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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rban stormwater runoff is the one of the most extensive causes of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in streams in urban 
areas. Especially, in the Suyeong River watershed, non-point sources from urban-residential areas are the most 
common cause of water pollution. Also, it has been ascertained that BOD and COD as indexes of organic matter, 
have limitation on management of Suyeong River’s water quality. In this study, changes of organic matter properties 
of Suyeong River from inflow of non-point source during rainfall were investigated. Fractions of organic matters 
were analyzed using water samples collected at two sites (Suyeong River and Oncheon Stream) during a rain event. 
Variations of dissolved organic carbon (DOC) concentration by rainfall were similar to flow rate change in the river. 
Distribution of organic matter fraction according to change of rain duration revealed that while hydrophilic 
component increased at initial rainfall, the hydrophobic component was similar to change in dissolved organic 
carbon (DOC) concentration. Also, the relative proportion of hydrophilic components in organic matter in river 
water increased, due to rainfall. Results of biodegradation of organic matters revealed that decomposition rate of 
organic matters during rainfall was higher than that of during a non-rainfall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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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수영강은 국가하천인 낙동강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긴 지방 2급 하천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형 하천으로

하천 중류는 회동수원지를 이용하여 하류의 수량조절을 하

고 있으며 수영강 하류 부분은 감조하천으로 해수의 영향

을 받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의 도시화에 따라 유역의 투

수율이 감소하여 비점오염원에 의한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유입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최

근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패턴의 변화로 집중 호우의 횟수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계로의 대량의 토사 유출 발생

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는 수영강 수계 하천 및 주요 호
소에 대한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주요 외부발생원일 가능성

이 제기 되고 있다(Kim, 2013). 근래 강우 유출수의 수질

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하천 수질관

리에 있어서 강우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Lee et al., 1998). 이러한 주기적

인 집중 강우는 수중 유기물의 근원이 되는 용존유기탄소

(DOC)의 농도와 특성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Joo et al., 2004; Kim et al., 2000; Kim and Kim, 2005; 
Yu et al., 2005), 이는 하천의 수질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거 수영강의 수질 모니터링은 BOD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비점오염원의 유입과 조류의 대 번성으로
인한 난분해성 유기물의 농도와 거동 측정에는 한계가 있

어 왔다. 최근 수체 내 난분해성 유기물의 증가에 따라 기
존의 BOD와 COD로는 효과적으로 수질을 관리 하는데 어
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중의 유기물 총량을

대표하는 TOC나 DOC 측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Kim, 2007). 강우 시 유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유량이 증

가함에 따라 수질오염도가 점점 증가하며(Jeong et al., 
2012),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의 특성은 강우에 의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Ahn, Choi et al., 2012; Lee and Lee, 
2009). 또한 강우유출수는 초기강우에 의해 수질오염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Bang et al., 2007), 유출된
수질오염물질은 지역 및 시간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난다고 보고되고 있다(Ahn, Kwon et al., 2012). 따라서
DOC 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분획과 이에 따른 물
질특성에 대한 정보는 오염원의 규명과 관리 방안 도출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Oh et al., 2009).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증가원인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의한 난

분해성 유기물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판단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강우 시 하천의 유기물 성상변화를 조사하였

으며, 수영강을 대상으로 강우 시 시료를 채취하여 DOC 
측정 및 강우 지속에 따른 유기물의 성분 변화를 분석하여

유기물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동일 시료를 대상으로

유기물의 생분해 실험을 수행하여 강우지속시간 동안 채취

된 유기물의 성상 변화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강우에
따른 유기물의 성상변화와 수질오염 발생인자 특성을 고려

하여 수영강 유역의 수질오염저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는 향후 도시하천에

서의 적정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장치 및 정책 방법 제시

연구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2. Materials and Method

2.1 조사 지점 및 시료채취
조사지점으로는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영강은 주

변의 수로를 통한 강우유출수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출 영향이 예상 되는 지점을 고려하여, 수영강 본류 1지
점과 수영강 지류 중 가장 큰 하천인 온천천 하류부를 선

