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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verify the replacement of COD to TOC, which is more accurate and reliable in analysis, as the 
water quality pollution index an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water quality and the correlations for organic matter, 
suspended solids and nutrient materials during 2012 to 2015. The oxidation rates were compared by calculating the values of 
BOD-C/TOC & COD-C/TOC. The average value of TOC was 3.4(1.1 ~ 8.0) mg/L at 14 sites during the period. The ratios of 
BOD-C/TOC and COD-C/TOC, that mean the resolvability amounts among all carbon materials, were 28.8% and 62.7%, 
respectively.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TOC to COD at all sites was 0.718 (p<0.01), the highest value in comparing all 
item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TOC to COD at Gwangju stream was 0.753 (p<0.01), the highest compare to the values at 
other river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TOC to COD was 0.757 (p<0.01) at all sites in the range of TP-III (0.1≤TP) and 
the value was 0.762 (p<0.01) in the range of TN-II (2.0≤TN<3.0). As a result, TOC could be used as a water pollution index 
of organic matter instead of 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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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1)

하천 수질 리를 한 유기물 오염의 표  지표로 생

물화학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과 화학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을 

사용하여 왔으나,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난분해성 

유기물들이 증가하고, 우수와 청소용수 같은 비 오염원이 

하천에 유입됨에 따라 수질오염 지표인 BOD와 COD로 하

천 수질을 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 이 제기되고 있

다(Choi et al., 2013; Lee et al., 2013). BOD는 측정과정에

서 독성물질과 난분해성 유기물, 조류, 질산화로 인한 오차

와 5일이라는 분석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COD는 

산화력이 강하여 일부 난분해성 유기물이나 분석시간 등에 

한 문제 을 보완하 으나, 수 의 오염물질 성상, 속

이온, 환원성물질의 향에 한 오차와 분석 후 나오는 

폐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에 한 문제 을 가지고 있다

(Choi et al., 2013; Kim, 2009; Kim, Shin et al., 2007;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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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3; Seong and Park, 2012). 한 환경정책기본법

에서도 2016년 1월 1일부터 COD에 한 항목이 제외됨으

로써 과거자료와 비교하기 한 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

으며, 그 안으로 TOC가 제시되었다.
TOC 시험방법은 2013년 1월부터 수질오염공정시험기

에 추가되었으며, 하천이나 폐수  난분해성 유기물에 

한 지표로 사용되기 시작하 다. TOC 분석방법은 BOD와 

COD에 비해 분석 시간이 짧고 재 성이 뛰어나며, 소량의 

시료로 농도까지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 측정오차를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반면에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 투자비용이 높은 단 이 있지만, 간 으로 

탄소량을 측정하던 기존의 BOD나 COD 방식과는 달리 직

탄소량 측정이 가능함으로, 난분해성 유기물의 증가 추세

악, 빠른 측정결과에 한 실시간 오염원 감시, 기후변화

에 따른 수체 내 유기물질 생성과 악 등 다양한 분야에 

용이 가능하다(Jeong et al., 2014; Seo et al., 2010). 특
히 유기물을 분해성과 난분해성으로 구분할 때 기존의 처

리공정에서는 쉽게 분해 가능한 유기물들이 용되지만, 난
분해성 유기물은 하천수에 지속 으로 잔류하게 되어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해 지속 인 찰

을 통해 처리공정 개선 뿐 아니라 하천수 수질 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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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ampling sites in major streams of Gwangju. (Site 1~5 : Gwangju stream, Site 6~8 : Yeongsan river, Site 9~10 : 
Hwangryong river, Site 11~12 : Pungyeongjeong stream, Site 13~14 : Sewage effluents, STP : Sewage treatment plant)

서 TOC 분석이 보다 더 요시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내에서는 TOC 도입을 해 2001년 유기오염물질 지표

