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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vironmental policy implementation has been strengthened to protect the source waters in Korea and to improve their 
water quality. Increasing of non-point source caused water quality problem continuously. Research on runoff from forests, 
which occupy over 65% of the land in korea, is insufficient, and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s of storm runoff 
are necessary. In this study, we chose to compare the effects of land use in the form of two types of forest distribution and then 
gathered data on storm characteristics and runoff properties during rainfall events in these areas. Furthermore, the significance 
and influences of the discharges were analyz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lateral runoff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by deducing a formula through CODMn and TOC regression analysis. At two forest points, for which the basin areas 
differed from each other, flow changed according to storm quantity and intensity. The peak discharge at point A, where the 
basin area was big, was high, whereas water-quality fundamental items (BOD, CODMn, and SS)  and TOC density were  high 
at point B where the slope and storm intensity were high. Effects of dissolved organic matter were determin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regression formulas for CODMn and TOC were deduced by regression analysis. It is expected that 
the data from this study could be useful as basic information in establishing forest manag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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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비점오염원의 증가에 따라 국내 상수원의 보호 및 수

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증가되고 있다. 물 환경관리 기본

계획에 따르면 한강유역의 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비점오염원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Chung et al., 2014). 비점오염원

은 점오염원과 달리 오염물질의 유출량 및 농도가 예측

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집중처리가 불가능하

여 상수원의 보호 및 수질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Han and An, 2008). 이에 따라,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비점오염원

을 관리하였지만 수질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었다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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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 및 포장지역 등 초기농도가 높은 오염물질

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연구가 되었지만, 산림지역의 

강우유출수가 수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산림은 우리나라 국토의 65% 이상을 차

지하기 때문에 강우유출수의 유출특성 및 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Kim and Kwon, 2005). 
산림지역의 강우유출수는 수변의 지질 지리적 환경

에 의존적이고 생성환경에 따라 고유의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강우 시 토양의 유실 및 낙지 등의 유출에 따라 그 

양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Kim et al., 2010). Michalzik 
et al.(2001)은 강우 시 Dissolved Organic Carbon은 높

은 유기물 함량을 가진 유기물층과 토양 상층부에서 용

존 과정을 통해 계류수 형태로 유출된다고 보고하고 있

으며, 동아시아의 경우 여름철 연간 DOC 유출량의 60
80%, 미국 동부지역의 경우 강우기간 동안 연간 유출

량의 86%의 DOC가 유출된다고 보고하였다(Kawasaki 
et al., 2005; Liu et al., 2003; Raymond et al., 2010; 
Tao, 1998; Zhang et al., 2009). Jeong(2011)은 DOC 
유출량의 48%와 Particle Organic Carbon 유출량의 

84%가 강우 시 유출 되었으며, 210 mm가 내린 한 번의 

강우사상에 의한 POC의 유출량이 연간 유출량의 62%
를 차지하여 극한 강우사상에 의한 토양침식이 수계 유

출 경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산림지역의 

강우유출수는 강우량 차이, 산림의 특성, 수변의 분포의 

차이가 큰 만큼 정확한 유출특성을 파악하기 힘든 것으

로 알려져 있다(Hur et al., 2007; Kalbitiz et al., 2003). 
이 같은 실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기본수질항목, TOC 및 

DOC 등의 평가를 통해 유기물질의 농도분포 및 생지화

학적 특성에 대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Kim et al., 2007;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 
-mental Research, 2010).

본 논문은 산림지역의 강우유출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유역면적이 각기 다른 산림지역 2군대를 선정하였

다. 선정된 산림지역에서 발생하는 유출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총 4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기본수질항목

(BOD, CODMn, SS) 및 TOC를 분석하였다. 또한, 유출

특성 및 영향인자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유기물 유입 분석을 위해 적용되고 있는 CODMn의 

적용성을 비교하기 위해 TOC와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 결과를 통해 산림지역의 강우유출특성과 영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대상지점 및 강우 특성