정하였으며, 특히 수영강 지점은 온천천과 합류 전 지점을

선정하였다. 특히 수영강의 경우 만조 시 해수의 영향을

받으므로 해수 유입에 의한 영향을 최대한 적게 받으며 갈

수기에도 유량이 일정한 지점을 선정하여 강우 시 유량의

변화와 수질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유기물 특성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는 수영강의 세월교와 온천천의 세병

교에서 24시간 연속 채수 및 선행강우를 고려하여 2014년
10월31일 10:00시부터 11월1일 10:00시 사이에 시료채취가
이루어졌다. 강우 발생 시의 시료는 2 L 멸균 채수병을 사

용하여 하천수를 채집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2.2 유량 및 수질분석
강우 발생 시 일정한 간격으로 하천수를 채취하여 강우

발생에 의한 하천 유량과 수질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시

Fig. 1. Sampling points for storm runoff in the Suyeon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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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채취는 강우 발생 전과 발생 직후부터 강우 초기 2시간
은 30분 간격으로 채취하였으며, 2시간 이후부터는 1 ~ 4시
간 간격으로 채취하여 수질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수

질오염공정시험법과 Standard methods (APHA, AWWA, 
and WEF, 2012)에 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
에서는 유기물 성상분석과 유기물 생분해 분석 특성상

DOC 결과 위주로 나타내었다. 

2.3 유기물 성상분석
본 연구에서는 강우 시 용존유기물(DOM)의 성상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온교환수지인 Amberlite XAD resin 중
XAD 7과 XAD 4를 사용하여 유기물을 분류하였다. 이온교
환수지에 의한 DOM의 성상분류를 Amberlite 계열(Aldrich, 
co)의 XAD 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하였으며 XAD 수지는
humic 물질의 분류를 위하여 Standard Methods로서 제안되
었다(APHA, AWWA, and WEF, 2012; Thurman and 
Malcom, 1981). Fig. 2는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유기물

성상 분석방법을 도시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용존성 유기

물질을 먼저 pH 2이하로 산성화 시킨 후 XAD 7수지를 통과
시켜 흡착되는 유기물은 NaOH를 통해 탈착하여 hydrophobic 
acid으로 분류한다. XAD 7을 통과시킨 유기물을 XAD 4 
수지를 통과시켜 흡착되는 물질은 transphilic acid으로 하

고, 흡착되지 않고 통과되는 물질은 hydrophilic acid으로
분류하여 나타냈다. 

2.4 유기믈 생분해 특성 분석
DOM 중 생분해 성분(Biodegradation DOC, BDOC)은 종
속영양 박테리아에 의해 무기화(mineralization)되는 DOC의
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정 시간 내에 생물학적으로 산

화되어질 수 있는 유기탄소를 측정하는 것이다(Huck, 1990). 

BDOC는 초기 DOC 농도와 박테리아 식종 후 일정기간 배
양하여 DOC가 최소 농도에 도달하였을 때와의 차이를 측

정하는 원리이다(Frias et al., 1992). BDOC 측정을 위하여

0.2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시료수(초기 DOC) 200 
mL를 이용하여 폭기 후 시료수중의 용존산소 농도를 포화
상태로 만든 후 미생물을 식종하였다. 미생물의 식종은 각

각의 시료 원수를 식종액으로 사용하였다. 원수 중에 존재

하는 큰 유․무기물 입자 및 원생동물 (protozoa)을 제거하
기 위해 식종액을 2 μm polycarbonate filter (millipore, 
USA)로 여과하여 시료 100 mL 당 식종액 1 mL를 식종하

였다. 식종 후 배양기 내에서 20 °C의 조건에서 배양하였으
며, BDOC 농도 산정은 초기 DOC 농도에서 미생물을 접

종한 후 배양기간(28일) 후에 잔존하는 DOC 농도를 초기

DOC 농도를 뺀 값으로 정의 하였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강우 특성에 따른 수질특성
본 연구에서는 수영강 유역과 지류(온천천)에서의 지점

