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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 present, the index of chemical oxygen demand (COD) is widely used as an indicator of organic water pollution with 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But, traditional COD measurement method are not only with various chemical reagents exhausted, but also

long time consumed, the operation procedure and the modification are much professional. This paper reported a novel COD mea-

surement system using double-beam and multiple wavelength analysis UV-VIS spectrometries. It consists of pulsed xenon lamp, two-

way optical fiber, optical switch, spectrometer and main processor. Proposed COD measurement system obtains any spectral information

of water sample (KHP standard sample and two river water and wastewater) and reference sample (distilled water) in the range of

200~520 nm, corresponding to the COD concentration from 0 to 300 mg/L through calculating the UV absorbance. The system show

improved precision and can work continuously fast at time interval about 25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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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Chemical Oxygen Demand)은 수

중의 각종 유기화합물이 산화제에 의해 산화되면서 소비되는 산

소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기성 수질 오염의 지표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1]. 하지만 측정 결과가 산화제의 종류, 농도, 반

응 온도, 반응 시간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각 국에서 채

택하고 있는 분석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분석 방법의 정

립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2]. 측정 시간이 1~2 시간 정

도로 오래 걸리며 기기와 시약의 상태 그리고 작업자의 숙련도

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폐액으로 인한 이차 오염과

실시간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2]. 이러한 산화제 방

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기 화학적 방식 등 다양한 후

속 기술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감도 저하, 잦은 전극

교체, 높은 유지보수 비용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측정시간이 짧고 특별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감

도가 좋은 흡광 광도법을 사용하여 COD를 측정하는 기술이 개

발되고 있는 추세이다[3,4]. 

종래의 UV 흡광 광도법에 의한 COD 측정은 254 nm의 파장

에서 방향족 탄소 구조 및 이중 결합을 갖는 유기 물질의 고유

흡광도를 얻을 수 있으며[5], 260 nm와 254 nm 파장의 흡광도

가 하수의 COD 및 TOC(Total Organic Carbon)와 매우 높은 상

관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6]. 하수에 대한 광학적인 측정

사례로 색도, COD, BOD를 조사 분석한 Chong등에 의하면 형

광법, 흡광법 등의 광학적 방법을 통하여 측정된 다양한 COD

측정 사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가장 빠른 측정 시간

으로 약 62초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COD 측정을 위해 가장 일

반적으로 사용하는 254 nm의 파장뿐 아니라 220, 258 nm등 몇

가지 파장 값을 제시하였는데, 254~280 nm의 파장이 흡광법으

로 측정 가능한 가장 의미있는 파장 영역으로 언급하였다[7]. 본

논문에서는 254 nm 보다 더 낮은 파장 영역에서도 COD를 측

정하기 위한 의미있는 파장으로 사용 가능함을 실험적으로 제

시하고, 측정 시간 또한 25초로 종래의 방법에 비하여 1/4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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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COD를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

정 파장뿐 아니라 적용 샘플에 따라 더 넓은 대역의 다양한 파

장으로 COD를 측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실험적으로 확인하

며, 광경로를 구성하는 광학 파이버와 광 결합부의 물리적인 특

성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이유로 발생하는 측정 오차를 줄이

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표준 용액 뿐 아니라 하천수 및

하수처리장의 유입수를 대상으로 적용된 결과를 통해 제안된 시

스템의 유용성을 확인한다.

2. COD 측정 센서 시스템

2.1 더블빔 방식의 UV 흡광 시스템

빛이 시료 용액을 통과할 때 흡광도를 측정하면, 시료 용액

속의 목적 성분을 정량하고 수중의 각종 오염 물질을 분석할 수

있다. 흡광도는 입사광에 대한 투과된 광의 비율 인 투과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Fig. 1과 같이 물질의 농도별 표준 물질의 흡

광도를 측정하여 흡광도와 물질의 농도 관계인 검량선을 추정

하여 미지 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8,9].

여기서, A는 흡광도, a는 흡광 계수, b는 광로폭, c는 농도이다.

COD 측정을 위한 UV 흡광 시스템의 기본 형태는 Fig. 2의

(a)와 같다. UV 흡광 시스템은 자외선과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동시에 방사하는 펄스 타입의 제논 램프(204~930 nm), 시료의

흡광도를 측정하기 위한 샘플부와 레퍼런스부 그리고 광신호를

받아 들여 파장별로 광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는 분광기(200~520

nm), 분광기에서 측정된 신호를 분석하는 분석부로 구성된다.

