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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runoff characteristics of South-Han river watershed in terms of refractory organic matters were investigated. The 
concentrations of DOC, POC, R-DOC, R-POC in runoff and flow rates were determined by monitoring 27 times in dry season 
and 4 times in rainy season. The concentrations of the dissolved refractory organic matter, R-DOC was the lowest in fall and 
similar in the other dry seasons. The particulate refractory organic matter, R-POC showed less fluctuation than R-DOC. In 
summer, mass loading was the highest than other dry seasons. The concentrations of R-DOC, R-POC were showed to be 
affected by runoff volume. The mass loading grows higher as runoff volume gets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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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한강 수계 주요 취수원인 팔당호는 수도권 2300만 국민

의 식수원으로 그 수질 리에 있어서 항상 심의 상이 

되어 왔다. 팔당호에서의 최근 15년간 BOD와 COD의 수

질 변화를 살펴보면 생분해성 유기물 지표가 되는 BOD는 

감소하는 반면 난분해성 유기물을 포함하는 COD는 지속

인 증가 추세에 있다(국립환경과학원, 2005; 김재구 등, 
2007). BOD의 감소와 COD의 증가는 수계 내 난분해성 유

기물질의 지속 인 유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난분해성 유기물질 증가는 고도처리  막 여과공정에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조류의 증식 등 2차 인 상수원오

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허진 등, 2006). 이러한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증가 원인으로는 오염원과 비 오염원에 의

한 난분해성 유기물의 지속 인 유입으로 단되고 있다. 
이 게 난분해성 유기물질이 증가 되고 있지만 수계 내 난

분해성 유기물질 조사는 체로 휴믹물질에만 치 되어 있

어 기존 연구결과를 수질정책에 반 하기 어렵다(이보미 

등, 2009).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기존 수질 항목인 

DOC, POC, TOC등의 유기물질 항목을 조사하 고, 그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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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들을 이용한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함께 조사하 다. 본 

연구의 모니터링 상 유역으로는 팔당호 지류  북한강

과 더불어 팔당호에 많은 향을 끼치고 있는 남한강이다

(한명수 등, 1993). 남한강 유역을 상으로 건기 시 난분

해성 유기물질의 유출특성과 강우 시 난분해성 유기물질 

유출특성을 조사하 고 그 결과를 통해 월별, 계 별 난분

해성 유기물질의 유출 특성과 강우 시 난분해성 유기물질

의 유출 특성을 연구하 다.

2. 연구방법

모니터링 지역은 경기도 여주군 사면 이포지역에 치

하고 있는 이포 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 으며 그 치

가 Fig. 1에 나타내었다. 건기 시 시료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하여 측정 분석한 시료이

며, 강우 시 시료는 2008년 1회와 2009년 3회, 총 4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 다. 하천의 채수지 은 한강물환경연구

소와 수질  유량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 오염

총량 리조사 연구사업의 일환인 수역별 수질, 수량 측망 

운   평가 과제에서 수행하는 지 과 일치하도록 하

다. 수질분석을 한 강우 시의 시료 채취는 강우 시작  

장에 미리 기하여 모니터링 비를 완료하 으며 강우

량에 따라 농도곡선이 달라지므로 지속 으로 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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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the monitoring location.

Turbidity를 측정하여 채수 여부를 결정지었다. 강우가 소

강상태를 보인 이후부터는 Turbidity와 강우로 인해 증가한 

유량 변화가 일정해질 때까지 채수하 다(이병수 등, 2008).
채수된 시료는 강우사상이 끝난 후 곧바로 실험실로 운

반되어 유기물질 농도(DOC, POC, TOC)를 측정하 다. 측
정 방법은 용존 유기물질인 DOC의 경우 500°C에서 2시간 

태운 GF/F 섬유여지(Whatman, PA)에 시료를 여과한 후, 
총유기탄소 분석기(Shimadzu V-series, TOC-CPH)를 사용

하여 측정하 고, 각 시료 당 3회 반복 측정하여 얻은 측

정값의 평균으로 나타내었다. 입자상 유기물 농도인 POC의 

경우 채취한 시료를 0.7 um 유리 GF/F 섬유여지(Whatman, 
PA)를 통과시킨 후, 걸러진 입자를 105°C에서 10분동안 

건조 회화 후 원소분석기(Flash EA1112)를 사용한 유기탄

소(%) 측정을 통해 결정하 다(APHA et al., 1998). DOC
와 POC를 합한 값을 TOC로 정의하 다.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는 하천  하폐수 시료의 생분해도 실험에서 가장 많