을 선정하여 강우에 의한 수질과 유량 변화 특성을 조사

하였다. 강우에 의한 유기물 성분 특성 변화 확인하고자

201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수영강과 온천천 지점에서 채수

를 수행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4시간 연속 채

수 및 선행강우를 고려하여 2014년 10월31일 10:00시부터
11월1일 10:00시 사이의 시료를 이용한 결과이다. 강우특
성(강우량, 선행무강우일수)은 비점오염의 유출에 크게 영

향을 미치는 인자이기 때문에 강우 시 하천조사 기간 동

안 수영강은 해운대 관측소, 온천천은 동래 관측소의 강수
량 자료를 이용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2는 강

우 발생 직전과 강우 발생 후 1시간 이하의 간격으로 강

Fig. 2. Analytical procedure for organic matter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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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의한 하천의 유량변화와 수질특성 변화를 분석하여

나타낸 것이다. 강수량 및 시간에 따른 하천 유량변화는

Fig. 3에 나타내었다. 수영강의 경우 강우직전 유량이 2.7
m3/s이었으며 강우 지속 5시간 후 3.3 m3/s까지 증가하였

다. 강수량 변화와 관계없이 유량의 증 감 변화는 반복적

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영강의 특성상 조수간만의 차에 의

한 영향으로 강수량의 변화와 관계없이 유량의 증 감 변화

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온천천의 유량은 강

우 직후 0.70 ~ 1.2 m3/s의 범위를 보였으나, 2시간 후 1.7
m3/s으로 증가하였으며, 유량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강우 11시간 후 3.6 m3/s으로 증가하였으며, 강수량이 감소
할수록 유량도 감소하였다.
강우에 의한 하천의 유기물 유입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

여 강우에 따른 DOC 농도 변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수영강의 경우 DOC의 반복적인 증·감의 변화는 조수간만

의 영향으로 강우 지속시간과 강수량의 변화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온천천의 경우 강수량의 변화에 따라 DOC 
농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DOC 농도는 강수량의 변
화에 따라 농도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대체로, 강수량이

증가하면 DOC 농도가 증가하였으며 강우가 중단되거나 강
우량이 감소함에 따라 DOC 농도 또한 감소하는 경향이 나
타났다. Oh et al. (2009)의 연구에 의하면 DOC 농도는 하
천의 수위와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변동하였으며, 이러한
유기물 농도의 증감 양상은 SS와 탁도를 포함한 BOD, 
COD 및 TOC 등 모든 유기물 농도 항목에서 유사하게 나
타났다. 수영강의 DOC는 강우 직후 2.37 ~ 2.98 mg/L의 농
도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였다. 강우 13시간 후 DOC는
3.49 mg/L까지 증가하였으나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서 2.59 mg/L까지 감소하였다. 온천천 DOC의 경우 강우가
시작되면서 1.89 ~ 2.19 mg/L의 농도 범위를 유지하다가 강

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3시간 후 4.89 mg/L까지 증가하였
다. 강우 8시간 이후 5.14 mg/L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 DOC 농도가 감소하였으나 수영강 보다는 다소 높
은 DOC 농도를 보였다. 하천 수위 상승기에 증가된 유기

물은 강우에 의해 하천에 새롭게 유입된 성분이며, 집중
강우 시 하천에 의 유입 유량이 많을수록 유입 유기물 성

분의 농도도 높아진다 하였다(Li et al., 2003; Li et al., 
2005).

date ADD* (day) Rainfall (mm) Duration (hr) Avg. rainfall intensity (mm/hr)

Suyeong River 2014.10.31.
~ 11.01

8 26.0 22 1.18

Oncheon Stream 8 16.5 16 1.03

ADD*: Antecedent Dry Day

Table 1. Characteristics of a rainfall event at the watershed investigated

Type Cond. (μs/cm) BOD (mg/L) COD (mg/L) TOC (mg/L) DOC (mg/L) TSS (mg/L) Turb. (NTU)

Suyeong
River

Mean ± SD 4,358 ± 4,675 5.35 ± 2.29 13.84 ± 5.03 3.04 ± 0.42 2.81 ± 0.33 13.5 ± 7.2 13.2 ± 4.6

