 차정용(1986)

은 각 이온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내용이 본 연구

에서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강우의 pH와 구성된 이온성분은 주변 환경조건과 오염

물질의 이동, 기상조건을 포함한 washout, rainout 등에 따

Fig. 4. Variation of pH in saemangeum

Fig. 5. Quartile analysis of pH

Table 1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each ions and pH

구분 pH SO
4

2- NO
3

- Cl- Ca2+ Mg2+ Na+ K+ NH
4

+

pH 1

SO
4

2- -0.6446 1

NO
3

- -0.1197 0.6167 1

Cl- -0.5098 0.2681 -0.3383 1

Ca2+ 0.1882 -0.2875 0.1407 -0.7886 1

Mg2+ 0.3738 -0.3774 -0.4074 0.3590 -0.7054 1

Na+ 0.1419 -0.0908 -0.2041 0.7032 -0.8226 0.7014 1

K+ -0.1491 0.2592 0.2415 -0.3057 0.6886 -0.9057 -0.6042 1

NH
4

+ 0.3361 -0.5615 0.0007 -0.7197 0.6351 -0.2000 -0.4192 -0.0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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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변화가 크고 복잡하게 나타나며, washout에 의한 알

카리성 물질의 중화와 산성비와 관련된 주요 이온성분 외

의 이온들(HCO
3

-, CO
3

2- 등)에 의한 영향 등으로 pH와 각

이온들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

로 판단된다. 

4. 결 론

새만금지역에서 산성비에 의한 재난 발생과 우수의 이

용 가능성 등의 파악을 위하여 1개 지점을 선정하여 2009

년도 3월부터 9월까지 월별로 7회에 걸쳐 2단계로 강우를

분리채취하고, 음이온(SO
4

2-, NO
3

- , Cl-)과 양이온(Na+, Ng2+,

Ca2+, K+, NH
4

+) 농도 및 pH 등의 강우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강우시료 음이온 분석결과, 음이온은 SO
4

2- >NO
3

- >Cl- 순

으로 강우의 pH에 영향을 높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이온 분석결과, 양이온은 Ca2+>K+>NH
4

+>Na+>Mg2+ 순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만금지역에서

Mg2+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우중 포함된 이온의 농도는 초기강우에서 높게 나타

나고, 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중 이온성분 감소의 영

향으로 중기 이후 강우에서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강우의 pH는 5월이 가장 낮았고 다음이 3월로 나

타났으며, 황사가 발생한 4월과 강우량과 강우빈도가 높

은 여름철 6월, 7월 8월과 건조한 9월의 강수 pH는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새만금지역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대

기오염물질의 영향으로 강우의 pH가 5.6이하로 나타나 약

산성 강우가 내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새만금지역은 강우의 pH의 변동과 상관관계가 있는 이

온은 SO
4

2-, Cl- 로서 강우의 수소이온 농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우내 함유된 음이온과 양이온들

은 일부에서 상호 복잡한 연관성이 존재하면서도 이온간

명확한 상관성은 나타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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