환에 한 연구에서 BOD와 COD, TOC 항목에 한 분

석방법을 비교하 으며, 2004 ~ 2006년까지 수행된 물환경

종합평가방법 개발조사연구에서는 하천  호소에 용되

어온 BOD와 COD에 한 문제 을 심도있게 분석하 다. 
이후 2008년 공공수역의 유기물질 환경기  지표 환  

리, 정책방향연구를 통해 공공수역 내 TOC 기 을 설정

하 으며, 2011년 TOC 환경기  설정에 따른 환경 향분

석 연구 등을 통해 2013년 TOC의 수질  수생태 환경기

을 마련하 다(Choi and Han, 2011; Lee et al., 2001; 
MOE, 2006, 2008, 2015; Son and Kim, 2015).
하지만 하천수에서 COD항목 기  용이 TOC로 변경됨

을 고려할 때, 유기물 항목 간의 상 성 분석은 과거자료

의 유기물 항목 간 상 계를 정립하고 향후 수질 리 기

설정에 매우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지역 하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상으로 TOC와 다른 수질항목의 연간 농도 변화와 하천 

수계별 농도변화를 조사하여 TOC와 유기물 오염 지표항목

간의 산화율을 비교하고, TOC와 양염류(TP, TN) 등 다

른 항목간의 상 계를 분석하 다. 한 양염류의 농도 

구간별 TOC와 CODMn의 상 계  회귀분석을 진행하

여, 양염류의 유기물 지표에 한 향을 고찰하 다. 
주지역 하천 수질의 통계학 인 분석을 통하여 기존에 탄

소성분의 수질오염지표로 사용되어 온 CODMn를 TOC로 

체 사용하는 부분에 한 검증과 재 성이 우수한 TOC 

항목 주의 하천 유기물 수질 리를 통해 효과 인 수질

보 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조사 상

본 연구에서는 주 역시 행정구역 내에 치해 있는 

산강 수계의 본류와 주요지천을 연구 상으로 하여, 주

천에 5지 (Site 1~5), 산강에 3지 (Site 6~8), 황룡강에 

2지 (Site 9, 10), 풍 정천에 2지 (Site 11, 12), 산강 

본류로 유입되는 주 1, 2하수처리장 방류수에 2지 (Site 
13, 14)으로 총 14지 을 상으로 하 으며, 조사 상 지

은 Fig. 1과 같다. 이  Site 1과 Site 10은 국가 물환경

측정망이고, 그 외 지 은 주 역시 물환경측정망이다.
산강은 하천길이가 111.7 km이며, 유역면 이 3,455 km2

로, 남 담양에서 발원하여 주 역시 구간의 약 32.6 km
를 통과하여 남 나주로 이어진다. 주천은 하천길이가 20.0 
km, 유역면 이 133.4 km2로 지방 1･2  하천이며, 주

역시 시가지를 지나 산강 류로 유입된다. 황룡강은 하

천길이가 43.8 km, 유역면 이 985.8 km2 인 산강 1지류

로, 장성군에서 주 역시 용진산과 어등산 사이로 유입되

며, 약 9.4 km 구간을 통과하여 산강과 합류한다. 풍 정

천은 하천길이가 14.0 km, 유역면 이 68.9 km2로, 남 

장성에서 발원하여 주 역시 내 하남산업단지와 수완지

구 주거단지 등 약 7.0 km 구간을 통과하여 산강으로 합

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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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verage concentrations of water pollution index in major streams of Gwangju(mean ± standard deviation)

year TOC
(mg/L)

BOD
(mg/L)

COD
(mg/L)

SS
(mg/L)

TN
(mg/L)

TP
(mg/L)

Chl-a
(mg/m3)

Gwang
ju

stream

2012 2.8±1.0 3.1±1.8 5.0±2.0 5.1±3.8 4.330±2.013 0.176±0.100 21.8±28.8 
2013 3.1±0.8 3.6±1.5 5.1±1.3 5.7±3.3 3.992±1.992 0.115±0.056 16.1±15.8 
2014 3.6±0.9 3.3±1.8 6.6±1.5 8.6±6.6 4.224±2.788 0.073±0.022 35.3±44.8 
2015 3.0±0.9 2.2±1.2 6.8±2.0 10.2±7.3 3.668±1.780 0.067±0.059 14.2±16.4 