제논 램프에서 발생되는 빛은 광 파이버를 통해 분할되어 전송

되어, 증류수가 채워져 있는 밀폐된 레퍼런스부와, 측정 대상인

원수를 균일하게 흘려 보내주는 샘플부를 통과한다. 이 때 측정

되는 UV 대역의 흡광도 차이를 분석한다. 

정밀한 측정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제품마다 광학적 특

성이 다를 수 있는 광원부와 분광기는 각각 하나 만을 사용한

다. 샘플부와 레퍼런스부를 통과한 광 신호는 원수 및 증류수에

의해 고유의 흡광 특성을 보이며, 분광기에서는 이 광신호를 순

차적으로 측정한다.

Fig. 2의 (b)에 보여지는 단일 광원에서 발생하는 광 신호는

A
I0

I
----log a b c××= =

Fig. 1. Principles of absorption photometry.

Fig. 2. COD measurement system; (a) Single beam type and (b) dou-

ble beam type.

Fig. 3. Intensity correction of light in sample and reference parts; (a)

Difference of intensity for sample and reference light source

and (b) intensity correc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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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두 개의 경로로 나뉘고, 샘플부와 레퍼런스부를 통

과한 광신호는 광학 스위치에 의하여 한 번에 하나의 경로를

통해 분광기로 광신호를 전달된다. 광원에서 시작되어 분광기

로 유입되는 광 경로는 각 경로의 미묘한 물리적, 광학적 특

성 차이로 서로 다르며, 이는 큰 측정 오차를 유발 할 수 있다. 

2.2 광 교정

단일 광원에서 분할 광 파이버를 통해 분광기로 전달되는

광 신호는 동일한 샘플을 통과하였을 때 동일한 흡광 정도를

보여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며, 흡광 신호

를 COD로 환산하여야 하는 본 시스템에서는 큰 측정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반복적인 측정된 데이터에 의하면, 동일 시

료에 대하여 다른 경로를 통과한 흡광 신호는 어느 정도 차

이가 발생하며, 동일한 경로를 통과한 흡광 신호의 편차는 매

우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광 경로의 차이로 인한 흡

광 신호의 차이가 비교적 일정한 모양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각 파장별 비례상수를 실험적으로 측정하여 광 보정

을 수행하는 단순한 작업으로도 광 보정이 수행 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Fig. 3의 (a)는 샘플부와 레퍼런스부에 동일한 증류수를 공급

한 후 각 경로를 통과한 흡광 신호와 그 차이를 보였으며, Fig.

3의 (b)는 흡광 신호 차이를 확대한 데이터와 광 보정을 완료한

흡광 신호의 차이를 보였다.

2.3 측정 샘플 

COD 측정 시스템의 레퍼런스는 가로 세로 각 1 Cm인 쿼츠

에 담긴 증류수의 흡광 신호를 사용한다. 또한, 동일한 쿼츠를

포함하여 제작된 샘플부를 99.95% 순도의 KHP (potassium

hydrogen phthalate)를 사용하여 조제한 표준 용액을 흘려 보내

사용한다. KHP는 이론적으로 1.176 mg O2/mg COD를 가지는

데, 증류수 1,000 ml에 KHP 425 mg 을 용해시켜 500 μg O2/ml

의 이론적 COD를 갖는 기본 샘플을 조제, 희석하여 다양한 농

도의 표준 샘플을 준비하였다. 표준 용액(KHP) 이외의 생활 하

수의 COD 측정을 위해 광주광역시 인근의 광주천, 나주 승촌

보, 영암군 소재 하수처리장의 원수를 채수하여 부유물을 제거

한 후, 증류수로 희석하여 원수 별 농도를 균일하게 변화시켜

실험에 사용하였다.

2.4 흡광 광신호 분석 알고리즘

종속 변수 Y에 대한 k개의 독립 변수인 X1, X2, …,Xk 를 도

입할 때 다중 회귀식은 식 (1)과 같다[10].

(1)

는 추정되어야 할 회귀계수이고, Xj 를 제외한 다

른 모든 독립변수의 값이 고정된 상태에서 Xj 의 값이 한 단위

증가할 때의 Y 값의 평균 변화량이다. 는 서로 독립이고, 동

일한 분포 을 따르는 오차항이며, 는: 독립변수 의

i번째 관측치이다.

상기 다중 회귀 모델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형태로 표시하면,

(2)

이며, 오차항 벡터 ε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n개의 확률 변수

들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 다변량

정규 분포를 따르는 벡터의 기대치는 벡터로 표현되며, 그 산포

의 척도는 행렬로 표현되는데 이를 분산-공분산행렬(variance-

covariance matrix)이라 하며 이고, 분산-공분산 행렬

는 각 들이 독립이므로 대각 원소의 분산값 을 제

외한 모든 분산값은 0이 되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

행렬 I는 단위행렬(identity matrix)이다.