Max. 18,500 9.36 26.88 3.75 3.49 34.0 23.7

Min. 448 1.98 7.61 2.37 2.27 5.0 8.0

Onchen
Stream

Mean ± SD 312 ± 59.1 9.46 ± 6.591 14.68 ± 9.58 3.66 ± 1.28 3.35 ± 1.00 24.2 ± 24.1 15.7 ± 13.3

Max. 471 20.88 38.24 6.40 5.14 104.9 49.4

Min. 192 0.19 2.72 2.05 1.89 2.7 1.9

Table 2. Results of water quality in the Suyeong River and Oncheon Stream

(a) Suyeong River (b) Oncheon Stream
Fig. 3. Flow rate variation according to rainfall duration in the Suyeong River and Oncheon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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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강우 변화에 따른 용존 유기물 분포변화
강우 시 하천의 유기물 성분의 분포 특성을 조사하기 위

해 시간당 시료 채취 지점 별 유기물 성분별 농도를 Fig. 5
에 나타내었다. 초기 강우부터 경과 시간에 따라 채취한

시료는 각각의 지점에 대해 시료 채취 시간별로 강우 전

(S1), 강우 6시간(S6), 강우 12시간(S12), 강우 15시간(S15), 
강우 24시간(S24)으로 각각 나타내었다. 수영강의 경우

hydrophilic(친수성) 성분에 비교해 hydrophobic(소수성) 성
분 함량이 유량의 변화와 유사한 변화 패턴을 보였으며, 
강우 전(S1)과 최고 수위지점(S15)에서 농도 변화폭에서도

친수성 성분이 소수성 성분에 비하여 증가폭이 크게 나타

났다. 
온천천 또한 유량의 변화와 유사한 변화 패턴을 보였다. 
초기 강우 시 친수성 성분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수성
성분의 증가는 DOC의 증가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강우의
영향으로 인해 하천수의 용존유기물 중 소수성 성분의 상

대적 비율이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Li et al., 2005; 
Yu et al., 2005)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강우의 영향으로
인해 하천의 용존 유기물 중 친수성 성분이 상대적으로 증

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수영강 유역의 합류식 관거

로 인하여 강우 시 친수성 물질을 동반한 유기물질의 유입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강우에 의해 하천에 유입

되는 주요 DOC 성분임을 알 수 있으며 강우가 소강상태에
도 소수성 부분의 상대적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지하수

로 인한 기저유출의 영향에서 찾을 수 있다(Oh et al., 
2009). 일반적으로 유기물의 소수성 물질은 친수성 물질에

비교해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

진다. 특히, 소수성-산(hydrophobic acid) 성분에 해당하는

휴믹물질은 리그닌 계열의 방향족 탄소 골격에 -COOH, 
-OH 등의 작용기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방족 탄화

수소 곁가지를 가진 대표적인 난분해성 유기물로 알려진다

(Shin and Moon, 1996; Stevenson, 1985). Fig. 6은 강우에
의한 비점오염원의 유입에 따른 유기물 성상변화를 분석하

기 위하여 수영강과 온천천의 강우 시와 비 강우 시의 유

기물 성상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강우 전 수영강과

온천천에서 소수성 성분은 각각 66.3 %, 70.1 %로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으나, 강우 시 소수성 성분이 58.5 %, 61.9 %
로 감소하였다. 강우의 영향으로 인해 하천수의 용존 유기

(a) Suyeong River (b) Oncheon Stream
Fig. 5. Changes in DOC concentration and organic matter fractions during rainfall in the Suyeong River and Oncheon 

Stream.

(a) Suyeong River (b) Oncheon Stream
Fig. 4. Changes in DOC concentration according to rainfall duration in the Suyeong River and Oncheon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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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중 친수성 성분의 상대적인 비율이 증가함을 보였다. 
이는 강우에 의하여 상당수 생분해성 물질과 관련한 친수

성 물질이 다량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Kim (2013)의 연
구에 따르면 낙동강의 경우 우기인 여름철의 소수성 성분

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강우의 영향으로 인해 하천수의

DOM 중 소수성의 상대적인 비율이 증가한다 하였다. 