Yeong
san 

river

2012 3.3±1.3 3.3±1.8 5.3±2.6 8.4±4.5 2.901±1.464 0.140±0.122 38.1±33.9 
2013 3.8±1.0 3.6±1.5 5.8±1.8 6.3±2.6 2.741±1.511 0.104±0.047 34.8±35.2 
2014 4.3±1.4 3.7±1.8 8.3±2.1 9.9±4.8 3.029±2.056 0.094±0.038 58.7±50.9 
2015 3.8±1.1 2.6±1.5 8.2±2.3 9.3±5.2 2.945±1.947 0.073±0.031 28.3±30.4 

Hwang
ryong
river

2012 2.6±0.7 2.4±1.3 4.1±1.6 6.3±2.1 1.783±0.579 0.090±0.047 34.0±37.9 
2013 2.6±0.8 2.2±0.7 3.9±1.4 4.3±1.7 1.552±0.635 0.061±0.015 14.5±11.0 
2014 3.2±0.9 2.8±1.2 6.3±1.6 6.6±2.6 1.628±0.526 0.061±0.014 34.6±37.9 
2015 2.8±0.8 1.7±0.4 6.2±1.4 6.2±2.6 1.549±0.566 0.042±0.018 17.6±15.0 

Pung yeong
jeong stream

2012 3.0±1.2 3.2±1.4 5.0±2.0 6.3±3.2 2.425±0.630 0.114±0.043 12.0±6.2 
2013 3.1±1.0 3.0±0.9 4.6±1.1 8.1±4.1 2.036±0.650 0.095±0.029 8.5±3.3 
2014 3.9±1.6 3.2±1.3 7.5±1.8 8.7±5.5 2.022±0.459 0.091±0.022 29.8±37.1 
2015 3.4±1.0 2.7±1.1 8.3±2.1 15.8±13.3 2.133±0.509 0.087±0.032 11.9±11.3 

Sewage 
effluents

2014 3.9±1.0 2.1±0.2 6.9±0.8 1.5±1.2 8.609±2.992 0.046±0.023 5.9±21.7 
2015 4.2±0.8 1.6±0.9 7.2±0.9 2.0±1.3 9.786±2.148 0.058±0.027 0.8±0.5 

2.2. 시료채취  분석

시료채취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4지 에 

해 매월 장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 다. 모든 시험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 에 따랐으며, Temperature, pH, DO, 
EC 등은 장에서 측정하 으며, 채수한 시료는 4°C 냉암

소에 보 하여 실험실로 운반 후 BOD와 CODMn, TOC, 
SS, TN, TP, Chlorophyll-a 등의 항목을 분석하 다(MOE, 
2016). TOC 분석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  의해 무기탄소를 

사 에 제거하여 잔류 총유기탄소를 측정하는 비정화성 

유기탄소 방법으로 기기의 분석 조건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Operating conditions of TOC analysis used in this 
study
Items Operating conditions

Measurement method 680°C combustion catalytic oxidation
Detecter NDIR
Catalyst Platinum catalyst(high sensitivity)
Measurement range 0~35,000 mg/L
Detection Limit 4 µg/L
Measuring Time Approx. 3 min
Sample injection volume 50 µl
Carrier gas High purity air
Dilution No

2.3. 분석방법의 정도 리

분석결과에 한 신뢰성을 확인하게 해 수질오염공정

시험기 (정도보증/정도 리)를 통한 방법검출한계, 정량한

계, 정 도, 정확도를 산출하여 정도 리를 수행하 다. 정
제수에 정량한계 부분의 농도를 첨가한 시료 7개를 비하

여 동일하게 분석한 후 표 편차를 구하여, 3.14를 곱한 값

을 방법검출한계로 10을 곱한 값을 정량한계로 하 다. 정

제수의 정량한계의 10배가 되도록 동일하게 표 물질을 첨

가한 시료를 4개 이상 비하여 동일하게 측정하여 정확도

와 정 도를 구하 다. TOC를 정도 리 한 결과 방법검출

한계는 0.081 mg/L, 정량한계 0.259 mg/L, 정 도 1.6%, 
정확도 98.3% 이었다.