다중회귀모형에서도 회귀계수들의 추정은 최소 자승법에 근

거하며 오차항의 제곱항 Q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4)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 계수의 추정은 제곱 합 Q를 각 에

관하여 편미분하고 이를 0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을

풀어 들을 계산한다.

(5)

(6)

추정 회귀식의 적합도에 대한 척도인 결정 계수 은 다음

과 같이 회귀 제곱합을 전체 제곱합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7)

 

 값은 전체 제곱합 중 모형이 설명하는 제곱함의 비율로

해석되며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0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의 독립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증가하므로,

독립 변수에 따른 의 증가분에 대한 조정을 필요로 하며 수

정 결정 계수 (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는 다음

과같이 정의된다.

Yi β0 β1X1i β2X2i L βkXki εi i,+ + + + + 1 2 …, ,= =

β0 β1 L βk, , ,

εi

N 0 σ2,( ) Xji Xj

y Xβ ε+=

εi

E ε[ ] 0=

Var ε[ ] εi σ2

Var ε[ ] σ
2
I=

Q Yi β0 β1X1i β2X2i L βkXki+ + + +( )–[ ]2∑=

βj

β̂j

∂Q

∂βk

-------- 2 Xki Yi β0 β1X1i L βkXki+ + +( )–[ ]∑– 0= =

β̂0 Xki β̂1 XkiXli L β̂k Xki

2

∑+ +∑+∑ XkiYi∑=

R
2

R
2 SSR

SST
---------- 1

SSE

SST
---------- SST SSR SSE+=( ),–= =

R
2

R
2

R
2

Radj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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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립변수가 많이 포함된 다중 회귀분석에서는 회귀모형의 적

합도의 척도로서 보다 수정 결정계수인 를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 얻어진 흡광 측정값은 MATLAB(Mathworks 사)을 사

용하여 MLR(Multiple Linear Regression) 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표준 용액의 측정

KHP 표준 용액을 0~300 ppm의 다양한 농도를 갖도록 시료

를 조제하여 농도에 따라 자외선 영역에서 흡수되는 파장별 흡

광도를 확인하였으며, 흡광도법을 이용한 COD 측정 장비로써

의 신뢰성도 확인하였다. 

Fig. 4는 다양한 KHP 표준 용액의 흡광도를 증류수가 담긴

레퍼런스부의 흡광도 값과의 차이를 구한 후, 관심 파장 영역에

서 표시한 것이다. KHP 표준 용액은 20 ppm 이상의 고농도 샘

플 군과, 10 ppm 이하의 저농도 샘플 군의 흡광도 차 곡선이 뚜

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측정된 데이터인 Fig.

4의 (b)에 의하면, UV 흡광법으로 COD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파장인 254 nm의 단일 파장으로 고농도 KHP 표준용액의 COD

추정은 비교적 높은 정밀도를 보장하지만, Fig. 4의 (a)와 같은

저농도 샘플 군에 대해서는 높은 정밀도를 보장하기 어렵다.

3.2 하천수 측정

본 논문에서는 COD 측정을 위한 흡광 정도의 차이를 뚜렷이

나타내는 다양한 범위의 파장을 선택하여, 254 nm 를 사용하는

기존의 단일 파장 흡광도법의 결과와 정밀도 및 재현성 비교를

통해, 다양한 파장을 선택함으로써 COD 측정의 정밀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됨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다파

Radj

2
1

SSE n k– 1–( )⁄
SST n 1–( )⁄

----------------------------------– 1
n 1–

n k– 1–
-----------------
⎝ ⎠
⎛ ⎞ 1 R

2
–( )–= =

R
2

Radj

2

Fig. 4. Difference of Absorbance of KHP standard samples; (a) Low

concentration KHP sample group and (b) high concentration

KHP sample group.

Fig. 5. Difference of absorbance for river water; (a) Gwangju river

water and (b) SeungChonBo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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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선택을 위한 기준으로 다양한 표준 용액 및 측정 지점별 원

수에 대한 흡광도 차 데이터를 획득하고, 뚜렷이 구분이 되는

지점 중에서 피크에 해당하는 파장을 선택하였다.

