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Vol. 34, No. 5, pp. 494-502 (September, 2018)
pISSN 2289-0971 eISSN 2289-098X https://doi.org/10.15681/KSWE.2018.34.5.494

한국물환경학회지 제34권 제5호, 2018

한강권역 우심지류 하천의 유기물 분포 특성

김호섭a,†․박윤희b․김용삼c․김상용d

KE컨설팅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Organic Matters in 
the Contaminated Tributaries of Han River Region
Ho-Sub Kima,† Yun-Hee Parkb Yong-Sam Kimc Sang-Yong Kimd

Korea Environmental Consulting
(Received 9 August 2018, Revised 10 September 2018, Accepted 11 September 201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organic matters through concentration of 
BOD5, CODMn and TOC in 31 streams in Han River region, and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among organic matter 
concentration, and discharge load and flow rate. Concentration of BOD5 and TOC in 22 streams were above IV 
grade except 9, and the average 80.9 % of total organic matter (by TOC) accounted for dissolved organic type. 
Correlation among organic matter parameters were higher (r2 > 0.78)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OC and CODMn 
concentration was higher than BOD5. Ratio of biodegradable organic matter/total organic matter in the 31 streams 
was estimated at 41.4 % with BOD5 oxidation rate, and 78.0 % with BOD5/CODMn concentration ratio. Ratio of 
NBOD/BOD5 concentration in four sites with BOD5/CODMn concentration ratio exceeding 1 ranged from 54.5 % ~
79.3 %. Among 979 flow rate data measured at 31 streams, 87 % of measured data was below 0.1 cms and increased 
water pollution under low flow conditions. Correlation between BOD5 concentration and BOD5 discharge load in 
the watershed was low, and it was revealed that several streams have more BOD5 delivery load than BOD5 discharge 
load. Results suggest that many biodegradable forms of organic matter are being introduced into the stream from 
pollutant sources in the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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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하천 유량은 하천의

수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오염물질의 양이 많고

유량이 적을수록 외부 오염원에 의한 수질 손상가능성은

증가하게 된다. 하천유량이 적은 시기의 수질은 유역 내

점오염원의 배출량에 의존하며 유량이 적은 하천일수록 수

질에 대한 오염원의 영향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본류 하
천 상류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은 대부분 지방하천으로

유역면적이 작고 유량이 적어 하천수질은 유입되는 오염물

질의 양과 유량변화에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수
체손상원인에 대한 원인이 규명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수질

개선이 용이할 수 있다. 본류 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해 지

류 하천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상류유역에 위치한 하천을 대상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 우선관리하천 선정 및 배출부하량을 기준으로

손상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된바 있다(Cho et 
al., 2012; Jeong et al., 2011; Jung, Kim, Lee et al., 2013; 
Jung, Kim, Seo et al., 2013; Na et al., 2015; Park et al., 
2016; Son et al., 2017). 
지류 하천에서 유기물 농도, 존재형태 및 유량조건에 따

른 변화 등은 유기물에 의한 수중 내 산소고갈 및 그에 따

른 어류 폐사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뿐만 아니라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오염원에서 유입되는 오폐수

의 처리 유무, 손상시기 및 유기물 유입원으로서 점과 비

점오염원 영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천에서의 유

기물 지표항목으로 BOD5와 TOC가 사용되고 있으나 TOC
는 유역 내 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농도 등에 대한

기초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활용에 있어 제한되고 있다. 반
면 BOD5농도는 처리시설의 고도화와 비점오염원 증가 등

으로 수체 내 난분해성물질이 증가하는 유기물특성을 반영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Cho et al., 2012; Jung, Kim, Lee 
et al., 2013; Jung, Kim, Seo et al., 2013; Park et al., 
2016). 
수체 내 유기물의 존재형태는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물과 난분해성 유기물로 구분되며, 존재 형태별 유기물
양은 미생물에 의한 분해속도에 따라 생분해성유기탄소

(labile organic carbon, LOC)와 난분해성유기탄소(refractory 
organic carbon, ROC)농도로 직접 측정하는 방법(Gil et al., 
2011; Kim et al., 2017; Kim and Gil, 2011; Lee et al., 
2012; Lee et al., 2011)과 TOC농도에 대한 BOD5 및
CODMn 농도비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Kim, Jung et al., 2007; Kim, Shin et al., 2007; Kim et 
al., 2013). 유기물을 분해속도에 따라 LOC와 ROC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은 유기물 특성에 따라 농도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분석에 장시간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TOC에 대한 BOD5 및 CODMn농도의 비

율은 유기물 농도의 정량적 표현은 한계가 있으나 유기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다. 국내에서
진행된 수체 내 유기물 특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호

소와 본류 하천 및 본류 하천으로 유입되는 제1지류 하천

등 비교적 규모가 큰 하천 중심으로 진행된 반면(Gil et 
al., 2011; Kim, Jung et al., 2007; Kim et al., 2013; Kim 
et al., 2017; Kim, Shin et al., 2007; Kim and Gil, 2011; 
Lee et al., 2011; Lee et al., 2012), 상류유역에 위치한 하

천을 대상으로 유기물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에 본 연구는 한강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31개 지류 하천을
대상으로 BOD5, CODMn 및 TOC농도를 통해 유기물 특성

과 유기물 농도에 대한 유량 및 배출부하량의 영향을 평가

하였다. 