2.4.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ver. 20.0)
를 사용하 다. 각 항목에 해 지 별로 연평균과 표 편

차 등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하 고, 수질오염지표간 상 성

을 분석하 으며, TOC의 경우는 수계별로 TP와 TN 농도 

구간에 한 상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두 변수간 

선형 인 상 계를 악하여 한 변수와 다른 변수와의 

련성을 악하고자 Pearson 상 계수(Correlation Coeffi-
cient, r)를 구하 으며, 상 계수의 범 는 -1 ~ +1까지로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 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Park et al., 2013).

3. Results and Discussion

3.1. 주지역 주요하천의 수질특성

주지역 하천 수계별 수질오염지표간 오염도를 비교하

기 해 주천, 산강, 황룡강, 풍 정천, 하수처리장으로 

구분하여 연간 평균과 표 편차를 Table 2에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조사기간 동안  지역의 평균 TOC 농도는 

3.4 mg/L이고, BOD 농도는 2.8 mg/L, CODMn 농도는 6.2 
mg/L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조사지

에 추가됨에 조사지 의 포함 이 에 비하여 연평균 농도

는 증가하 으나, 개별 하천별로는 큰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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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verage water quality each items in major streams of Gwangju. (GS : Gwangju stream, YR : Yeongsan river, HR : 
Hwangryong river, PS : Pungyeongjeong stream, SE : Sewage effluents)

TOC를 비롯한 다른 수질오염지표간 2012년에서 2015년
까지 연평균 농도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과거 2009년 연구

결과(TOC 농도 5.1 mg/L, BOD 농도 5.5 mg/L, CODMn 
농도 7.8 mg/L) 보다는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경향을 보

다(Seo et al., 2010). 이는 수질오염 감시설 설치 등 수질

오염총량 리의 향으로 단되며, 특히 2012년 7월 이후 

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운 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 

배출 수계인 주천과 산강 등에서의 TP 농도가 크게 

감소되었다.
조사기간 동안 주지역 수계별 수질오염지표별 평균은 

Fig. 2에 나타냈다. 수계별 평균 TOC 농도는 주천은 3.2 
mg/L이며, 산강 본류는 3.8 mg/L, 황룡강은 2.8 mg/L, 
풍 정천은 3.3 mg/L,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4.1 mg/L로 이 

 산강 본류에서 TOC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지 이 하수처리장 방류지  하류에 치하는 

향으로 단된다. 반면에 황룡강은 산구 어등산 주변을 

흐르며, 도심이나 산단을 거치지 않아 다른 수계에 비해 

오염이 은 것으로 보여지며, 그 결과로 TOC와 다른 수

질오염지표는 부분 낮은 농도로 나타났다. 풍 정천의 경

우 주지역 내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동시에 유량이 어 

다른 수계보다 강수나 다른 향에 따라 오염원의 변동 폭

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의 경우 하천 경  조성

공사로 인한 SS가 높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주천의 경우

에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상류로 펌핑하여 유량은 일정하

게 유지되고 있으나, 도심 내부를 통과하고, 우수 로에서 

강수 시에 도심지역의 오염물이 지속 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TOC와 유기물오염지표(BOD, CODMn)의 산화율 비교

하천별로 유기물 오염도 지표인 BOD 농도와 CODMn 농
도를 탄소농도로 환산하여 TOC 농도에 차지하는 비율을 

평가한 결과, 조사기간 동안  지 의 평균 BOD-C/TOC
는 28.8%, COD-C/TOC는 62.7%로 나타났다. BOD와 COD 
산화율은 산화되는 유기물 양을 탄소, 산소와 무게비율인 

12/32를 곱하고 유기물 산화시 소비되는 산소와 산화되는 

탄소의 몰비인 1.1로 나 어 탄소의 양으로 환산한 결과이

다(Kim, Jang et al., 2007; Choi et al., 2015).
Fig. 3은 수계별로 유기물과 TOC 산화율을 나타냈다. 하

수처리장 방류수를 제외한 수계의 평균 BOD-C/TOC는

Fig. 3. TOC organic oxidation rate for BOD and COD in 
major streams of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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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OC and other items in major streams of Gwangju
TOC BOD COD SS TN TP Chl-a

BOD 0.439**

COD 0.718** 0.421**

SS 0.365** 0.335** 0.516**

TN 0.238** 0.123** 0.157** -0.223**

TP 0.270** 0.513** 0.199** 0.178** 0.027
Chl-a 0.313** 0.458** 0.376** 0.278** -0.120** 0.283**