산림지역의 강우유출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강 

수계 30개 중권역 중 산림의 영향을 반영 할 수 있으며, 
충분한 유출 면적을 갖고, 비강우시에도 유출이 발생하

는 3가지 기준을 중점으로 지점을 선정하였다. 선정 지역

은 홍천강 중권역에 위치한 A 지점과 의암댐 중권역에 

위치한 B지점을 선정하였다. 대상지점의 유역분석 결과 

A지점의 유역면적은 2.937 km2이며 유역면적의 99.4%
가 산림으로 형성 된 산림지역이다. 더하여, 유역둘레는 

7.8 km, 유역평균 표고는 469.1 m, 유로폭은 3.2 m 유
역평균경사도는 31°로 조사되었다. A지점의 큰물줄기는 

북북서에서 남남동 방향으로 산릉에 의해 형성된 하곡을 

향하고 있다. 점으로 선택되어진 조사지점에서 모니터링

을 실시하였으며 인공조림지가 형성되어 있지만, 출입이 

통제되어 인위적 영향이 적은 상태로 보전되어있다. B지

점의 유연멱적은 0.227 km2이며 산림 91.7%와 초지 

8.3%로 형성되어있다. 유역둘레는 1.9 km, 유역평균 표

고는 300 m, 유로폭은 1.2 m 및 유역평균경사도는 37°
로 조사되었다. B지점의 모니터링 지점은 점으로 표시하

였으며 북서측의 270 m 산릉, 서북서측의 290 m 산릉 

그리고 남서측의 340 m 산릉의 영향으로 동쪽하곡이 형

성되어 큰 물줄기는 서에서 동으로 향한다. B지점은 조

림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천연림으로만 형성되어 인위

적 영향이 극히 적은 상태로 보전되어있다. B지점은 A지

점과 비교하여 약 13배 정도 작고 유로가 좁게 형성되어 

있으며 경사가 높아 집중강우에 취약한 지점이다. 두 지

점 모두 관이 매설되어있어 유량측정이 용이하며, 비강

우시와 강우시의 유출유량이 집중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유역에 대한 유출특성 해석에 있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각 대상지점의 강우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A지역에서 

거리가 가까운 홍천 관측소와 B지역에서 가까운 춘천관

측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지역에 발생한 강우사상에 

해당하는 선행강우일수, 총 강우량, 강우강도 및 강우지

속시간을 통해 대상지점의 강우특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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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nitoring points.

Content Analysis method Ref.

BOD BOD5 method Standard Method 5210B

CODMn permanganometry
Water contamination 
process test method 

ES 04315.1a

SS Weight Analysis Standard Method 2540D

TOC, DOC, POC Ultrasonic homogenizer Ultrasonic homogenizer JY92-IN

Table 1. Analysis method

2.2.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산림지역 강우유출수의 유출특성 및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지점의 유출수를 채취하였다. 시료 채취는 강

우 시작부터 1시간까지 15분 간격으로 총 5회 이후로 

1~2시간 간격으로 강우종료 시 까지 총 10회의 채수를 

실시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아이스박스에 담아 실험실로 

운반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유출특성을 위해 분석한 항목은 수질기초항목(BOD, 
CODMn, SS) 및 TOC이며 Table 1에 정리하였다.

2.3. 유량측정 및 유량가중평균농도(Event mean 

cincentration, EMC) 산정

원형관의 자연유하에서는 Manning식을 사용하였다. 
원형관(철근콘크리트관) Manning공식 적용 시 조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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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number ADD 
(day)

Total rainfall 
(mm)

Average rainfall
intensity (mm/hr)

Rainfall duration 
(hr)

Event1
(11th on Mar.) 3 36.5 3.04 11

Event2
(22th on Jul.) 5 36 4.5 5

Event3
(3rd on Aug.) 3 10 1.1 5

Event4
(21th on Aug.) 3 37.5 3.75 7

Table 2. The hydrologic analysis of A point 

Event number ADD 
(day)

Total rainfall 
(mm)

Average rainfall
intensity (mm/hr)

Rainfall duration 
(hr)

Event1
(11th on Mar.) 3 56 5.09 7

Event2
(22th on Jul.) 5 23.5 2.61 9

Event3
(3rd on Aug.) 3 6 0.55 9

Event4
(21th on Aug.) 3 89 8.9 11

Table 3. The hydrologic analysis of B point 

수를 0.013을 표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산정식은 (1)과 

(2)와 같다(Kim et al., 2002). 

Q = A×V                                                              (1)
V=1/n×R2/3×I1/2                                                    (2)
여기서 Q:유량(m3/s), A:유수의 단면적(m2), V:유속

(m/s), n=조도계수, R:경심(m) (=A/P), P:유수의 윤

변(m) 와 I:동수경사(분수 또는 소수)

강우 시 유출되는 오염물은 시간대별로 배출되는 부

하가 다르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산술평균 할 경우에는 타당한 농

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비점오염원은 유출과 

농도가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산술평균으로 특정강

우를 대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강우 시 

유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 산정시에는 유량가중평균

농도 (3)을 이용하였다.
 

