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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solve water quality problem of domestic dam reservoir, many projects have been

performed in a point of view to restoration of water qual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effect of release from sediment on water quality and release characteristics.

Daecheong dam reservoir was investigated for two years, from 1998 to 1999. 

The nutrient release rates of Daecheong reservoir is less than foreign eutrophic reservoir at

anoxic condition. For the evaluation of the effect of nutrient release on water quality, internal

and external loading was calculated at Daecheong reservoir. As total phosphorus loading from

sediment is calculated 9.3 ton/yr and inflow loading from Daecheong reservoir watershed 118

ton/yr, internal loading shows the portion of 7.88% to external loading. At this study, because

sampling point was choosed at the point where much sediment is accumulated, experimental

result is more than average release rates. Because Daecheong reservoir shows complete thermal

stratification and anoxic condition below 30m from water surface in summer seasons, released

phosphorus from sediment can not transfer to epilimnion and eventually resettles. Therefore

sediment has insignificant impacts on water quality on Daecheong dam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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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부분의 국내 다목적 댐은 유역면적이 넓고

댐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도 많아

매년 7월경이나 장마 이후에는 조류의 서식환경

이 좋아져 조류의 대량 발생으로 물 이용에 지장

을 받고 있다.7) 일반적으로 댐 저수지에서 수화

(水華: water bloom)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여과

지 폐색 등으로 정수공정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

고, 냄새발생 등과 같은 문제로 수돗물에도 나쁜

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류가

저수지 수면에 부유하여 서식함으로 경관을 해치

게 되기도 한다.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한 방법은 양염 조절법

(Nutrient Control Methods)과 생체의 통제나 제거

법(Methods for Control or Removal of Biomass)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양염 조절법에는 양염류전환, 희석과 세척,

인 고정화, 퇴적물산화, 퇴적물 제거 및 정체층

방류 등의 방법이 있는데10)16) 그 중에서 호소바

닥의 퇴적물 제거가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한 하

나의 방법으로 거론됨에 따라 본 연구를 실시하

다. 준설을 수질개선의 수단으로 채택하는 경

우에는 우선 용출에 의한 수질 향을 먼저 조사

하여야 하며 그후에 준설 작업이나 준설 폐기물

의 투기에 의해 오염물질의 부유나 확산, 생태계

의 교란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다.8) 호소의 퇴적물들은 대부분 수층에서 침강하

여 형성된 것으로 일정기간 축적되어 있다가 분

해, 확산, 재부유, 생물교란 등의 생물·물리·화

학적 과정에 의해 다시 수층으로 용출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수질 및 수

생태계에 대한 퇴적물의 향은 오래 전부터 많

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실

험실에서 이뤄지나12)13)14) 현장에 대형 반응기를

설치하고 실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17) 국내에서

는 90년도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호수 퇴적물로부

터 용출되는 현상을 실험하 으며,1)2)4)5) 해외에

서는 70년대부터 실험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김도한(1990)등이 대청호 10개 지점

에서 호기성 상태에서 용출율을 실험한 것을 시

작으로, 권오헌(1994)등이 혐기성과 호기성 상태

에서의 결과를 발표하 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국내와 외국에서 발표

된 현황을 토대로 대청댐 퇴적물의 용출 현상을

연구하여 다목적댐 저수지에서 퇴적물에 의한 수

질 향을 분석함으로써 저수지 수질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평가방안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대청댐 저수지의 특성

대청댐 저수지의 유역면적은 4,134km2이고 유

로 총 연장은 250km이다. 덕유산 및 속리산 발원

지점에서 시작되는 대청댐 유로는 하류로 유하되

면서 근접 소도시와 농경지를 거쳐 호수로 유입

되는데 대청호로 유입되는 주요지천은 서화천,

봉황천, 남대천, 동천, 초강천, 보청천, 옥천천

등이 있다.

대청댐의 지난 16년간(’81∼’96) 월별 수위현황

(Fig. 1)에 의하면 8월이 월별수위 평균이 가장

높은 EL. 72.20m로 나타났으며, 6월이 월별수위

Fig. 1. 대청호의 월별 수위 현황 (’81∼’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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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 가장 낮은 EL. 64.73m로 나타났다. 대청댐

저수지의 수위에 따라 댐 저수지 내 혐기성 층의

면적이 크게 달라진다. 