EC 0.477** 0.100* 0.365** -0.132** 0.737** 0.049 0.071**

* : p<0.05, ** : p<0.01

31.0%, COD-C/TOC는 63.3%의 산화율을 보 지만 하수처

리장의 경우 BOD-C/TOC가 15.0%, COD-C/TOC는 59.0%
로 다른 수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가 생물학  처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BOD-C/TOC 산화

율이 하천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COD-C/TOC가 낮은 

이유로는 다양한 종류의 하수들을 처리하여 방류하기 때문

에 CODMn로 산화되지 않은 난분해성 유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Seo et al., 2010).
특히, 주천의 경우는 다른 수계에 비해 BOD-C/TOC가 

평균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나 BOD로 측정할 수 있는 

유기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COD-C/TOC도 64.2%로 

다른 수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Site 1에서 60.8%, Site 
5에서 65.8%로 하류로 갈수록 차 으로 증가되는 경향

을 나타냈는데, 이는 도심을 통과하면서 CODMn로 산화되

는 유기물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 역시 구간 내 산강의 경우 상류에서 하류로 갈

수록 BOD-C/TOC와 COD-C/TOC 비율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BOD-C/TOC와 COD-C/TOC는 다른 하천이 

합류되기 인 Site 6에서 22.1%와 57.1% 으나, 다른 하

천이 합류된 Site 8 지 에서 38.8%와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하류(Site 8)로 갈수록 주변 하천과의 합류

와 하수처리장 방류수 등의 향으로 BOD로 측정 가능한 

유기물과 CODMn으로 산화 가능한 유기물이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
2009년 조사에서의 평균 BOD-C/TOC 34.3%와 COD-C/ 

TOC 51.9%에 비해 BOD-C/TOC가 감소하여, 주지역 하천

이 BOD로 측정 가능한 비율은 감소하 으며, 반면 COD-C/ 
TOC는 증가하여, CODMn으로 산화 가능한 유기물의 비율

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Seo et al., 2010). 하지만 BOD
의 경우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지역의 경우에도 체 

탄소 유기물의 약 30% 정도만 반 되고 있어, 상당부분 과

소평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산시 시가지를 흐르는 동천은 BOD-C/TOC가 57.0%이

고 COD-C/TOC 73.9%로 복개된 지천의 하수 거 생활 오･

하수 향이 반 된 결과로 보이며, 부산시 수 강은 BOD-C/ 
TOC는 37.2%, COD-C/TOC는 67.7%로 주지역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반면 유역면 이 큰 낙동강과 한강의 경

우에는 BOD-C/TOC와 COD-C/TOC가 각각 13.0%, 18.0%
와 12.6%, 27.2%로 낮게 나타났다(Choi et al., 2013; Kim, 
Shin et al., 2007).

3.3. TOC와 수질오염지표 간 통계분석

3.3.1. 수질오염지표 간 상 성 분석

Table 3은 주지역 하천수와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측

정된 수질오염지표(TOC, BOD, COD, SS, TN, TP, Chl-a, 
EC) 간의 상 성 분석결과를 나타냈다. TOC와 COD의 상

계수가 0.718 (p<0.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COD와 

SS는 0.516 (p<0.01), BOD와 TP가 0.513 (p<0.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TOC와 COD, BOD의 경우 유기물의 양을 

나타내는 직･간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상 성이 높

게 나타난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제시되었

다(Seo et al., 2010). 타 수계에서도 유사한 상 성을 보

는데, 부산지역의 경우 TOC와 COD 0.900, BOD 0.588이
으며, 강 수계의 경우 COD 0.921, BOD 0.839로 각각

의 하천별 특성이 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Choi et 
al., 2013).

