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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rein, we analyzed the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 of DO (dissolved oxygen),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and 

COD (Chemical Oxygen Demand) with the monthly mean observed data for 10 years (2008~2017) in the main stream of the 
Nakdong River. The water quality of the stations declined in a downstream direction, with the BOD and COD showing their 
highest values at the ST5 station. From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of water quality components at 10 station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DO and water temperature was more than –0.90, and that between BOD and Chl-a was 0.48~0.85, and 
that between COD and TOC was more than 0.65 except for the ST5 and ST10 stations.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using data 
collected from all stations, the water temperature and DO decreased linearly with a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f 0.90, and the 
Chl-a and BOD could be described by increasing power functions with a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f 0.83. The TOC and 
COD followed increasing logarithm functions with a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f 0.58. The TOC efficiency at the 10 stations 
was estimated and the average efficiencies of BOD and COD were 15.5~36.3% and 57.4~89.6%,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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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낙동강은 태백산 황지에서 발원하여 남해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우리나라 제 2의 하천으로 유로 길이가 

525 km 정도이며,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의 식수와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서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관

련 지자체에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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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Ahn et al., 2016; Jung et al., 2017).
낙동강의 수질은 다른 하천에 비해 계절별 및 지역별

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하천의 수질을 평가하

기 위해서는 시공간적인 특성 분석이 필요하다(Park et 
al., 2012; Na et al., 2016; Park et al., 2018). 낙동강의 

본류와 지류들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으

며, 최근에는 하천의 수질 평가를 위해 통계분석을 통한 

수질특성 파악 및 수질항목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수질 오염 원인을 해석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다(Choi et al., 2012; Lim et al., 2015; Ahn et al., 
2016; Jung et al., 2017).

낙동강 수계에서는 계절별 강수량의 차이가 심하고 

상류에 비해 중류와 하류 지역에서 생활하수와 농업활동

에 의한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있다(Jung et al., 2017).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유기물은 

인간의 활동(농업과 산업 활동 등)에 의해 대부분 발생하

며, 하천에 유입된 유기물의 분해를 위해서는 용존산소

(D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천수의 용존산소량은 

수온의 변화에 따른 용해도(겨울에 높고 여름에 낮음)와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소모되는 생화학적 산소량(BOD)
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 의해 지배된다(Park, 
2007). BOD와 COD는 하천으로 유입된 유기물의 분해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낙동

강 수계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로는 낙동강의 지류에서 

2013~2014년 동안 관측된 자료를 이용한 COD와 BOD
에 대한 TOC의 상관관계 분석(Na et al., 2015; Na et 
al., 2016),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348개 하천(670개 지

점)에서 TOC와 COD 관측 자료를 이용한 상관관계 분

석(Kim et al., 2013), 낙동강 유역에서 수정 TANK 모
형을 이용한 BOD, COD, TOC의 수문학적 플럭스 추정

(Lee et al., 2010) 등이 있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에서는 DO, BOD, COD, TOC의 

관측 기간이 수년 정도이거나 시간(연/계절 변화)과 공간

(1개 관측소 혹은 전체 평균)이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다

양한 관측소에서 동일 시간에 발생하는 수질 성분 사이

의 상관성을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낙동강 본류의 10개 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DO, 
BOD, COD 및 그 영향인자에 대한 10년(2008~2017) 
동안의 변동을 기술통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

였으며, 이를 통해 낙동강 본류에서 관측소별 및 계절별

로 수질 성분 사이의 상관성과 상호 영향성에 대해 해석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이용된 수질 성분 자료는 물환경정보시스

템(2018)에서 제공 받았으며, 낙동강 본류의 대표적인 

10개 관측소에서 2008~2017년 동안 매월 관측된 6개 

수질 성분 자료의 월별 평균(10년 평균값)을 이용하여 

상관분석과 회귀함수를 추정하였다. 10개 관측소는 안동

2(ST1), 상주1(ST2), 산곡(ST3), 구미(ST4), 현풍

(ST5), 합천(ST6), 남지(ST7), 하남(ST8), 삼랑진(ST9), 
구포(ST10)에 해당하고, 낙동강의 상류(ST1~ST2), 중
류(ST3~ST6), 하류(ST7~ST10)의 공간적인 분포와 낙

동강에 유입되는 주요 지천인 내성천, 위천, 금호강, 남
강, 밀양강의 유입지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Fig. 
1). 본 연구에서 이용된 6개 수질 성분은 용존산소량

(DO),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총유기탄소(TOC), 수온(water temperature), 
클로로필a(chl-a)이고, 2008~2017 기간 동안 관측된 6
개 성분의 기술통계량을 산정하고 수질 성분별 

box-whisker plots를 작성하였다. 또한 수질 성분의 월

별 평균을 이용하여 10개 관측소별 수질 성분의 상관계

수를 산정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낙동강 본류 전체 자

료를 이용하여 수질 성분의 상관계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귀함수를 추정하여 낙동강 본류에서 DO, 
BOD, COD의 변동과 그 영향인자를 분석하였다.