수심이 30m 이상 되는 호수에서는 하절기에

뚜렸한 성층현상이 나타나는데, 호수 수층간의

물질전달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성층현상은 용

존산소 농도의 수직 분포에 많은 향을 미친다.

한편 성층현상의 계면에서는 급격한 도차이가

발생하여 이 지점에서 유기물질들의 침전속도는

저하하게 되며, 이들의 분해로 인하여 일시적으

로 용존산소농도는 다른 수층보다 더욱 낮아지게

되어 저수지 수질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

(Fig. 2). 대청호에서의 성층현상은 3월말 표수층

에서부터 수온이 변화하기 시작하여 4월부터 성

층현상을 나타내며, 5월과 6월에는 7∼20m 사이

에서 전이층을 볼 수 있다. 7월 이후부터 여름철

동안에는 30m수심에서 뚜렸한 성층을 이루며 전

이층 이하에서는 약 8℃ 정도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Fig. 2). 또한 일반

적인 호수들의 경우 봄과 가을철에 두 번의 역전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청호의

경우 수심이 깊은 본댐과 청남지역에서의 완전한

역전현상은 겨울철 1회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청댐 저수지에서의 퇴적물 시료채취지점은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심이 가장 깊은 댐

앞지점, 댐과 회남지점의 중간에 위치한 내탑, 가

두리 양식장이 많았던 회남지점, 회남과 장계교

의 중간에 위치한 대정리, 상류유입하천과 가장

가까이 접한 장계교지점 등 5개 지점을 선정하

으며, 대청댐의 부 양화에 관련이 있는 총질소

(TN), 총인(TP) 그리고 용존성 인(PO4-P)의 용

출특성을 실험하 다. 

/ 101

Fig. 3. 시료채취지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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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대청호 댐앞지점에서의 성층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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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장치 및 방법

실험에 사용된 장치의 구성은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채취한 퇴적물 시료를 채운 후 퇴적

물이 부유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현장에서 채수

한 원수를 주입하 다. 시료를 주입한 후에는 대

기로부터의 공기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조

의 상부에 고무판과 아크릴 덮개를 설치한 후

폐상태를 유지하 다. 또한 반응조 내에서 조류의

광합성에 의한 산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

벽하게 차광시켰다. 실험대상지역은 수심이 비교

적 깊고 혐기성상태를 나타내므로 본 실험에서는

이와 같은 현장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N2 gas를 주

입하여 수중의 용존산소를 방출시켜 혐기성 상태

를 유지 시켰으며 온도를 25±1℃로 유지하 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대청댐 저수지의 물질수지

수체의 오염문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서는 수질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 수질오염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첫째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이며 다른 하나는 내부적으로 축적

되어 있는 퇴적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오염이다.

외부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서 점오염원은 비

교적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어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비점오염원의 경우는 발생

경로와 발생주기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제어하

기 어려운 점이 있다. 수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

염물질은 주로 호수 바닥에 침전되어 있는 물질

들이 재차 용출됨으로써 발생하는데, 이는 성층

현상이 발달하여 저수층이 혐기성 상태가 되는

하절기에 특히 심하게 나타난다. 

권오헌7) 등의 보고에 의하면 대청호의 수질변

화에 주요한 원인은 외부적인 오염원에 의한 것

이고, 수체내의 양염류 농도의 변화는 강우 후

에 심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 다. 이

러한 관찰 결과는 유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대

청호와 같이 유역이 넓고 농경지 (19%)와 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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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퇴적물 용출 실험장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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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타당한

해석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의 경우 비점오염물질은 초기강우가

발생하는 4월경과 장마가 시작되는 6, 7월경에 다

량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호소에서

도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하절기에 오염물질의

유입량이 특히 증가되어 유입되는 오염물질은 강

우특성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오염물질의 유입은 하절기에 집중됨으로써 풍수

기와 그 이후에 수질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경향

을 보인다. 따라서 대청호의 수질관리는 비점오

염원의 발생특성 및 이동특성에 대한 분석과 이

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점오염원들은 일반적으로

농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특성이 있으므

로 이에 대한 대책 또한 간과될 수 없다.