 





 






  × 

                      (3)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대상지점의 강우분석

A지점과 B지점의 수리수문을 분석하였으며 각 지점

의 강우사상 선행건기일수(Advanced Dry Days), 총강

우량, 평균강우강도와 강우지속시간을 Table 2, 3에 정

리하였다. 선행건기일수는 event당 오염원의 충분한 축

적을 위해 3일 이상의 간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강우 

event 모니터링은 강우시작부터 강우 종료까지 진행하

였다. event 내  4회의 모니터링의 수리수문 분석결과 B
지점은 50 mm이상의 높은 강우가 2회 이상 발생하였으

며, 강우강도 또한 5.09와 8,9 mm/h으로 A지점에 비교

하여 높게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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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Runoff characteristics of the point A and B point.

3.2. 대상지점의 유출특성

강우 시 발생하는 산림지역의 유출특성을 관찰하였으

며, 4회의 event 중 30 mm 이상 강우가 발생된 event1
을 기준으로 A와 B의 유출특성을 나타냈다(Fig. 2). A, 
B지점 모두 도시지역에 발생되는 초기세척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으며, 강우강도의 변화에 따라 유출유량 및 농

도가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산림지역은 강우량 및 

강우강도에 따라 유출유량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

(Lee et al., 2006).  A지점과 B지점의 농도 유출특성을 

비교한 결과 B지점의 유출 농도는 강우강도 및 유량의 

유출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Choi et al.(2009)에 연

구에 따르면 유역 표고가 40-310 m, 유역 경사가 5-36°,
유역면적이 0.29 km2의 산림특성 지점의 모니터링을 실

시한 결과 강우강도 및 유량의 변화에 따라 농도유출이 

비슷하게 변화됨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A지점은 B지점

과 비교하여 강우강도 및 유량의 변화에 따라 SS 농도유

출의 경향이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임사면

의 각도가 높고, 유로가 좁은 B지점에서 강우강도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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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number EMC(SS)
mg·L-1

EMC(BOD)
mg·L-1

EMC(CODMn)
mg·L-1

EMC(POC)
mg·L-1

EMC(DOC)
mg·L-1

EMC(TOC)
mg·L-1

Event1
(11th on Mar.) 5.18 1.51 2.29 0.30 1.40 1.70

Event2
(22th on Jul.) 2.38  2.25 3.79 0.21 3.71 3.93

Event3
(3rd on Aug.) 0.60  1.19 1.62 0.03 2.63 2.66

Event4
(21th on Aug.) 5.17 1.92 3.00 1.09 4.08 5.17

EMC average 3.33 1.72 2.68 0.41 2.96 3.37

Table 4. Event mean concentration of A point 

Event number EMC(SS)
mg·L-1

EMC(BOD)
mg·L-1

EMC(CODMn)
mg·L-1

EMC(POC)
mg·L-1

EMC(DOC)
mg·L-1

EMC(TOC)
mg·L-1

Event1
(11th on Mar.) 15.13 2.34 4.08 0.46 2.74 3.20

Event2
(22th on Jul.) 3.17 5.24 7.66 0.37 6.46 6.84

Event3
(3rd on Aug.) 1.20 2.48 3.09 0.06 3.17 3.23

Event4
(21th on Aug.) 19.16 5.17 11.00 2.51 6.27 8.78

EMC average 9.67 3.81 6.46 0.85 4.66 5.51

Table 5. Event mean concentration of B point 

가함에 따라 많은 양의 토사가 유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Kang et al.(2009)의 연구에 따르면 산림의 유출수 측정 

시 강우강도에 따라 SS의 농도가 높게 유출되었으며, 강
우강도와 유출농도와의 상관성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또
한, 기저유량은 A지점 20 m3/h, B지점 37 m3/h으로 산

출되었으며, 유역면적이 큰 A지점보다 B지점의 기저유

량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강우가 시작되고 첨두유량은 

A지점이 B지점보다 높게 관찰되었으며, A지점은 첨두

유량에서 기저유량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약 4시간이 걸

리는 반면, B지점은 강우종료 2시간 전부터 점차 유량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유역면적의 크기에 따라 모니터링 

지점까지 강우유출수가 도달하는 유달시간에 의해 유출

특성이 나타났으며, 강우강도의 증가에 따라 유량의 변

동폭도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A지점과 B지점의 유출농도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4 
event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A지점의 BOD5의 EMC평

균농도는 1.72 mg/L, CODMn은 2.68 mg/L, SS는 3.33 
mg/L, DOC는 2.96 mg/L POC는 0.41 mg/L 와 TOC
는 3.37 mg/L로 분석되었다. B지점의 BOD5의 EMC평