낙동강 본류에서 BOD와 COD 산화율은 탄소와 산소

의 무게비인 12/32를 곱하고, 유기물이 산화되는 과정에

서 소비되는 산소와 탄소의 몰비인 1.1로 나누어서 탄소

의 양으로 환산하였다(Kim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BOD의 산화율은 BOD-C, COD의 산화율은 COD-C로 

표기하였다. 환산된 산화율을 이용하여 TOC에 대한 

BOD와 COD의 분해율(BOD-C/TOC, COD-C/TOC)
을 산정하고 관측소별 분해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하천

에서 유기물 오염 지표를 TOC 기준으로 하여 수질관리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BOD와 COD에 대한 

TOC의 상관성을 정량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본 연구

에서는 BOD, COD, TOC의 분해율을 산정하여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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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main stream of Nakdong River and station 
points.

3. 결과 및 고찰

3.1. 수질 성분의 시공간 변동 분석

낙동강 본류 10개 관측소에서 관측된 6개 수질 성분

에 대한 10년(2008~2017년) 동안의 자료(성분별 120여
개)의 기술통계량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DO의 평균

은 10.4~11.3 mg/L 정도이며, 상류부의 ST1에서 가장 

높고 하류부의 ST10에서 가장 낮았다. BOD의 평균은 

0.9~2.5 mg/L 정도이며, 상류부의 ST1에서 가장 낮고 

중류부의 ST5에서 가장 높았다. COD의 평균은 4.3~6.8 

mg/L 정도이며, 상류부의 ST2에서 가장 낮고 중류부의 

ST5에서 가장 높았다. TOC의 평균은 2.1~4.8 mg/L 정
도이며, 상류부의 ST2에서 가장 낮고 중류부의 ST5에서 

가장 높았다. 수온 성분의 평균은 14.2~17.0 mg/L 정도

이며, 상류부의 ST1에서 가장 낮고 하류부의 ST8과 

ST9에서 가장 높았다. chl-a의 평균은 5.4~41.3 mg/L 
정도이며, 상류부의 ST1에서 가장 낮고 하류부의 ST8에
서 가장 높았다. 관측소별 수질 성분의 평균은 낙동강 본

류의 상류부에서 하류부로 갈수록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지류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하류부로 갈수록 증가하였기 때문이다(Lee et al., 
2010). BOD, COD, TOC의 양이 중류부의 ST5에서 가

장 높은 것은 ST4와 ST5 사이에서 낙동강 본류로 유입

되는 금호강과 회천에 의한 유기물의 유입량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Na et al., 2016). 낙동강의 상류부에서 

하류부로 갈수록 수온이 증가하는 경향은 대기에 노출된 

하천수가 태양 복사에 의해 온도가 상승한 것이며, 이러

한 수온의 상승과 유기물질의 증가로 인해 조류의 번식

이 활발하게 되어 chl-a가 8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

된다.
낙동강 본류에서 관측소별 및 월별 수질 성분의 변동

을 분석하기 위해 box-whisker plots를 작성하였다(Fig. 
2와 Fig. 3). DO와 수온은 낙동강의 상류, 중류, 하류에

서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BOD와 chl-a는 하류부로 갈

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COD와 TOC는 중류

(ST5)에서 가장 높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류부로 갈수

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2). 월별 box-whisker 
plots에서는 DO와 수온은 역(inverse)의 경향성을, 
BOD와 chl-a, COD와 TOC는 정(direct)의 경향성을 

보였다(Fig. 3). DO는 여름에 가장 낮고 겨울에 가장 높

았으며, 수온 성분은 여름에 가장 높고 겨울에 가장 낮았

다. chl-a는 겨울에 높았으며, 이는 하천수의 수온이 낮은 

겨울에는 조류와 같은 미생물의 생장에는 불리하지만 저

온성 규조류(Stephanodiscus sp.)와 같은 계절별 우점종

의 증식으로 인해 chl-a 성분이 증가한 것이다(Lim et 
al., 2015). COD와 TOC는 여름에 가장 높았으며, 우리

나라 기후 특성상 여름철의 우기 동안 비점오염원에 의

한 유기물질이 하천으로 다량 유입되어 TOC 및 이를 분

해하는데 필요한 COD가 증가한 것이다(Lee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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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Statistics DO BOD COD TOC WT Chl-a