대청호로 유입, 유출되는 총인을 실측 또는 산

정한 자료에 따르면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측정

된 대청댐의 양염류 유입량은 유역의 강우량에

따라 다르지만 총인기준으로 년간 118톤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규송7) 등이 1990년도에 실

측한 자료에 의하면, 대청호에 유입되는 총인은 7

월중에 홍수에 의하여 년간 유입량의 38% 가량

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7월~9월중의 하절기에

유입되는 양은 연간 총량의 56% 가량으로 나타

나고 있다. 또한 99년도에 조사한 섬진강댐 저수

지의 경우에도 총 7회의 강우에 의해 유입되는

양염류의 부하가 T-N일 경우 49.3%, T-P일 경

우에는 49.9%로 조사되어 강우시에 유입되는

양염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2. DO, 수온, pH의 변화

호수내에서 양염류의 용출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수층과 저니층간의 농도차, 수온, pH,

용존산소의 농도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용존산소

의 농도 변화는 수중의 산화-환원 조건을 변화시

킴으로써 양염류의 용출특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용존산소 농도는 초기에는 약 2mg/l 정도의

농도를 나타내었으나 질소가스를 주입시킨 후 약

2일 후에는 1mg/l 이하로 감소되었고(Fig. 6), 그

이후에는 0.5mg/l 이하의 혐기성 조건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실험 반응조내의 pH는 실험기간 중

비교적 일정한 pH 정도를 유지하 다(Fig. 5). 

3. 양염류의 용출특성

댐저수지내에서 질소와 인은 부 양화 원인 물

질로 중요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출실험

장치내 상등수의 양염 농도변화를 분석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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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퇴적물 용출실헙시 pH 변화

0 10 20 30

Day

14

12

10

8

6

4

2

0

pH

Fig. 6. 퇴적물 용출실헙시 DO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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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저니로부터 총질소와 총인 그리고 용존성인의

용출량을 산정하 다.

Table 1은 대청호 각 지점의 TN 용출률을 나

타내고 있다. TN의 용출률은 97년 본댐과 회남지

역이 각각 209.2와 191.4mg/m2·day로 비교적 높

은 값을 나타냈으며, 98년에는 용출문제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남지역에서만 실험을 실

시하 다. 용출율은 62.14∼84.72mg/m2·day로 97

년에 비해 용출량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고, ’99년에는 조금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남지점은 ’98년과 동일한 지점에서 시료를 취

해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용출

율이 현격하게 줄어든 것은 중요한 내용으로 평

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99년 결과를 가지고 지점

간 비교를 하면 회남지점이 전반적으로 다른 지

점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심하

게 오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용출실험 장치에서 수행한 대청호 퇴적물의 총

인 용출실험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의 실험결과와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9년에 수행한 다섯 지점의 실험지

역에서 회남지점이 가장 높은 용출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994년에 발표된 총인의 용출량은 2.87∼

10.55mg P/m2/day이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용출

량이 발표되었으나 1999년에는 용출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에 발표된

미국의 Cannonsville호수11) TP용출율에 비해 대청

호의 1999년 용출율이 낮은 것을 보여준다. 1999

년 실험에서 회남지점은 1998년에 실시한 지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시료를 취하여 실시한 것이며

동일한 실험장치로 동일한 실험자가 실험한 결과

여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에도 계속실험을 실시하여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가두리 양식장

이 철거된 효과인 것으로 평가되어 진다.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청호 퇴적

물의 총인 용출률은 혐기성 조건에서 5∼1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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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대청호 각 지점별 TN 용출률

호내 위치 용 출 율 조 건 비 고

장계교 27.05
대정리 5.06
회 남 16.52∼41.97 혐기성

1999년 실험결과
내 탑 30.78
댐 앞 6.20

0 호기성

회 남
62.14∼84.72 혐기성

이요상 외 (1998)
0 호기성

대정리 124.1
회 남 191.4

혐기성 서동일 외 (1997)
내 탑 196.8
본 댐 209.2

호내 위치 용 출 율 조 건 비 고

Table 2. 대청호 각 지점별 TP 용출률

호내 위치 용 출 율 조 건 비 고

장계교 4.12
대정리 5.51
회 남 4.52∼7.86

혐기성
내 탑 6.56 1999년 실험결과
댐 앞 3.38

청주취수탑 3.54
0.0 ∼ 0.807 호기성

회 남 13.02 - 14.38 혐기성
이요상 외 (1998)