Fig. 5 (a)와 (b)에 나타나듯이 측정 결과로 보여지는 흡광도

차 값은 Fig. 4의 표준 용액과는 전혀 다른 파장 영역에서 선택

되어 질 수 있음을 보인다. 광주천은 205~213 nm(205.7, 209.4 nm),

나주 승촌보는 205~213 nm(206.6, 211.2 nm) 영역으로 비슷한

영역에서 흡광도 차의 뚜렷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광주천 하천수가 이의 하류인 영산강 중류에 해당하는 나주 승

촌보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다.

기존의 흡광도법을 이용한 COD 측정 장치는 단일파장(254 nm)

을 선택하여 COD 값을 환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측정

생활 하수별 선형성을 나타내는 흡광도 영역이 상이할 뿐만 아

니라, 광주천 및 승촌보에서 채취한 샘플수에 대해서는 254 nm

파장에서 제대로 COD 값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은 실제 하천수로 희석한 다양한 농도의 COD 값

에 대해 측정한 결과의 선형성과 정밀성을 보인것이다.

3.3 적정법과의 비교

영암군 소재 하수처리장의 물을 샘플로 채수하여 한국기계전

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의뢰하여 공정시험 법(Mn)에 따라

COD 값을 측정 의뢰 하였으며, 본 실험에서 사용한 흡광도 측

정 장비로 측정한 COD 값과 비교하였다. Fig. 7에서 보는 것처

럼 공정시험법에 따라 측정한 COD 값의 경우 흡광도법을 이용

한 COD 값 보다 농도별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양한 파장 영역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는 결과에 대해

서는 단일 파장이 아닌, 다수의 파장에 대하여 회귀분석법을 적

용하여 사용하였다. Table 1은 표준 용액인 KHP 용액과 하수처

리장 샘플 수에 대하여, 적정법으로 측정한 결과와, 단일 파장

및 다수의 파장을 선택하여 COD를 추정한 결과의 정밀도와 재

Fig. 6. Measurement results obtained by proposed method for river

water; (a) Gwangju river water and (b) SeungChonBo water.

Fig. 7. Measurement results for extraneous water of sewage treat-

ment plant; (a) Difference of absorbance and (b) comparison

of titrimetry (Mn) and UV absorption.

Fig. 7. Measurement results for extraneous water of sewage treat-

ment plant; (a) Difference of absorbance and (b) comparison

of titrimetry (Mn) and UV ab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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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성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정밀도 및 재현성 식은 아래와 같

으며, n은 측정 회수이다.

(9)

(10)

10 ppm 이내의 KHP 표준 용액은 망간법 및 크롬법의 적정

법으로는 측정이 불가하였으며, 254 nm 단일 파장을 사용하여

회귀분석법으로 측정한 결과와 다파장 분석법을 이용한 제안된

방법 모두 정밀도와 재현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

만,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에 대해서는 단일 파장을 사용한 결과

보다 다파장 분석법을 사용한 결과가 정밀도와 재현성에서 모

두 우수한 결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험실에서 통제된

조건에서 단일 물질로 구성된 표준 용액에 대한 성능평가 실험

은 단일 파장 분석법 및 다파장 분석법으로 얻은 결과의 성능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수한 결과를 획득하였다. 하

지만, 복잡한 COD 유발 물질이 포함된 실질적인 샘플 수에 대

해서는 단일 파장으로 측정한 결과보다는 다파장 분석법으로 정

교하게 획득된 다중 회귀분석법에 의한 결과가 더 우수함을 확

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모든 실험 자료는 단일 측정 시간 최

대 25초, 측정 주기는 25초에서 측정된 결과이다.

4. 결 론

COD를 측정하는 공정시험법인 적정법은 공인된 방법이지만

정밀도 및 재현성이 떨어지고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그

리고 종래의 흡광 방식은 254 nm 단일 파장만을 선택하여 측

정하기 때문에 원수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정확한 값을 반영하

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 파장 흡광법에

기반한 COD 측정 방법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더블 빔 구

조를 가지며, 다파장 다중 회귀분석법을 적용한 COD 측정 센

서를 제안하였다. 단일 광원으로 더블 빔 구조를 구현하면서 발

생하는 광원의 불일치 문제를 광교정을 통해 해결하였다. 제안

된 COD 측정 센서는 다파장 다중 회귀분석법을 적용하여 표준

샘플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원수에 대한 측정에서 적정법

및 단일 파장 흡광법과 비교하여 보다 높은 정밀도와 재현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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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Analysis results for each measurement

method (precision /repeatability)

Method Standard sample

(KHP)

Sewage disposal plant 

influent water

Single wavelength 0.5466/0.4246 1.5045/0.6630

Proposed method

(Multi-wavelength)

0.4495/0.5502 0.6115/0.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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