ST1

Min 6.3 0.4 2.2 1.7 2.0 0.8 

Max 17.6 1.9 10.5 4.0 28.0 33.8 

Avg 11.3 0.9 4.5 2.5 14.2 5.4 

ST2

Min 6.2 0.5 1.6 1.3 0.0 0.9 

Max 19.4 2.5 12.0 3.4 32.0 39.8 

Avg 10.8 1.1 4.3 2.1 15.6 7.6 

ST3

Min 6.8 0.6 1.8 1.1 0.0 0.3 

Max 18.1 2.9 8.9 5.0 30.9 62.5 

Avg 11.0 1.5 4.8 2.4 16.0 15.5 

ST4

Min 6.9 0.5 2.7 1.8 2.0 1.0 

Max 15.9 8.4 13.8 8.4 32.3 163.6 

Avg 11.1 1.9 5.5 3.6 16.2 20.1 

ST5

Min 5.6 1.0 4.4 3.8 1.0 5.0 

Max 18.3 6.7 11.8 7.0 32.0 138.1 

Avg 10.9 2.5 6.8 4.8 16.6 30.3 

ST6

Min 6.1 0.8 2.4 1.3 1.0 0.5 

Max 17.7 6.0 14.0 8.0 32.3 179.8 

Avg 10.7 2.1 5.9 3.3 16.4 30.7 

ST7

Min 5.6 1.0 3.5 1.0 1.0 5.1 

Max 18.1 6.3 10.6 4.7 31.7 251.3 

Avg 11.0 2.4 5.9 2.8 16.9 39.9 

ST8

Min 6.2 0.9 3.3 1.2 1.0 2.8 

Max 17.4 5.8 10.6 4.3 32.3 220.4 

Avg 11.1 2.3 6.0 2.9 17.0 41.3 

ST9

Min 5.4 0.8 2.6 1.0 2.0 6.7 

Max 17.9 5.2 8.8 7.8 32.4 196.7 

Avg 10.8 2.3 5.8 3.0 17.0 35.0 

ST10

Min 4.6 0.8 3.1 1.3 2.0 1.3 

Max 17.5 5.8 13.5 4.2 31.0 298.9 

Avg 10.4 2.3 6.0 2.9 16.6 36.3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water quality components at stations

3.2. 수질 성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이용된 10개 관측소별 수질 성분의 상관성

을 분석하기 위해, 각 관측소에서 10년 동안 관측된 자료

의 월별 평균값을 이용하여 6개 수질 성분 사이의 관측소

별 상관계수를 산정하였다(Table 2).
DO와 수온의 상관계수는 모든 관측소에서 -0.90 이

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낙동강 본류에서 DO와 수온은 

음의 강한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온이 낮

은 겨울에는 하천수의 산소 용해도가 증가하여 DO가 증

가하고, 수온이 높은 여름에는 하천수의 산소 용해도가 

감소하고 강우에 의한 유기물의 다량 유입과 분해 과정

에서 미생물 등에 의한 호흡 활동이 활발하므로 DO가 

감소한다(Ahn et al., 2016). DO와 TOC의 상관계수는 

-0.30~-0.87 정도로서 모든 관측소에서 음의 상관성을 

나타낸 것은 하천수에 유기물이 유입되면 이를 분해하기 

위한 미생물의 호흡량이 증가하여 하천수 내 DO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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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ox-whisker plots of water quality components at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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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nthly box-whisker plots of water quality components.



471낙동강 본류에서 장기관측 자료를 이용한 DO, BOD, COD와 그 영향인자의 상관관계 및 TOC 분해율

Station DO-TOC DO-WT BOD-COD BOD-Chl-a COD-TOC COD-Chl-a

ST1 -0.76 -0.97 0.86 0.60 0.73 0.55 

ST2 -0.54 -0.98 0.79 0.85 0.78 0.77 

ST3 -0.87 -0.97 0.81 0.76 0.98 0.84 

ST4 -0.84 -0.98 0.76 0.59 0.99 0.57 

ST5 -0.30 -0.98 0.71 0.48 0.10 0.63 

ST6 -0.73 -0.96 0.60 0.50 0.85 -0.17 

ST7 -0.63 -0.97 0.57 0.66 0.83 0.33 

ST8 -0.69 -0.97 0.16 0.52 0.79 0.13 

ST9 -0.49 -0.97 0.26 0.58 0.65 0.25 

ST10 -0.43 -0.94 0.53 0.79 0.35 0.43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water quality components at stations