3.3.2. 수계별 상 성 분석

Table 4는 주지역 하천 수계별로 측정된 TOC와 수질

오염지표간 상 성 분석결과이다.
수계별로는 주천이 TOC와 수질오염지표 간의 가장 높

은 상 성을 나타냈으며, TOC와 COD의 상 계수가 0.753 
(p<0.01)으로 가장 높았으며, BOD (0.642), EC (0.641), SS 
(0.465) 등으로 다른 하천에 비해 높은 상 성을 보 다. 
이는 Site 1과 2지 의 사이에서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하천

유지용수로 유입되고 있으며, Site 2 지 에서 산강 하천

유지용수가 유입되고 있어 연  일정한 유량이 유지가 되

고 있으며, 수질의 농도 변화가 크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황룡강의 경우 오염원은 으나 부분이 농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농사철 유기성 비료에 의한 오염원의 간헐

 유입으로 인한 농도변화로 양염류(TN, TP)에 한 낮

은 상 성이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경우 가장 낮은 상 성을 보 는데, 특히 하수처리장에서 

TOC와 TP, SS가 상 계가 낮은 이유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내 높은 유기물이 배출되는 반면 TP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인이 제거됨과 동시에 SS도 제거되어 방류수 내 

농도 감에 일정부분 기여된 것으로 보여진다(Jeong et 
al., 2014). Chl-a의 경우 수온변화 등 계 에 따라 농도범

(0~183.2 mg/m3)가 크게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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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OC and other items by water system in major streams of Gwangju
Water resources parameters BOD COD SS TN TP Chl-a EC
Gwangju stream TOC 0.642** 0.753** 0.465** 0.257** 0.403** 0.518 0.641**

Yeoungsan river TOC 0.454** 0.723** 0.487** 0.070 0.284** 0.340 0.631**

Hwangryong river TOC 0.252* 0.652** 0.242* -0.306** 0.084 0.274 0.481*

Pungyeongjeong stream TOC 0.388** 0.677** 0.483** 0.093 0.254* 0.123 0.318**

Sewage effluents TOC 0.099 0.138 -0.137 0.483** -0.028 -0.123 0.247
* : p<0.05, ** : p<0.01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N and TP concentration degrees with other items for TOC
Nutrients parameters BOD COD SS TN TP Chl-a EC

TP-I TOC 0.301* 0.554** -0.195 0.645** 0.146 0.028 0.751**

TP-II TOC 0.394** 0.713** 0.335** 0.258** 0.162** 0.235** 0.502**

TP-III TOC 0.368** 0.757** 0.437** 0.250 0.122 0.349** 0.398**

TN-I TOC 0.478** 0.669** 0.367** -0.090 0.472** 0.291** 0.665**

TN-II TOC 0.418** 0.762** 0.528** 0.020 0.263** 0.277** 0.479**

TN-III TOC 0.435** 0.708** 0.316** 0.344** 0.223** 0.382** 0.482**

* : p<0.05, ** : p<0.01
TP-I : TP<0.04, TP-II : 0.04≤TP<0.1, TP-III : 0.1≤TP
TN-I : TN<2.0, TN-II : 2.0≤TN<3.0, TN-III : 3.0≤TN

    (a) TP     (b) TN
Fig. 4. Regression analysis between COD and TOC of TP and TN.

3.3.3. 양염류(TN, TP)에 한 상 분석  회귀분석

주지역 주요 하천은 환경정책기본법의 하천 생활기

에 ‘좋음(Ib)’과 ‘약간좋음(II)’의 등 을 유지하고 있어, 이
를 기 으로 TP과 TN의 농도 구간을 3단계로 구분하여 구

간별로 TOC와 수질오염지표와의 상 분석을 실시하 으

며, 회귀분석은 각각의 농도 별로 TOC와 상 성이 높은 

COD를 기 으로 분석하 다. TP-I 구간은 좋음(Ib)의 기

인 0.04 mg/L 미만이며, TP-II 구간은 약간 좋음(II) 구간인 

0.04 mg/L 이상에서 0.1 mg/L 미만, TP-III는 0.1 mg/L 이
상으로 농도 구간을 설정하 다. TN의 경우에는 하천 생활

환경기 에 농도가 제시되지 않아 ‘하천에서의 양물질

리를 한 총질소 환경기 에 한 연구’를 참고하여 TP에 

해당되는 농도 구간으로 TN 농도도 3단계 구간으로 설정

하 다. TN-I 구간은 2.0 mg/L 미만이며, TN-II 구간은 2.0 
mg/L 이상에서 3.0 mg/L 미만이며, TN-III의 경우는 3.0 
mg/L 이상으로 구간을 설정하 다(Kim et al., 2015).

