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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tribution of organic carbon and its decomposition rate were studied in the middle and down stream reaches of the Kum 
River system, Korea. Water samples were collected from May to June in 2006 at seven mainstream sites and three tributary 
sites from the river mouth to the Daechung Reservoir outlet. The change of DOC and POC were measured during incubation 
for the determination of decomposition rate. The reduction of organic carbon during 20 days’ incubation was regarded as 
labile or biodegradable organic carbon (LDOC, LPOC), and the remaining organic carbon was regarded as recalcitrant organic 
carbon. The mean TOC was 5.17 (±1.49) mgC･L-1 in the mainstream sites and 7.09 (±1.48) mgC･L-1 in tributary sites, 
respectively. TOC comprised of 62% DOC and 38% POC. LPOC was approximately 68% of POC, while LDOC was only 
24% of DOC. Mean decomposition rate of TOC was about 0.03 day-1. Mean decomposition rates of LPOC ranged from 0.10 
day-1, and that of LDOC was approximately 0.08 day-1. The decomposition rate of both LPOC and LDOC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instream and tributary site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give a guide to the selection of 
parameters in the calibration processes of water quality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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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수 유기물은 부분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기물의 

구성성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기물의 양을 

구하고자 할 때 유기탄소의 총량으로 측정한다(Riemann 
and Søndergaard, 1986). 이러한 유기물은 입자의 크기에 따

라 용존유기탄소(dissolved organic carbon, DOC)와 입자성

유기탄소(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로 구분된다. 일
반 으로 하천이나 호수에서의 유기물은 POC형태가 

10~17%를 차지하며, DOC형태가 80%이상으로 부분을 차

지한다(Hessen and Tranvik, 1998; Keskitalo and Eloranta, 
1999; Thurman, 1985; Wetzel, 1984; Wetzel and Rich, 
1973). 한 수체 내 유기물은 분해특성에 따라 생분해성유기

물(labile organic matter)과 난분해성유기물(recalcitrant organic 
matter)로 구분된다. 분해가 잘 일어나는 생분해성유기물은 

주로 아미노산과 단백질, 탄수화물 등의 분자 물질로 구

성되어 박테리아에 의해 쉽게 분해되고 즉시 이용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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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가 어려운 난분해성유기물 형태는 주로 부식물질(humic 
substance)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양과 수체 내에 약 70~80%
를 차지한다(Haslam, 1998; Larson and Hufnal, 1980).
수체 내에 분포하는 유기물의 형태와 분해특성은 수체의 

생･지･화학 특성, 유역특성, 일차생산력, 계  향 등

을 잘 반 하며, 이에 따라 구성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부 양한 수역에서는 수체 내부에서 일차생산을 통하여 자