이 사용되는 20°C 온도에서 28일 암실배양 후 동일한 실

험을 통해 최종 남아있는 총 유기탄소 농도로 정의하 다

(Servais et al., 1999).
건기 시와 강우 시를 분리하기 한 방법으로 주 지하수 

감수곡선법, 수평직선 분리법, N-day법과 수정 N-day법 등

의 다양한 방법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수평직선 분리

법을 통해 기 유출과 직 유출을 분리하 다. 이러한 기

유출과 직 유출의 분리를 통해 강우로 인한 직 유출을 

제거하여 건기 시 부하량을 산정하 다. 건기 시 부하량 

산정의 경우 한달에 한번 시료를 채취한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는 채취한 한번의 농도와 직 유출이 제거

된 기 유출의 한달 평균 유량을 곱하여 산정하 다. 한 

달에 2회씩 건기 시 시료를 채취한 2009년 3월부터 2009
년 11월까지의 경우 채취한 한 번의 농도와 2주마다 기

유출의 평균유량을 곱하여 2주 동안의 건기 시 부하량을 

산정하 다. 강우 시 부하량의 경우 총 유출용 과 강우 

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얻은 시료의 각 농도를 곱하여 강우 

시 총 부하량을 산정하 고, 이 게 계산된 결과 값에 기

 부하량을 고려하여 강우로 인한 부하량을 산정하 다

(김이형과 강주 , 2004).

Table 1. Number of dry season sampling.
Site Date Number of sampling

South-Han river
2008.6 ~ 2009.2 9

2009.3 ~ 2009.11 18

3. 결과  고찰

3.1. 건기 시 경안천 유역의 유기물질 유출 특성

월별, 계 별에 따른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유출특성을 규

명하기 해 남한강 유역에서 건기 시 모니터링을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는 월 1회 실시하 고 2009년 3월
부터는 월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 다. 모니터링 시기는 

강우로 증가되는 유량과 농도를 배제하기 해 많은 강우

로 인해 선행건기일수 3일을 충족할 수 없는 7월과 8월을 

제외하고 선행건기일수가 3일 이상 되도록 하 다. Fig. 2
는 DOC, POC, TOC 등의 유기물질과 R-DOC, R-POC, 
R-TOC 등의 난분해성 유기물질 농도를 건기 시 유량과 함

께 나타낸 것이고 Table 2는 남한강 유역의 계졀별 건기 

시 평균 유기물질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DOC의 경우 0.58~3.14 mg/L의 범 를 보 으며 평균 

1.89 mg/L의 값을 나타내었다. 동 기의 경우 1.72mg/L의 

평균값을 보 으며, 철 평균 농도는 평균은 2.07 mg/L의 

값을 나타내었다. 여름에는 2008년의 경우 2.10 mg/L, 
2009년은 2.07 mg/L, 마지막으로 가을에는 0.79 mg/L, 2.07 
mg/L의 평균값을 보 다. 총 유기물질인 TOC 농도의 경우 

3.22 mg/L의 평균값을 보 으며 2008년 여름에 평균 4.15 
mg/L의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계  변화를 보면 

2008년 여름에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 후 가을에 농도가 

낮아진 뒤 동 기에 축 된 유기물질로 인해 철에 농도

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 다. 2009년 여름의 경우 많은 강우

로 인한 쓸림 상으로 인해 DOC와 POC 모두 2008년도에 

비해 작은 농도를 보 다. 총 유기물질인 TOC의 경우에는 

POC보다는 DOC의 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POC의 경우에도 2008년 가을과 2009년 을 보면 TOC
에 상당한 향을 주는 것으로 단된다. DOC와 POC 모
두 계  향과 유량의 향을 같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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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ganic matter

(b) Refractory organic matter
Fig. 2. Tendency of organic matter concentration during dry season at South-Han river watershed.

Table 2. Analysis of seasonal organic matter concentration during dry season at South-Han river watershed

Site Date DOC
(mg/L)

R-DOC
(mg/L)

POC
(mg/L)

R-POC
(mg/L)

TOC
(mg/L)

R-TOC
(mg/L)