회 남 0.052 - 0.065 호기성
대정리 5.52
회 남 9.37

혐기성 서동일 외 (1997)
내 탑 5.54
댐 앞 7.72

회남, 내탑, 0.2 - 4.7 호기성
권오헌 외 (1994)

댐앞 2.9 - 10.6 혐기성
호내 9개 지점 0.1 - 1.2 호기성 이인선 외 (1990)
호내 10개 지점 0.5 - 4.1 호기성 김도한 외 (1990)

1.4 - 4.4 혐기성
Trummen - 호기성

호수(Sweden) 0.65 혐기성
0.023 호기성

Cannonsville
12.9±2.2 혐기성

Erickson, M. J.
호수(미국) 외 (1998)

국외 0.0 - 30.0 호기성
기타 호수 1.0 - 96.0 혐기성

호내 위치 용 출 율 조 건 비 고

(단위:mg/m2·day) (단위:mg/m2·day)



m2·day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문헌

을 통하여 조사한 세계 각국 호수의 혐기성 상태

의 용출률과 비교하여 볼 때 대청호의 용출률은

비교적 낮은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청호

가 비교적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인공호수로서 자

연 호수들에 비하여 유역의 오염원이 침적된 기간

이 길지 않은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Table 3은 조사지점별 용존성 인의 용출

률을 나타낸다. 용존성 인의 용출특성은 총인의

경우와 다르게 변동이 크나 ’97년에 비해 ’98년과

’99년의 용출량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기성상태에서는 인이 용출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오히려 수체중의 인이 제

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98년에 발표

된 Cannonsville reservoir에서 실시했던 실험과 일

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용존성 인

의 용출량은 변동이 크므로 연구를 계속하여 정

확한 용출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4. 퇴적물의 용출이 대청호 수질에 미치는
향

대청호의 수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수심이 깊

고 년중 기온차가 많이 나는 기후 특성으로 인하

여 계절에 따라 많은 물리적 차이를 나타내나

양염 용출과 관련이 깊은 하절기에는 뚜렸한 성

층현상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매년 11월부터 이

듬해 6월까지는 최하층까지 산소가 공급되어 호

기성을 나타내므로 용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나

7월부터 10월까지는 뚜렸한 성층이 나타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뚜렸한 성층현상은 7월

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9월에 가장 크고 뚜렸이

나타나므로 이때부터 퇴적물로부터 용출이 발생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청호에서 용출되는 총인 부하를 산정해 보기

위하여 대청호의 하절기 수표면 표고를 70m라고

보면 이에 대한 유효 저수 면적은 52.7km2가 되

고, 하절기에 용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

은 수심이 30m 이하인 혐기성상태의 퇴적층이므

로 수표면 표고 40m에서의 표면적은 8.16km2이

다. 이를 근거로 뚜렸한 성층기에 용출량을 산정

해 보면, 혐기성분해가 일어나는 면적은 8.16km2

이므로 용출률 5mg/m2·d로 계산하면 3.7톤이며,

수심 30m 이하지역의 호기성 상태에서의 용출량

을 0.5mg/m2·d로 보고 계산하면 2.0톤이 된다.

또한 이기간 이외 시기의 평균 용출률을 0.25mg/

m2·d로 보고 275일간의 용출량을 산정해 보면

3.6톤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년간 총용출량은 9.3

톤이며 이는 유역에서 유입되는 년평균 총인 유

입량 118톤 대비 7.88%에 해당되는 양임을 알 수

있다. 혐기성 및 호기성 상태에서의 용출량은

Table 1과 Table 2를 참조하여 산정하 다.