DO BOD COD TOC WT Chl-a

DO 1.00

BOD -0.01 1.00

COD -0.38 0.79 1.00

TOC -0.32 0.47 0.70 1.00

WT -0.95 0.10 0.46 0.36 1.00

Chl 0.18 0.83 0.63 0.24 -0.12 1.00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water quality components for all data 

하기 때문이다.
BOD와 chl-a의 상관계수는 0.48~0.85 정도로서 모

든 관측소에서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이는 조류의 증

식으로 인한 chl-a의 증가로 인해 이를 분해하는데 필요

한 BOD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Jung et 
al.(2017)에 의해 낙동강 중류와 하류의 4개 보 구간에서 

BOD와 chl-a의 상관계수는 0.292~0.671, Na et 
al.(2016)은 낙동강 수계 중점관리하천인 35개 지류의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BOD와 chl-a의 계절별 상

관계수가 0.455~0.619 정도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BOD는 미생물에 의한 생분해성 유기물의 분해율에 대

한 가장 적정한 지표로서 본 연구 결과에서도 생분해성

이 높은 chl-a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07).

COD와 TOC의 상관계수는 ST5와 ST10 관측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0.65 이상으로 높은 양의 상관성을 보

였으며, COD는 BOD에 비해 유기물의 분해율이 높아서 

TOC를 설명하는 지표로서 더욱 적합하므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Kim et al., 2007). 국내의 낙동강 

지류에서 관측된 수질 자료를 이용하여 COD와 TOC의 

상관성을 연구한 결과들에서도 그 상관계수가 0.783~ 
0.963(Na et al., 2016), 0.990(Na et al., 2015), 0.796 
(Kim et al., 2013)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 낙동강의 상류부와 중류부에 해당하는 ST3과 ST4 관
측소에서 COD와 TOC의 상관계수가 0.98과 0.99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낙동강 본류에서 수질 성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

해, 각 관측소에서 10년 동안 관측된 모든 자료의 월별 

평균값을 이용하여 6개 수질 성분 사이의 상관계수를 산

정하였다(Table 3). 또한 상관계수가 높은 DO와 수온, 
BOD와 chl-a, BOD와 COD, COD와 TOC의 회귀함수

를 추정하였다(Fig. 4). 낙동강 본류에 위치한 10개 관측

소 자료를 모두 이용하여 산정한 상관계수는 DO와 수온

이 –0.95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BOD와 COD는 

0.79, BOD와 chl-a는 0.83, COD와 TOC는 0.70으로 

높았다(Table 3). 수온에 의한 DO의 회귀함수는 선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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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for all data.

으로 감소하였으며, 기울기는 –0.22 정도이고 결정계수

는 0.90으로 매우 높았다(Fig. 4). chl-a에 의한 BOD의 

회귀함수와 COD에 의한 BOD의 회귀함수는 증가하는 

멱함수(power function)가 적합하였으며, 결정계수는 

각각 0.83과 0.66으로서 높았다. 낙동강 하류에서 chl-a
에 대한 영향인자 회귀 모델 결과에서 BOD만을 이용한 

경우의 결정계수는 0.665로 보고되었다(Lim et al., 
2015). TOC에 의한 COD의 회귀함수는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적합하였으며, 기울기는 2.98 정도이고 결정계수

는 0.58로서 높았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는 낙동강 지

류에서 TOC와 COD의 회귀함수는 선형함수가 적합하

였으며, 그 결정계수가 0.979(Na et al., 2015) 및 

0.61~0.67(Kim et al., 2013)으로 보고된 바 있다.