균농도는 3.81 mg/L, CODMn은 6.46 mg/L, SS는 9.67 
mg/L, DOC는 4.66 mg/L POC는 0.85 mg/L와 TOC는 

5.51 mg/L로 나타났다(Table 4, 5). Kang et al.(2009)
에 따르면 임야유역에서 발생되는 EMC 농도는 BOD 
1.53 mg/L, CODMn 3.86 mg/L와 SS 31.7 mg/L로 보

고하였으며, Yur and Kim(2005)의 연구 결과 또한 SS
를 제외한 항목에서 비슷한 범위를 나타냈다. Kang et 
al.(2009)의 연구에 따르면 3영급 천연림에서의 모니터

링을 실시하였으며, 9.75 mm/hr의 높은 강우강도 시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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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fall Flowrate SS BOD CODMn POC DOC

Flowrate
0.762

0.000

SS
0.125 0.389

0.502 0.031

BOD
0.243 0.442 -0.161

0.188 0.013 0.388

CODMn
0.442 0.575 0.017 0.889

0.013 0.001 0.926 0.000

POC
0.232 0.344 0.754 -0.214 0.024

0.208 0.058 0.000 0.247 0.898

DOC
0.195 0.072 -0.534 0.708 0.669 -0524

0.294 0.698 0.002 0.000 0.000 0.002

TOC
0.243 0.129 -0.457 0.723 0.719 -0.409 0.991

0.187 0.491 0.010 0.000 0.000 0.022 0.000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of A point 

Rainfall Flowrate SS BOD CODMn POC DOC

Flowrate
-0.333

0.067

SS
0.740 -0.467

0.000 0.008

BOD
-0.015 0.576 -0.065

0.936 0.001 0.730

CODMn
0.315 0.489 0.183 0.878

0.084 0.005 0.326 0.000

POC
0.339 -0.171 0.489 0.569 0.585

0.062 0.359 0.005 0.001 0.001

DOC
-0.079 0.600 -0.125 0.931 0.825 0.540

0.674 0.000 0.503 0.000 0.000 0.002

TOC
-0.038 0.545 -0.065 0.934 0.837 0.613 0.996

0.841 0.002 0.728 0.000 0.000 0.000 0.000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of B point 

유출이 평균 31.7 mg/L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A지

점과 B지점 모두 다른 논문들과 비교하여 SS의 유출이 

적게 나타났지만, B 지점은 강우강도가 8.9 mm/hr까치 

증가할 시 평균 19.16 mg/L의 SS가 유출되어, 강우강도

에 따라 SS의 값이 크게 유출되었다. 

3.3. EMC 및 강우특성과의 상관성

총 4회의 모니터링을 통해 관찰 된 A지점과 B지점의 

농도 및 유량은 강우량과 강우강도의 변화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Lyou et al.(2006)에 따르면 산림지역은 강우

량 및 강우강도에 따른 영향이 크며, 강우량 및 강우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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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te B site

Fig. 3. Regression analysis of A and B point.

의 증가에 따라 유출농도가 증가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유량 및 분석항목별 다각적인 해석을 위해 강우량, 유량 

및 분석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과 Table 7에 나타냈다. 상관분석은 0 P-value 
<0.05에서 유의성을 갖고 1 R-value>0에서 1에 가까

울수록 영향이 크다(Kang et al., 2009). A지점은 유량

과 BOD와 COD가 유의성이 관찰되었으며, BOD와 

CODMn, DOC 및 TOC가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
히. TOC-DOC의 상관관계가 유의성 0.991로 영향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B지점은 BOD, CODMn, 
DOC 및 TOC와 유량과 유의성을 띄며 R-value가 각각 

0.576, 0.489, 0.600 및 0.545로 나타나 유량에 증가에 

따라 유기물 농도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또한, SS를 제외

한 전반적인 항목별 농도의 증가가 총괄적 지표인 TOC
와 유의성이 나타났으며, DOC의 유의성이 0.996으로 

1에 가까워 B지점 또한 용존성 오염원의 영향이 큰 것으

로 관찰되었다. 반면, A지점과 다르게 TOC-POC의 상

관관계도 0.613으로 유의성을 나타냈다. 강우 시 산림유

출수내 유기물 총괄적지표인 TOC 발생은 용존성 유기

물이 큰영향을 끼치며, 유역평균경사도 및 유로의 폭 등

의 산림특성에 따라 입자성의 유기물의 영향이 관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4. CODMn & TOC 농도의 상관관계