R-DOC
/DOC

R-POC
/POC

R-TOC
/TOC

South-Han 
river

Summer
(08.6~08.8) 2.10 1.53 2.05 1.22 4.15 2.75 0.73 0.59 0.66

Autumn
(08.9~08.11) 0.79 0.48 2.43 1.46 3.29 1.94 0.61 0.60 0.59

Winter
(08.12~09.2) 1.72 1.40 0.96 0.67 2.68 2.07 0.81 0.70 0.77

Spring
(09.3~09.5) 2.07 1.52 1.64 0.47 3.71 1.99 0.74 0.29 0.54

Summer
(09.6~09.8) 2.07 1.61 0.84 0.48 2.91 2.09 0.77 0.57 0.72

Autumn
(09.9~09.11) 2.07 1.43 0.76 0.52 2.83 1.96 0.69 0.69 0.69

Average
(08.6~09.11) 1.89 1.39 1.32 0.70 3.22 2.09 0.73 0.57 0.66

3.2. 건기 시 남한강 유역의 난분해성 유기물질 유

출 특성

난분해성 유기물질인 R-DOC의 경우 0.37~1.96 mg/L의 

범 를 보 으며 평균 1.39 mg/L의 값을 나타내었다. DOC
와는 다르게 2008년 여름과 2009년 여름에 가장 높은 평

균 값이 1.53 mg/L와 1.61 mg/L의 평균값을 보 으며, 

체로 DOC와 동일한 경향을 보 다. R-DOC의 경우 DOC
에 비해 일정한 농도로 유출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

은 DOC와 유출 경향은 유사하지만 DOC 농도에 비해 농

도 변화가 다는 것을 의미한다.
R-POC의 경우에는 2008년 여름과 가을과 높은 농도를 

보인 일정한 농도로 유출되었으며 POC와도 큰 상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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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centration of organic matter (b) Ratio of organic matter
Fig. 3. Statistical summaries of organic matter concentration during dry season at South han river watershed.

Table 3. Seasonal organic mass loadings during dry season at South-Han river watershed

Site Date Avg. Flow
(m3/s)

DOC
(ton/month)

R-DOC
(ton/month)

POC
(ton/month)

R-POC
(ton/month)

TOC
(ton/month)

R-TOC
(ton/month)

South-Han 
river

Summer
(08.6~08.8) 352.23 1045.46 779.03 1032.92 618.61 2078.37 1397.64

Autumn
(08.9~08.11) 180.49 381.00 242.42 1132.65 645.58 1513.65 887.33

Winter
(08.12~09.2) 100.80 451.44 246.45 248.00 131.36 699.45 377.80

Spring
(09.3~09.5) 99.63 545.36 338.16 419.99 119.59 965.35 456.41

Summer
(09.6~09.8) 402.75 2077.57 1878.49 800.70 599.14 2878.27 2477.62

Autumn
(09.9~09.11) 87.07 468.08 322.33 179.90 115.76 647.97 438.08

Average
(08.6~09.11) 201.38 828.15 634.48 635.69 371.67 1463.84 1005.81

보이지 않았다. 건기 시 R-POC의 경우 계 과 유량에 의

한 향을 받지 않아 R-DOC에 비해 일정한 농도로 유출

되는 특성을 보 다. 총 난분해성 유기물질인 R-TOC의 경

우 TOC와 마찬가지로 R-DOC의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OC와 R-TOC의 비교결과 난분해성 유기물질

인 R-TOC가 TOC에 비해 변동 폭이 어 TOC보다 일정

한 농도의 유출 형태를 보 다.
Fig. 3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남한강 유역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계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3의 통계

화 한 값들을 보면 용존성 물질들에 비해 입자성 물질들이 

농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변동 폭의 경우 용존

성 물질에 비해 입자성 물질의 변동폭이 어 일정한 유출

특성을 나타냈다. Fig. 3의 (b)의 유기물질  난분해성 유

기물질 비율을 나타내는 값들의 경우 다른 값들에 비해 

R-DOC/DOC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건기 시 DOC의 부분이 난분해성 유기물질이라는 

것을 보여 다. 그에 비해 R-POC/POC의 비율은 간값이 

0.5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지표인 

R-TOC/TOC의 경우에는 0.67의 간값을 보 다. TOC  

용존성 유기물질의 비의 경우, 간값은 0.65로 나타났으며 

R-TOC의 용존성 유기물질의 비의 경우 0.74의 간값을 나

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TOC에 비해 R-TOC가 더 많은 

용존성 유기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여 다.

3.3. 건기 시 남한강 유역의 유기물질 부하량 유출 특성

남한강 유역 건기 시 유입부하량의 경우 TOC와 R-TOC
의 값 모두 여름에 다른 계 에 비해 많은 양이 유출되는 

것을 보 으며, 평균유량이 었던 1월에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많은 강우로 인해 평균유량이 가장 높았던 7월
에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다.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
까지를 연간 유기물질 부하량으로 살펴보면 총 5256 ton의 

TOC가 유입되었고 이  난분해성 유기물질인 R-TOC의 

경우 3119 ton이 유입되었다. 1년  여름에 체 유기물

질의 40%인 2078.4 ton이 유입되었으며. 난분해성 유기물

질의 경우엔 체 유기물질의 45%인 1397.6 ton이 여름에 

유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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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ydro- and polluto- graph of event 1

   

(b) Hydro- and polluto- graph of event 2

   

(c) Hydro- and polluto- graph of event 3

   

(d) Hydro- and polluto- graph of event 4

Fig. 4. Tendency of organic matter concentration during rain events at South-Han river watershed.