3.3 강우에 의한 유기물의 생분해성 분석
강우에 의해 유입되는 용존 유기물의 특징을 생분해성

(BDOC)과 난분해성(RDOC)의 특성 평가를 위해 강우 전, 
후 시료의 BDOC를 측정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
에 나타난 바와 같이 BDOC 농도는 비강우시와 강우 시

증가하였다. BDOC 농도는 수영강의 경우 비강우 시 0.6
mg/L에서 강우 시 1.7 mg/L로 약 2.8배 증가폭을 보였으며
온천천의 경우 비강우 시 0.4 mg/L에서 강우 시 2.1 mg/L
로 약 5.3배의 증가폭을 보였다. 

Fig.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강우시 BDOC 비율 보다
강우 시 BDOC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비 강우 시 BDOC
는 수영강, 온천천 각각 13 %, 14 %로 나타났으나, 강우 시
BDOC는 34 %, 51 %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비

강우 시 용존유기물의 상당부분은 난분해성을 띠고 있으며

강우 시 용존유기물의 대부분은 생분해성 물질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Leenheer (2009)의 연구에 의하면 강우유출에

유입되는 NOM은 대체로 humic 성분과 colloid상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생분해도가 낮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강우 시 수영강 및 온천천의

DOM 중 친수성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이는, 
강우 시 하수의 유입으로 인하여 BDOC의 농도가 높게 나
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강우에 의하여 유량이 증가하

면서 강 주변에 퇴적 되어 있던 유기물 및 하수의 유입이

나 합류식 하수관거 퇴적물 등으로 인하여 비교적 쉽게 분

해가 일어나는 친수성 성분이 증가함에 따라 생분해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Oh et al. (2009)은 초기강우에 상

당수의 생분해성 물질과 관련한 친수성 물질을 동반하여

많은 유기물질이 유입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Ogawa et al. 
(2001)은 glucose와 glutamate 등 생물학적 분해가 용이한

유기물도 생분해과정에서 난분해성의 유기물을 생성한다고

하였다. 하천수의 대부분은 난분해성 유기물로 고려되고 있
으나 유기물의 성상에 생분해 정도가 다르며(Kim, 2013),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증가 원인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에 의한 난분해성 유기물의 지속적인 유입 때문이다(Gil et 
al, 2011). 본 연구결과는 하천의 초기우수처리 방법의 선

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강우에 의한 비점오염원의 유입에 따른

수영강의 유기물 성상변화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1) 강우 특성에 따른 수질특성은 수영강의 경우 DOC 농
도는 조수간만의 영향으로 강우 지속시간과 강수량의 변화

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온천천의 경우 대체로, 강수
량의 변화에 따라 DOC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2) 강우 변화에 따른 용존 유기물 분포는 강우의 영향으
로 인해 초기 강우 시 친수성 성분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수성 성분의 증가는 DOC 농도의 증가와 유사하게 나타

났다. 또한 유기물 성상분석 결과 강우 시 친수성 성분이

41.5 %, 38.1 %로 증가하였다.
3) 강우 전, 후에 따른 RDOC(난분해성 유기물)와 BDOC  

(생분해성 유기물)의 변화에 따르면 비 강우 시 BDOC는
수영강, 온천천 각각 13 %, 14 %의 생분해를 보였으나, 강
우 시 34 %, 51 %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비 강
우 시 용존유기물의 상당부분은 난분해성을 띠고 있으며 강

우 시 용존 유기물의 대부분은 생분해성 물질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는 향후 수영강의 적

정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 장치 및 정책 방법 제

Fig. 6. Effect of stream runoff on the organic matter fraction 
in the Suyeong River and Oncheon Stream.

Fig. 7. Changes in BDOC and RDOC ratio by rainfall effect 
in the Suyeong River and Oncheon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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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연구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하천의 초기우수처리 방법의

선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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