Table 5는 TP와 TN의 농도 구간에서 TOC와 수질오염지

표 간의 상 계를 나타냈다. TP 농도 구간에 따른 TOC와 

수질오염지표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TOC와 COD의 

경우 TP-I은 0.554 (p<0.01)이 으며, TP-II는 0.713 (p<0.01), 
TP-III는 0.757 (p<0.01)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 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TOC의 경우 TP농도가 낮은 경우보다 높

은 경우에 부 양화를 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N 농도 구간에 따른 TOC와 수질오염지표 간 상 계

를 분석한 결과 TOC와 COD의 경우 TN-I은 0.669 (p<0.01)
이 으며, TN-II는 0.762 (p<0.01), TN-III는 0.708 (p<0.01)
로 TN-II에서 가장 높은 상 계를 나타내었다. TN/TP의 

비는 44.8로 인의 농도에 따라 조류의 성장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인다(Park and Cha, 2013).
Fig. 4는 TP와 TN의 농도 구간별 TOC와 COD의 회귀분

석 결과이다.
TP의 경우 TP-I에서 결정계수(R2)가 0.307로 가장 낮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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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TP-II는 0.508, TP-III는 0.574로 나타났다. 결정계수가 

가장 높은 TP-III에서 COD = 1.545 TOC + 0.839의 회귀식을 

산출하 다.
TN의 경우 TN-I에서 결정계수(R2)가 0.448로 나타났고, 

TN-II는 0.580, TN-III은 0.502로 나타났다. 결정계수 값이 

가장 높은 TN-II에서 COD = 1.480 TOC + 1.342의 회귀식

을 산출하 다.
TP의 0.04 mg/L 미만에서 회귀식의 결정계수  기울기

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TN의 2.0 mg/L 미만에서

도 결정계수  기울기 값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농

도의 양염류에서는 TOC와 COD의 회귀식 용에 오차

가 발생할 것으로 단된다.

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주지역 내 치해 있는 수계를 상으

로 TOC 등 유기물과 양염류의 수질변동특성과 각 항목

별 산화율  상 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주지역 하천 수계별 TOC 농도를 비교한 결과, 조사기

간 동안 주지역  지 의 평균 TOC 농도는 3.4 (1.1~ 
8.0) mg/L로 나타났으며, 산강 본류가 3.7 mg/L로 가장 

높았고, 황룡강은 2.8 mg/L로 가장 낮았다.
2) TOC에 한 다른 유기물의 산화율을 비교한 결과,  지

에서 BOD-C/TOC는 28.8%, COD-C/TOC는 62.7%로 

나타났다. 주지역 수계에서도 BOD의 산화율은 타 연

구결과와 유사하게 체 탄소 유기물  약 30% 정도만 

반 되고 있었다.
3) TOC와 COD와의 상 계수가 0.718 (p<0.01)로 가장 높았

으며, TOC 항목에 한 기 도도, BOD, SS와의 상

계수는 각각 0.477, 0.439, 0.365 순이었다.
4) 수계별로는 주천에서 TOC와 COD의 상 계수가 0.753

(p<0.01)로 가장 높았고, 산강, 풍 정천, 황룡강 순이

었는데,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경우 TOC와 COD의 상

계는 매우 낮았다.
5) 양염류 3단계 농도 구간별 상 성분석 결과, TP의 경우 

TP-III (TP≤0.1 mg/L)에서 TOC와 COD의 상 계수가 

0.757 (p<0.01)로 가장 높았으며, TN의 경우 TN-II (2.0≤
TN<3.0 mg/L)에서 상 계수가 0.762 (p<0.01)로 가장 높

았다. TP 0.04mg/L 이하에서는 0.554 (p<0.01)로 TOC와 

COD의 상 성이 상 으로 낮았다.
본 연구를 통해 유기물 항목 간 통계학 인 유의성 분석

결과 COD를 TOC로 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TP, TN 농도구간에서 두 항목간의 상 성이 높게 나타나 

연구결과가 향후 TOC 심의 유기물 지표 리에 용 가

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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