남한강 지역의 건기 시, 강우 시, 난분해성 유기물질 유출 특성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Quality, Vol. 27, No. 3, 2011

311

Table 4. Event table for monitored event

Site Event Date ADD
(days)

Rainfall
(mm)

Duration
(hr)

Avg. rainfall intensity
(mm/hr)

Runoff volume
(m3)

South-Han 
river

1 08.07.22 1 231 70.0 3.3 530,078,088.0
2 09.04.20 141 24 8.7 2.76 1,873,141.0
3 09.06.09 5 24 89.5 0.27 13,426,338.0
4 09.07.09 1 454.5 142.0 3.20 1,085,301,336.0

Table 5. Inflow EMC of South-Han River (mg/L)

Site Date DOC
(mg/L)

R-DOC
(mg/L)

POC
(mg/L)

R-POC
(mg/L)

TOC
(mg/L)

R-TOC
(mg/L)

R-DOC
/DOC

R-POC
/POC

R-TOC
/TOC

South-Han
river

08/07/22 3.04 2.75 6.24 5.75 9.27 8.50 0.90 0.92 0.92
09/04/20 5.02 1.50 5.31 0.82 10.33 2.32 0.30 0.15 0.22
09/06/09 0.92 3.31 1.03 0.39 1.95 3.71 3.60 0.38 1.90
09/07/09 1.76 1.63 1.95 2.03 3.72 3.67 0.93 1.04 0.99

3.4. 강우사상 개요

Table 4는 남한강 유역의 강우 사상에 따른 모니터링 수

행 결과로서 남한강 유역의 모니터링은 2년에 걸쳐 4회를 

실시하 고, 2008년도에 1회, 2009년도에 3회를 실시하

다. 1차년도 모니터링은 7월에 한번 실시하 고 2차년도에

는 4월에 1회, 6월에 1회, 7월에 1회 실시하 다. 강우량의 

경우 24 ~ 454.5 mm까지 다양한 강우를 모니터링 하 으며 

선행건기일수는 1~141일로 나타났다. 강우강도는 2008년 7
월 강우 Event에 3.3 mm/hr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2009년 6월 강우 Event에 가장 은 값인 0.27 mm/hr의 

강우강도를 나타냈다.

3.5. 강우 시 남한강 유역의 유기물질 유출 특성

Fig. 4는 총 4회의 강우 Event동안 유출된 유기물질의 유

량  농도 곡선으로 남한강 유역의 강우 시 유기물질의 

유출 특성은 강우가 소강상태를 보인 후에도 지속 으로 

유출이 일어나는 것을 보 다. 강우량이 었던 2차 Event
와 3차 Event의 경우 유입유량에 따라 유입 유기물 성분의 

농도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었으나, 강우가 많았던 1
차 Event와 2차 Event의 경우 기존 연구결과와 같은 유량

에 따라 농도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Li et al., 2003, 2005).
강우  난분해성 유기물질인 R-DOC와 R-POC 모두 

DOC와 POC와 동일한 경향 확인할 수 있었으며, 두 값의 차

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강우가 은 

Event와 강우와 많은 Event 농도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은 

강우인 2차와 3차 Event에서 유기물질과 난분해성 유기물질

의 농도 차이가, 많은 강우인 1차와 4차 Event에 비해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많은 강우가 유출될 시 유기물

질의 부분이 난분해성 유기물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3.6. 강우 시 남한강 유역의 유기물질 부하량 유출 특성

남한강 유역에서의 유량 가  평균 농도인 EMC를 도표

화한 Table 5를 보면 용존성 유기물질 보다는 입자성 유기

물질인 POC가 체 강우 이벤트에서 강우 모니터링을 실

시한 달의 건기 시 농도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 난분해성 유기물질인 R-DOC와 R-POC의 경우에

도 부분의 강우 모니터링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한 달의 

건기 시 농도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R-DOC
의 경우 최  약 2.2배, R-POC의 경우 최  약 3배 이상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난분해성 유기물질 비율을 나타내는 

값들을 보면 R-DOC/DOC의 경우 부분의 Event에서 모

니터링을 실시한 달의 건기 시 비율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 는데 이것은 건기 시 난분해성 유기물질 농도에 비해 