체 으로 유기물이 생성되며, 이 게 생성되는 유기물은 생

분해성의 비율이 높아 유기물의 분해가 빠르게 일어난다

(Wetzel, 2001). 반면 강우시 유역으로부터 량의 유기물

이 유입되는 경우 난분해성 유기물의 비율이 높아 유기물

의 분해가 느리게 일어난다(김재구 등, 2007; Choi, 2000).
수체 내 유기물의 분해속도는 수질 측모델에서 반응계수

로 사용되고 있다. 표 인 하천수질모델인 QUAL-2E에서

는 BOD를 심항목으로 모델링하므로 생분해성 유기물의 

분해속도상수가 모델 보정의 핵심이 된다. 한편 수지수질

모델인 CE-QUAL-W2에서는 DOM과 POM을 labile과 

refractory로 구분하고 있으며, LPOM의 분해속도계수로서 

0.08 day-1, LDOM의 분해속도계수로서 0.10 day-1을 기값

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기물분해속도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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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the 10 sampling sites, including 3 tributaries.
St. 1 : Seokbong-dong, Daedeok-gu, Daejeon
St. 2 : Naseong-ri, Nam-myeon, Yeongi-gun, Chungcheongnam-do
St. 3 : Ungjin-dong, Gongju-si, Chungcheongnam-do
St. 4 : Bungang-ri, Tancheon-myeon, Gongju-si, Chungcheongnam-do
St. 5 : Hwangsan-ri, Ganggyeong-eup, Nonsan-si, Chungcheongnam-do
St. 6 : Wanpo-ri, Hwayang-myeon, Seocheon-gun, Chungcheongnam-do
St. 7 : Dangsun-ri, Hwayang-myeon, Seocheon-gun, Chungcheongnam-do
TR. 1 : Gujeuk-dong, Yuseong-gu, Daejeon (Gap Stream)   
TR. 2 : Gungpyeong-ri Gangoe-myeon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Miho Stream)
TR. 3 : Daegyo-dong, Nonsan-si, Chungcheongnam-do (Nonsan Stream)

수환경과는 다른 조건을 가진 외국의 환경조건을 반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보정을 해서는 각 수체에서의 시

ㆍ공간  구획을 변할 수 있는 고유의 계수를 실측하여 

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실 으로 매번 계수를 실측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다른 지역에서 측정된 계수나 모델의 

기값을 그 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델 보정을 

해 계수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계수의 일반  변동 범  내

에서 조 하여 보정하는 것이 일반 인 행이며, 계수의 

변동범 , 표 편차, 평균 등의 분포특성을 고려하여 한 

범주 내에서 조정을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실측자료의 부

족으로 인하여 유기탄소 분해속도계수의 변동범 를 악하

지 못하고, 모델을 보정할 때 유기물분해속도상수에 해 

비 실 인 계수를 사용하기도 하며, 과도한 조정이 가해지

기도 하여 모델링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4 강 수계 의 하나인 강

수계를 상으로 유기물 분포특성을 악하고, 유기물 분해

속도를 측정하여 강의 수 환경 특성에 맞는 분해속도계

수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수질모델의 보정에 활용될 수 있

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상지역

강 수계는 하천연장 401 km, 유역면  9,858 km2이며, 
크고 작은 20여개의 지류하천이 합류된다. 강의 ･하류

수역인 청 은 역시에 치하고 있다. 본 조사는 

청  하류에서 강하구언까지 본류 7개 지 과 지류 3
개 지 을 상으로 하 다(Fig. 1).

청 하류 약 2 km 지 인 St. 1은  방류에 직 인 

향을 받는 지역으로 수온이 낮고 유속이 빠르다. 에서 

방류된 이후 역시를 통하는 갑천과 청주시를 통

하는 미호천이 합류되며 강 본류의 수질이 크게 악화되

고 있다. St. 2~St. 4는 갑천과 미호천의 직 인 향을 

받고 있으며, 공주시와 부여시를 지나면서 하폭이 크게 증

가하고, 유속이 느려지는 하류  특성을 보인다. 강 하류

인 St. 5에서 논산천이 유입되고, 수량이 크게 증가하여 St. 
6, St. 7은 호소  성격을 띠고 있다.

2.2. 유기물 분석

강본류 7개 지 과 본류로 유입되는 갑천, 미호천, 논
산천 등 3개의 지류하천을 상으로 2006년 4월부터 6월까

지 총 4회 조사하 다. 각 지 에서 원시료 약 20 L를 Poly-
ethylene bottle에 채수하 다. 채수된 시료는 실험실로 옮

긴 후 동물 랑크톤의 향을 배제하기 하여 랑크톤 

네트(200 µm)를 이용하여 여과하 다. 여과된 시료는 항온

암실(20±1°C)에서 보 하며, 20일간에 걸쳐 유기물 분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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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longitudinal variation of POC (mgC･L-1) and DOC (mgC･L-1) in the Kum-River

Site
Apr. 14 May. 14 Jun. 09 Jun. 20

TOC POC DOC TOC POC DOC TOC POC DOC TOC POC DOC

Main
stream

St. 1 1.94 0.50 1.44 2.18 0.58 1.60 1.81 0.32 1.49 1.78 0.38 1.40
St. 2 4.85 1.70 3.15 6.80 3.36 3.44 5.64 2.67 2.97 5.52 2.68 2.84
St. 3 5.11 2.01 3.10 6.30 2.90 3.4 5.13 2.37 2.76 5.97 3.44 2.53
St. 4 5.76 2.68 3.08 6.76 3.17 3.59 5.73 2.95 2.78 7.17 4.43 2.74
St. 5 6.20 2.82 3.38 5.60 2.06 3.54 5.34 1.64 3.70 7.04 2.57 4.47
St. 6 4.88 1.25 3.63 5.13 1.63 3.50 5.23 1.43 3.80 5.61 1.72 3.89
St. 7 5.45 2.2 3.25 4.81 1.24 3.57 5.27 1.24 4.03 5.95 1.79 4.16