유기물 오염원 평가지표인 BOD와 COD는 오랜 측정

시간과 오염원의 발생 등의 문제로 대안 분석방법을 찾

고 있다. 수계관리와 관련하여 유럽 및 선진국에서는 

COD기반의 유기물 지표의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TOC의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Choi et al., 
2012; Choi et al., 2000). 국내에서도 수계 유기물에 대

한 수질항목을 CODMn에서 TOC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

다. 두 항목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존 수질항

목인 CODMn을 이용한 각각 예측 TOC 회귀식은 A지점 

TOC=0.6567CODMn+0.9664 (R2=0.5177), B지점 TOC 
=0.8206CODMn+0.5559 (R2=0.6999)로 산출되었다. 
식은 CODMn 농도값을 통해 TOC의 농도를 예측이 가능

하다, Lee et al.(2016)에 연구에 따르면 5년 동안 강과 

호소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CODMn-TOC의 결정계

수가 0.57~0.87의 범위에서 분석되었다. 3년 동안 오수

천 유역의 COD-TOC의 회귀식 분석에서도 0.629~0.866
으로 결정계수가 분석되었다. 결정계수를 높이기 위해 

TOC와 상관성이 없는 인자들의 제외와 실험분석에 영

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영향에 대해서 보고하였다(Park 
et al., 2014). 본 연구에서도 다소 낮은 0.5177(A지점), 
0.6999(B지점)의 결정계수가 분석되었으며, 다른 유역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TOC와 상관성이 없는 인자

들의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4. 결 론

본 논문은 산림지역의 강우유출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강우특성이 다른 2지점의 유출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통계분석을 통해 강우특성과 EMC농도의 상관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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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Mn-TOC간의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산림지역의 특

성에 따라 유출수의 유출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유역면

적, 유역평균경사도, 유역표고 및 유로의 폭이 다른 2지
점에서 모니터링 하였다. A지점의 산림특성은 유역멱적 

2.937 km2, 유역평균경사도 31°,유로 폭 3.2 m 및 유역

표고 469 m이며 B지점은 유연멱적 0.227 km2, 유역평

균경사도 37° 유로 폭 1.2 m 및 유역표고 300 m으로 조

사되었다. 
A지점은 강우강도 및 유량의 변화에 따라 유출 농도 

경향이 뚜렷하지 않지만, B지점은 유출강우강도 및 유량

에 따라 유출농도의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임사

면의 각도가 높고, 유로의 폭이 좁은 B지점에서 강우강

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량의 토사 및 오염원이 유출된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유출특성은 강우시작 4시간 후 첨

두유량에 도달하였고, 첨두유량에서 기저유량까지 약 4
시간 후 도달하였다. 반면 B지점은 강우시작 1시간 후 

첨두유량에 도달하였으며, 강우종료 2시간 전부터 점차 

유량의 감소되었다. 이 결과는 유역에서 모니터링 지점

까지 도달하는 유달시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강
우강도의 증가에 따라 유량의 변동폭도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A지점의 BOD5 EMC평균농도는 1.72 mg/L, 

CODMn은 2.68 mg/L, SS는 3.33 mg/L, DOC는 2.96 
mg/L POC는 0.41 mg/L 와 TOC는 3.37 mg/L, B지점

의 BOD5의 EMC평균농도는 3.81 mg/L, CODMn은 

6.46 mg/L, SS는 9.67 mg/L, DOC는 4.66 mg/L POC
는 0.85 mg/L 와 TOC는 5.51 mg/L로 분석되었다. 분
석 된 EMC농도와 강우특성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TOC
와 DOC의 상관성이 각각 R-value 0.991, 0.996으로 가

장 높게 산출되었다. 또한, B지점은 TOC-POC의 상관

성이 0.613으로 나타나 POC의 영향도 함께 나타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A지점은 TOC-POC의 상관성이 

-0.409로 TOC가 증가 시 POC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강우 시 산림유출수 내 용존성 오염원이 TOC 
발생에 큰 영향을 끼치며 유역평균경사도 및 유로의 폭

등의 산림특성에 따라 POC의 영향이 변화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회귀분석을 통해 두 지역의 CODMn-TOC 상관식을 도

출하였으며 A지점과 B지점 각각 TOC=0.6567CODMn 

+0.9664 (R2:0.5177), TOC=0.8206CODMn+0.5559 

(R2:0.6999)으로 산출되었다. 식을 통해 CODMn 농도값

을 통해 TOC의 농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
소 낮은 결정계수가 분석되어 TOC와 상관성이 없는 인

자들의 대한 추가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

문은 산림지역 관리대책과 비점오염물질의 원단위 산정

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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