강우 시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유입 농도가 높다는 월등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R-POC/POC의 경우엔 많은 강우가 

왔던 1차와 4차 Event에 높은 비율 값을 보 으며 은 강

우가 왔던 2차와 3차 Event에서는 낮은 비율 값을 보 다. 
이것은 강우량이 많은 이벤트의 경우 은 강우에 비해 높

은 비율로 난분해성 유기물질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R-TOC/TOC의 경우 유출용 (Total runoff volume)이 가장 

었던 2차 Event를 제외하고 높은 비율로 난분해성 유기

물질들이 유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율들

을 본다면, 강우 시 유입되는 유기물질 내에는 난분해성 

유기물질이 건기 시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강우 시 남한강 유역의 유기물질 부하량을 도표화 한 

Table 6을 살펴보면 강우량이 많았던 1차와 4차 Event의 

용존성 물질인 DOC와 R-DOC가 모니터링을 실시했던 달

의 한달 부하량의 약 43~78%의 부하가 한 번의 이벤트에 

유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입자성 물질의 경우에도 용존성 

물질과 마찬가지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던 달의 한달 부하량

의 약 149~269%에 이르는 부하가 한 번의 이벤트에 유입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강우 시 들어

오는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양이 건기 시 난분해성 유기물

질의 양에 비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여 다.
유기물질과 난분해성 유기물질들의 요소를 통계한 결과

인 Fig. 5(a)를 보면 다른 항목에 비해 POC와 R-POC의 값

이 범 가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용존성 

물질에 비해 강우 시 입자성 물질이 일정한 농도로 유출되

는 것을 의미한다. TOC와 R-TOC의 용존성 유기물질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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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nflow organic mass loadings of South-Han River (ton/event)

Site Date Runoff volume
(m3)

DOC
(ton/event)

R-DOC
(ton/event)

POC
(ton/event)

R-POC
(ton/event)

TOC
(ton/event)

R-TOC
(ton/event)

South-Han 
river

08/07/22 530,078,088.0 1609.61 1458.59 3307.76 3047.75 4915.73 4507.18
09/04/20 1,873,141.0 94.05 28.09 99.41 15.45 193.46 43.53
09/06/09 13,426,338.0 12.35 44.47 13.81 5.28 26.16 49.75
09/07/09 1,085,301,336.0 1910.79 1777.70 2121.27 2205.81 4032.06 3983.51

(a) Concentration of organic matter (b) Ratio of organic matter
Fig. 5. Statistical summaries of organic matter’s EMC during rain events at South-Han river watershed.

를 보면 TOC의 경우 POC의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

타났고, R-TOC는 용존성 유기물질인 DOC의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OC에 비해 R-TOC가 용존성 유기

물질에 더 많은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것은 POC보다 DOC의 난분해성 유기물질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 다.

4. 결 론

1) 건기 시 남한강 유역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유출특성은 

R-DOC의 경우 DOC와 동일한 경향을 보 으며, DOC
의 약 73%가 R-DOC인 것으로 나타났다. R-POC의 경

우에는 월별, 계 별, 유량별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고, 
POC와도 큰 상 성을 보이지 않았다. R-TOC의 경우 

R-DOC의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분해

성 유기물질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R-TOC/TOC의 경

우에는 0.67의 간값을 보 다. 건기 시 유입부하량의 

경우 여름에 1년 총 난분해성 유기물질 부하량의 45%
가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량의 향을 많이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강우 시 남한강 유역의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유출 특성

은 강우가 소강상태를 보인 후에도 유출이 일어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체 인 물질의 농도가 유량과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난분해성 유기물질인 

R-DOC와 R-POC 모두 DOC와 POC와 동일한 경향을 

보 으며, 은 강우보다 큰 강우일 때 유기물질의 부

분이 난분해성 유기물질로 나타났다.

3) 한 난분해성 유기물질인 R-DOC와 R-POC 모두 부

분의 강우 모니터링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한 건기 시 농

도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R-POC의 경

우 최  약 3배 이상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R-POC의 

경우 많은 강우가 왔던 Event의 농도가 건기 시 농도에 

비해 높은 농도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R-TOC/TOC의 값은 부분의 Event에서 높은 비율로 

난분해성 유기물질들이 유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강우 시 남한강 유역의 유기물질 부하량은 유출용

이 클수록 많은 부하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
은 강우가 왔던 Event의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양이 건

기 시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양에 비해 상당히 많은 양

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OC는 POC의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R-TOC는 R-DOC의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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