Tributaries
TR. 1 5.88 1.89 3.99 7.22 2.84 4.38 6.58 2.12 4.46 8.80 4.33 4.47
TR. 2 6.56 2.63 3.93 9.59 4.38 5.21 7.70 2.87 4.83 7.92 3.53 4.39
TR. 3 3.89 1.42 2.47 6.12 2.02 4.10 6.36 1.93 4.43 8.41 3.03 5.38

험을 실시하 다. 생분해성 유기물은 부분 2일 이내 분

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 유기물 분해 속도는 1일 간격

으로 채수하여 3일간 실시하 고, 이후 10일간은 2~3일 간

격, 그리고 10일 이후에는 5일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DOC와 POC를 측정하 다. 20일 동안 분해된 유기물을 생

분해성유기물로 구분하 고, 20일 이후에도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을 난분해성유기물로 하 다.
DOC분석은 450°C에서 미리 태운 GF/F 유리섬유 여과지

로 여과하 다. 여과한 시료에 1N HCl을 첨가하여 pH 2 
이하로 낮춰 무기탄소를 제거한 후, 고온 연소법으로 분석

하 다(Shimadzu-5000A). POC는 시료를 여과한 여과지를 

105°C에서 1시간 건조 후 데시 이터(12N HCl)에서 4시간 

동안 훈증 처리한 뒤, CHN 원소분석기로 분석하 다. TOC
는 DOC와 POC의 합으로서 계산하 다.

2.3. 분해속도계수 산정

유기물 분해속도는 TOC, POC, 그리고 DOC로 구분하여 

계수를 산정하 다. 특히 DOC와 POC는 생분해성과 난분

해성으로 구분하 다. 난분해성 유기물의 분해속도계수는 

단기간 내에 측정이 불가능하며, 농도변화가 거의 없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어 분해속도계수는 임의로 0.001 day-1인 

것으로 간주하여(Ogura, 1972; Servais et al., 1987) 고정 

값을 사용하 다. 유기물 분해속도는 1차 지수반응식을 이

용하여 잔차제곱의 합이 가장 작게 fitting하여 분해속도계

수 값을 추정하 다.

TOCt = TOC0 ×   ⋅ (1)

식에서 TOCt는 시간 t에서의 TOC 농도이며, TOC0는 

기 TOC농도, KTOC는 분해속도계수(day-1)를 의미한다.
LPOC와 LDOC의 분해속도계수는 식 (2), (3)에 의해 산

정하 다.

POCt = LPOC0 ×  ⋅ + RPOC0 ×  ⋅ (2)

DOCt = LDOC0 ×  ⋅ + RDOC0 ×  ⋅ (3)

식에서 POCt와 DOCt는 시간 t에서의 POC와 DOC농도이

다. LPOC와 LDOC는 기 labile POCㆍDOC농도이며, 
RPOC와 RDOC는 기 recalcitrant POCㆍDOC농도이다. 
KLPOC, KLDOC는 labile POCㆍDOC의 분해속도계수이며, 
KRPOC, KRDOC는 recalcitrant POCㆍDOC의 분해속도계수로 

0.001 day-1로 고정하 다.