3.3. 관측소별 TOC에 대한 BOD와 COD의 분해율 산정

낙동강 본류에서 10개 관측소별 BOD-C와 COD-C
를 산정한 후, TOC에 대한 BOD와 COD의 분해율

(BOD-C/TOC, COD-C/TOC)을 Table 4에 정리하였

다. TOC에 대한 BOD의 분해율은 상류에서 하류로 갈

수록 증가하고, 관측소별 분해율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범위는 각각 15.5~36.3%와 1.3~8.8%로 나타났다. 
TOC에 대한 COD의 분해율은 상류와 하류에서 높고 중

류에서 낮고, 관측소별 분해율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범

위는 각각 57.4~89.6%와 1.4~10.5%로 나타났다. 낙동

강 본류 10개 관측소 전체의 평균은 BOD 분해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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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Efficiency

(BOD-C/TOC)
Efficiency

(COD-C/TOC)

Avg SD Avg SD

ST1 15.5 1.3 74.7 7.2 

ST2 22.6 3.2 84.4 10.5 

ST3 25.7 2.7 83.7 3.4 

ST4 21.9 2.7 62.8 1.4 

ST5 20.8 5.0 57.4 9.6 

ST6 26.3 4.9 74.4 5.5 

ST7 36.3 6.2 89.6 6.2 

ST8 34.2 6.1 86.5 5.7 

ST9 31.8 5.7 79.8 7.7 

ST10 33.2 8.8 87.7 9.5 

Table 4. Efficiencies of BOD and COD for TOC at stations (unit: %)

26.8%, COD 분해율이 78.1% 정도로서 TOC에 대한 

COD의 분해율이 BOD의 분해율보다 약 3배 정도 높으

므로 TOC를 설명하는 지표로서 COD가 BOD보다 더

욱 적합함을 알 수 있다. Kim et al.(2007)의 연구 결과

에서는 낙동강에서 TOC에 대한 BOD와 COD의 분해

율이 각각 22.4±13.3%와 40.6±16.4%로 산정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 비교하면 BOD의 분해율은 유사하지만 

COD의 분해율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Kim et al.(2007)
의 연구 결과에서는 COD와 TOC의 회귀함수 결정계수

가 0.323으로 낮았고 본 연구에서는 회귀함수의 결정계

수가 0.58 정도로서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낙동강 본류 전체 구간에서 생분해성 유기

물의 분해에 필요한 용존산소 요구량보다는 난분해성 유

기물의 분해에 필요한 용존산소 요구량이 더욱 많으므로, 
낙동강 본류에 유입된 유기물의 총량과 분해 과정은 

BOD보다는 COD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본류에 위치한 10개 관측소에

서 10년(2008~2017년) 동안 관측된 수질 성분에 대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TOC 분해율을 산정하여, 용존산

소량과 생화학적/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변동과 그 영향인

자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관측소별 수질은 낙동강 본류의 상류부에서 하류

부로 갈수록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류에

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하류부로 갈수

록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BOD, COD, TOC의 양이 중

류부의 ST5에서 가장 높은 것은 ST4와 ST5 사이에서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는 금호강과 회천에 의한 유기물의 

유입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2) DO와 수온의 상관계수는 모든 관측소에서 –0.90 

이상으로 낙동강 본류에서 DO와 수온은 음의 상관성이 

매우 높았다. BOD와 Chl-a의 상관계수는 0.48~0.85 정
도로서 모든 관측소에서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이는 

조류의 증식으로 인한 chl-a 성분의 증가로 인해 이를 분

해하는데 필요한 BOD 성분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COD와 TOC의 상관계수는 ST5와 ST10 관측소를 제

외하고는 모두 0.65 이상으로 높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

으며, 낙동강의 상류부와 중류부에 해당하는 ST3과 ST4 
관측소에서 COD와 TOC의 상관계수가 0.98과 0.99로
서 매우 높았다.

3) 수온에 의한 DO의 회귀함수는 선형적으로 감소하

였으며, 기울기는 –0.22 정도이고 결정계수는 0.90으로 

매우 높았다. chl-a에 의한 BOD의 회귀함수는 증가하는 

파워함수가 적합하였으며, 결정계수는 0.83로서 높았다. 
TOC에 의한 COD의 회귀함수는 증가하는 로그함수가 

적합하였으며, 기울기는 2.98 정도이고 결정계수는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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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높았다.
4) TOC에 대한 BOD의 분해율은 상류에서 하류로 갈

수록 증가하고, 관측소별 분해율의 평균은 15.5~36.3%
로 나타났다. TOC에 대한 COD의 분해율은 상류와 하

류에서 높고 중류에서 낮고, 관측소별 분해율의 평균은 

57.4~89.6%의 범위로 나타났다. 낙동강 본류 10개 관측

소 전체의 평균은 BOD 분해율이 26.8%, COD 분해율

이 78.1% 정도로서 TOC에 대한 COD의 분해율이 

BOD의 분해율보다 약 3배 정도 높았으며, 이는 TOC를 

설명하는 지표로서 COD가 BOD보다 더욱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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