또한 Bengtsson (1975) 이 분석한 바와 같이 퇴

적물에서 용출되는 인성분은 다시 침강되어 축적

될 수 있다. 그리고 혐기성 상태가 발달하는 시기

는 강력한 성층현상이 발달한 시기이므로 용출된

양물질이 표층으로 이동하기 용이하지 않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점에서 살펴볼 때 대

청호의 하절기 성층현상이 너무나 뚜렸하여 용출

된 양염이 상층으로 이동할 수 없으므로 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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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대청호 각 지점별 PO4-P 용출률

호내 위치 용 출 율 조 건 비 고

장계교 0.612
대정리 0.311
회 남 1.020∼3.550

혐기성
내 탑 2.769 1999년 실험결과
댐 앞 0.463

청주취수탑 2.377
0 호기성

회 남
2.056 혐기성

이요상 외 (1998)
0 호기성

대정리 6.804
회 남 6.768

혐기성 서동일 외 (1997)
내 탑 4.627
댐 앞 3.248

호내 위치 용 출 율 조 건 비 고

(단위:mg/m2·day)



수에 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수심이 30m보다 깊은 지역의 하층 수온이 년중

10℃ 이하이며 10℃ 이하에서는 인의 용출이 발

생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인용 한다면 용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3)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수심이 30m이상되

는 혐기성층에서 양염의 용출은 극히 미량인

것으로 판단되며 상층수에 향이 거의 없는 것

으로 평가된다.

또한 1999년에 실시한 용출실험에서 특이한 현

상을 발견하 는데, 약 4주간의 용출실험이 끝나

고 광합성 방지용 차광시설을 제거한 후에 혐기

성 실험용장치의 퇴적층을 살펴보니 수많은 실지

이가 활동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로 미

루어 볼 때 수많은 저서생물이 퇴적층에 서식하

면서 퇴적유기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섭취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생태학적으로 퇴적물은 저서

생물이 부착 또는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

는 수생태계(水生態界)의 중요한 요소로 수체(水

體)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9)15) 이런 경로

로 양물질이 이동된다면 수층으로의 이동보다

먹이사슬에 의한 양염류 이동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연구결과는 계속연

구를 통하여 규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가 많고 호소 및 하천

관리를 통해 단순한 수질보호뿐만 아니라 건강한

수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종합적인 틀 속에서 추진

될 향후의 수질환경관리를 고려하면 용출보다는

직접적인 저서생물에 대한 악 향을 근거로 퇴적

물 관리기준이 설정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된다.6)

IV. 결 론

댐저수지 퇴적물의 용출실험을 실시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퇴적물의 용출은 주로 혐기성 상태에서만 일

어난다. 총인의 경우 혐기성 상태에서는 3.38

∼7.86mg/m2·day이나 호기성 상태에서는 0

∼0.807mg/m2·day로 아주 미약하다.

2) 대청댐 저수지 퇴적물의 용출량은 외국호소와

비교하여 낮다. 99년 자료에 의하면 대청댐에

서는 총인의 경우 3.38∼7.8mg/m2·day 인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Cannonsville 호소에서는

12.9±2mg/m2·day이고, 지금까지 발표된 외국

호수들의 용출율은 1.0∼96.0mg/m2·day이다. 

3) 저질로부터 용출된 양염의 총인부하는 외부

에서 유입되는 부하대비 7.88%로 미약하며,

대청호 표수층까지 이동하여 부 양화를 심화

시키는 주 요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즉

대청호의 혐기성 조건은 성층현상이 강력하게

발달된 하절기에 형성되므로 이 시기에 인이

용출된다 하더라도 심수층에 머물러 있다가

재차 침강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

문에 대청호 상층의 인 농도에 대한 용출의

효과는 매우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4) 대청댐 저수지의 가두리 양식장 하층의 퇴적

물 용출량은 매년 급격히 줄어든다. 가두리 양

식장이 많았던 회남지역은 총질소의 경우에

1997년에 191.4mg/m2·day 으며 1998년에는

62.14∼84.72mg/m2·day이고, 1999년에는 16.52

∼41.97mg/m2·day로 감소하 고, 총인의 경

우에는 1997년 9.37mg/m2·day에서 1998년에

는 13.02∼14.38mg/m2·day로 증가하 으나

1999년에는 4.52∼7.86mg/m2·day으로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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