3. 결과  고찰

3.1. 유기물의 농도분포

유기물의 농도분포는 각 지 별로 차이를 나타냈으며, 특
히 강본류와 본류로 유입하는 지류하천 간에 큰 차이를 

나타냈다(Table 1). 강본류의 평균 TOC 농도는 본류구간

에서 5.17(±1.49) mgC･L-1 으며, 3개 지류하천의 평균 

TOC농도는 7.09(±1.48) mgC･L-1로서 지류하천에서 높게 

나타났다(t-test, p<0.005). 강의 지류하천은 시와 청

주시, 논산시를 통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하수유입으로 

유기물농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구간별 유기물 농도의 

변동을 보면 청 으로부터 장기간 류된 후 방류되는 

St. 1에서 가장 낮은 농도를 보 다. 그러나 하류로 이동하

면서 도시하수의 향을 크게 받는 TR. 1, TR. 2의 유입으

로 TOC의 농도가 증가하 으며, 이후 하류까지 높은 농도

를 유지했다.  세계 하천에서 나타나는 평균 TOC농도는 

약 7 mgC･L-1로서(Hessen and Tranvik, 1998; Keskitalo 
and Eloranta, 1999; Wetzel, 1984), 이와 비교했을 때 강

본류의 TOC 농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지류하천의 경

우 유사한 농도를 나타냈다.
강본류 구간의 평균 DOC농도는 3.11(±0.82) mgC･L-1, 

그리고 지류하천에서 4.34(±0.74) mgC･L-1로서 본류구간이 

지류하천에 비해서 다소 낮았다(t-test, p<0.0005). 본류구간

과 지류하천의 DOC의 농도는 온  기후 에 속하는 하천

의 DOC농도범 인 3~15 mgC･L-1에 비해 낮았지만(Thur-
man, 1985), 세계의 주요 하천을 상으로 측정된 DOC평
균 농도인 4~6 mgC･L-1(Degens, 1982), 미국의 주요 강과 

하천에서 측정된 DOC농도범  3~4 mgC･L-1와는 비슷한 

결과를 보 다(Malcolm and Durum, 1976). 한편 강 본

류구간의 평균 POC는 약 2.06(±1.01) mgC･L-1, 그리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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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천의 POC는 2.75(±0.95) mgC･L-1로서 본류와 지류하

천 간에 유의 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t-test, p>0.05), 
 세계 하천을 상으로 측정된 POC평균 농도인 2 mgC･

L-1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Meybeck, 1982).

3.2. 강수계의 TOC의 구성

강수계 본류와 지류하천에서 DOC/TOC비율은 기간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62% 정도를 나타냈다(Fig. 2). 이는 일

반 하천에서 나타나는 평균 DOC/TOC(약 70%정도)와 비교

하여 유사한 결과이나(Wetzel and Rich, 1973), 호소의 평균 

DOC/TOC 비와 비교할 때는 낮은 범 이다. 수심이 깊고 체

류시간이 긴 소양호에서 DOC는 평균 80%정도 차지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00). 그 외 스코틀랜드의 

Lake Ness에서 DOC는 70%이상이며, 미국 오 호  하나

인 미시간호의 DOC는 평균 80%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Koenings and Hooper, 1976). 반면 수심이 얕고, 체
류시간이 상 으로 짧은 북한강 상류의 춘천, 의암, 청평

에서는 48~62% 정도로서 TOC에 한 DOC의 비율이 낮

게 나타났다(Unpublished data). 따라서 호수와 하천 간에 

DOC/TOC 비율의 차이는 수심이나 체류시간 등의 수리  

특성이 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Fig. 2. The comparison of DOC and POC at mainstream sites 
and tributary sites.

3.3. LPOC와 LDOC의 구성비율

강 수계에서의 LPOC/POC함량은 평균 61%로 부분 

LPOC형태로 존재했으며, LDOC/DOC함량은 평균 23%로 

부분 난분해성으로 존재했다. LPOC와 LDOC의 함량은 

지 별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one-way 
ANOVA, p>0.1), 시간별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냈다(Fig. 
3). 평균 LPOC, LDOC함량은 4월 조사에서 각각 53%, 
18%로 나타났으나, 6월 말 조사에서는 각각 76%, 28%로 

증가하 다(one-way ANOVA, p<0.05). LPOC와 LDOC의 

함량이 시간별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6월로 갈수록 조류

가 증가하여 수 유기물에 한 기여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되며, 부 양한 하천인 낙동강수계에서도 조류에 의한 

수 유기물 기여도가 여름철로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된 바 있다(김범철 등, 1996).
강 수계에서 조사된 이 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유순주

Fig. 3. Percentage of recalcitrant and labile form of POC 
and DOC in the Kum-River system.

등(2005)의 조사에서 RDOC가 평균 68%로 LDOC는 약 

32% 정도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강 ･상류에 치한 

청호나 용담호의 평균 RDOC도 거의 비슷한 수 인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 이는 계 인 편차를 고려하면 본 조사

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반 으로 강이나 하천의 경

우 외부 육상으로부터 기원된 유기물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난분해성 유기물의 비율이 우세하게 나타난다(Grieve, 1990; 
Meyer, 1986; Moore, 1987). 이러한 RDOC는 부분 Hydro-
phobic acid(HPOA) 계열의 부식물질로서, 일반 으로 발생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랑

스의 Apremont 수지의 경우 RDOC는 66%에 이르지만

(Agbekodo, 1991), 반면 South Platte 강의 경우 30% (Croue 
et al., 1998), Passaic 강은 단지 DOC의 12%만이 HPOA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Marhaba and Van, 2000). 
한편 수체 내에서 RDOC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상수원의 

이수  측면에서 염소 소독부산물 생성 잠재력(disinfection 
by-product formation potential, DBPFP)이 높기 때문에 요

한 의미를 갖는다(오정우와 윤재흥, 1998; Krasner, 1999; 
Owen et al., 1993; Reckhow and Singer, 1990).

3.4. 유기물 분해속도

강 수계 TOC의 평균 분해속도(KTOC)는 본류에서 0.027 
day-1, 그리고 지류에서 0.025 day-1로 조사되었다. 본류구간

과 지류하천 간에 차이는 없었다(t-test, p>0.05). 각 지  

별 분해속도를 비교해보면 4월 조사를 제외하고, St. 1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하류로 갈수록 분해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방류지 인 St. 1은 으로부터 장기간 

체류된 후 방류되기 때문에 생분해성 유기탄소는 부분 

분해되어 난분해성의 비율이 높아져 상 으로 분해속도

가 느리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하류에서 분해속

도가 증가하는 것은 갑천, 미호천 등 지류하천으로부터 유

기물이 유입하여 분해속도계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단

된다(Table 2). 이러한 TOC분해속도는 각 조사지 들 간에

는 분해속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one-way ANOVA, 
p=0.168), 조사시기에 따른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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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distribution of the decomposition rate of LPOC (kLPOC, day-1) and LDOC (kLDOC, day-1) in the Kum-River

Site
Apr. 14 May. 14 Jun. 09 Jun. 20

kLPOC kLDOC kLPOC kLDOC kLPOC kLDOC kLPOC kLDOC

Main
stream

St. 1 0.113 0.048 0.091 0.110 0.092 0.077 0.068 0.072
St. 2 0.080 0.098 0.151 0.098 0.091 0.079 0.122 0.082
St. 3 0.092 0.081 0.095 0.089 0.123 0.077 0.156 0.090
St. 4 0.099 0.079 0.120 0.104 0.108 0.085 0.140 0.081
St. 5 0.108 0.079 0.092 0.097 0.086 0.068 0.140 0.076
St. 6 0.091 0.080 0.090 0.088 0.142 0.074 0.116 0.075
St. 7 0.099 0.084 0.090 0.083 0.085 0.073 0.100 0.083

Tributaries
TR. 1 0.097 0.081 0.085 0.109 0.086 0.075 0.165 0.085
TR. 2 0.066 0.062 0.093 0.106 0.094 0.076 0.129 0.087
TR. 3 0.082 0.074 0.084 0.109 0.090 0.073 0.122 0.071

Mean 0.093 0.077 0.099 0.099 0.100 0.076 0.126 0.080 
Median 0.095 0.080 0.092 0.101 0.092 0.076 0.126 0.082 

SD 0.014 0.013 0.021 0.010 0.019 0.004 0.028 0.006 

Table 2. The distribution of TOC (kTOC, day-1) decomposi-
tion rate in the Kum-River

Site Apr. 14 May. 14 Jun. 09 Jun. 20

Main
stream

St. 1 0.024 0.018 0.011 0.018
St. 2 0.018 0.050 0.025 0.038
St. 3 0.025 0.032 0.038 0.062
St. 4 0.024 0.028 0.034 0.056
St. 5 0.022 0.027 0.015 0.030
St. 6 0.016 0.023 0.019 0.026
St. 7 0.023 0.018 0.016 0.030

Tributaries
TR. 1 0.020 0.028 0.016 0.053
TR. 2 0.009 0.025 0.024 0.037
TR. 3 0.017 0.024 0.019 0.027

Mean 0.020 0.027 0.022 0.038 
Median 0.021 0.026 0.019 0.034 

SD 0.005 0.009 0.009 0.015 

4월에서 6월 까지 평균 TOC 분해속도는 0.020~0.027 
day-1로서 낮았지만, 6월 조사에서 분해속도는 0.037 day-1

로 증가하 다(one-way ANOVA, p<0.01).
평균 LPOC의 분해속도는 0.10(±0.02) day-1로서 각 조사지

별로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one-way ANOVA, p= 
0.777). 2004년 낙동강 수계를 상으로 한 LPOC의 분해속

도는 0.040 day-1로서(국립환경과학원, 2004; 윤 삼 등, 
2005), 이는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서 매우 낮았다. 평균 

LDOC 분해속도는 0.08(±0.01) day-1로서(Table 3), LPOC와 

마찬가지로 각 조사지 들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one-way ANOVA, p=0.961). 2004년 낙동강 수계에서 연구

된 LDOC의 분해속도는 0.01~0.16 day-1로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지 에 따라 10배 이상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유희

(1998)의 국내 호수를 상으로 한 DOC분해속도 연구에서

는 분해속도가 0.16~0.59 day-1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서 매

우 빠른 분해속도를 나타냈다. 최승 (1994)의 국내 호수  

하천의 BOD탈산소계수 연구에서는 일반 하천과 호수의 탈

산소계수가 0.08~0.15 day-1 범 로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게 나타났으며, 일반하수의 탈산소계수는 0.15~ 0.20 day-1로 

본 연구결과가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표 인 수질모델인 

CE-QUAL-W2에서 제시한 기값은 LPOM 값이 0.08 day-1, 
LDOM값이 0.1 day-1로 LDOM의 분해속도가 더 빠르게 제

시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LPOC분해속도가 더 LDOC보
다 더 빠르게 나타났다(paired t-test, p<0.00001).
한편 강수계의 수질 측 연구에서 모델에 사용된 탈산

소계수값은 평균 0.26(±0.23) day-1로서 본 연구결과에서 제

시된 분해속도와 비교하여 편차를 크게 하여 사용하는 것으

로 보 다(김선미 등, 1997; 서동일 등, 2004; 이용석, 1996; 
최흥식과 이길성, 1987). 이 게 모델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분해속도계수가 실제 수계에서 나타나는 분해속도와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면 모델결과의 신뢰도에 큰 향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강본류에서의 평균 TOC농도는 5.17(±1.49) mgC･L-1로 

지류하천의 평균 TOC농도인 7.09(±1.48) mgC･L-1보다 낮

게 나타났다. 본류와 지류하천에서 DOC/TOC비율은 계

인 차이는 있지만 평균 62% 정도 으며, 38%가 POC로 

존재했다. 한편 POC에서 LPOC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이상이었지만, DOC에서 LDOC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4%정도이고, RDOC가 70%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강수계에서 본류와 지류하천의 TOC 분해속도는 

0.025~0.027 day-1범 으며, LPOC의 분해속도는 0.10~ 
0.11 day-1범 다. LDOC의 평균분해속도는 본류와 지류

하천 모두에서 0.08 day-1 다. 본류구간과 지류하천 간에 

유기물 분해속도에 한 유의 인 차이가 없었지만, 본류구

간에서 하류로 이동하며 유기물 분해속도가 증가하 다.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강수계의 유기물 분해속도는 표

인 수질모델인 CE-QUAL-W2가 제시하는 기값과 비교

해서 LPOC의 분해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이번 유기물 분해속도 연구 결과는 수질모델의 보정과

정에서 계수의 선택에 있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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