2. Material and Methods

2.1 조사 대상 범위
한강 권역 내 위치하고 있는 31개 지류 하천을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12월 까지 14일 이내 8일 간격으로(32회/
년) 유량과 유기물지표항목을 기준으로 수질을 조사하였다

(Fig. 1, Table 1). 조사대상하천은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15
개 중권역 내 581개 하천을 대상으로 공인기관 측정 자료

와 전수조사를 통해 중권역별 목표등급 초과율, 중권역별
우선순위(한강본류→임진강→시화호, 안성천) 및 물환경

측정망 운영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HRWMC, 2017). 
조사대상하천은 한강본류, 임진강, 안성천 및 시화호로 유

Fig. 1. The map showing the 31 study sites. See table 1 for 
abbr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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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는 하천들로, 최상류에 위치한 하천을 1차 차수의 하

천으로 구분 시(Strahler, 1952) 3개 하천(갈매천, 동화천, 
석장천)을 제외한 모든 하천은 1차 차수의 하천이며 본 연
구에서는 지류 하천으로 표현하였다.
유량조사 및 수질분석을 위한 시료채수는 조사 대상 하

천이 하류하천에 합류하기 전 지점에서 수행하였다. 하천유
량은 유속계를 이용하여 실측된 유속과 하상단면적을 곱하

여 산정하였고(SWRRC, 2004), 수질분석은 유기물지표항목
인 BOD5, CODMn, 및 TOC를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

라 분석하였다(ME, 2015). BOD5농도에 대한 질소산화에

따른 산소소모량(Nitrogenous BOD, NBOD)은 일부하천을

대상으로 BOD5 분석 시 질산화 억제제를 첨가하여 CBOD
를 측정한 후 질산화 억제제가 첨가되지 않은 시료의

BOD5농도와 CBOD농도 차이로 계산하였다. 유기지표 항목
의 산화율은 BOD5와 CODMn 농도를 탄소와 산소의 무게

비인 12/32를 곱하여 탄소량으로 환산한 후 총유기탄소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였고 각각 BOD5-C와 CODMn-C로 표현
하였다.

2.2 오염원 및 부하량
조사하천별 유역 내 오염원은 2015년 전국오염원조사자

료를 활용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NIER, 2014)
에 따라 산정된 배출부하량은 점과 비점배출부하량으로 구

분하였다. 배출부하밀도는 배출부하량을 유역면적으로 나누
워 계산하였고 유달부하량은 조사대상하천에서 실측된 유

량과 수질의 평균값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하천별 유량조건
에 따른 수체손상여부는 각 하천별로 측정된 유량자료를

최대 유량에서 최소 유량 순으로 배열한 후 백분율로 계산

하여 작성된 유량지속곡선에 하천별 평균수질을 평가기준

수질로 하여 작성된 부하지속곡선(load duration curve, 
LDC)을 통해 평가하였다.

Name of stream Symbol Mid-watershed Length (km) Stream order Population density
(capita/km2)

Watershed area 
(km2)

 Gajwacheon GJ Hanganggoyang 2.60 1  4,897 5.411
†Galmaecheon GM Hanggangjamsil 1.50 2 225 3.909

 Geomuldaecheon GMD Hanganggoyang 4.66 1 1,742 8.159
 Gyesucheon GS Hangangseoul 0.85 1 1,446 3.596
 Gyopocheon GP Ansungcheon 3.49 1 367 6.131
†Gungyecheon GG Ansungcheon 6.80 1 590 27.899
 Gwolricheon GR Ansungcheon 1.63 1 7,736 6.546

 Daeheungcheon DaH Namhangangharyu 2.32 1 858 4.020
 Dongducheon DD Hantangang 12.80 1 82 42.220
†Donghwacheon DoH Shihwaho 11.00 2 1,560 36.506
 Maseokucheon MSW Cheongpyeongdam 3.00 1 6,067 7.219

 Moonbongcheon MB Hanganggoyang 1.74 1 364 2.226
†Bangchocheon BC Namhangangharyu 3.87 1 99 8.518
†Baekbongcheon BB Namhangangharyu 3.26 1 197 6.347
†Bunsucheon BS Imjingangharyu 6.50 1 421 18.560
 Sammicheon SM Ansungcheon 1.04 1 9,990 8.982

†Seojeongricheon SJR Ansungcheon 4.90 1 4,240 19.836
†Seokjangcheon SJ Imjingangharyu 10.62 2 41 35.954
 Seongsacheon SS Hanganggoyang 5.00 1 9,641 10.735

 Sunchangcheon SC Hanganggoyang 2.00 1 644 4.166
 Yangbyeoncheon YB Ansungcheon 2.21 1 301 4.584

 Yuuncheon YU Gyeongancheon 1.48 1 149 1.649
 Ichicheon IC Namhangangharyu 2.69 1 149 3.740

 Jangjicheon JJ Ansungcheon 3.13 1 497 7.786
†Cheoncheon C Ansungcheon 3.61 1 197 9.685

†Cheongryongducheon CRD Hanganggoyang 5.10 1 4,315 10.775
 Hancheon H Namhangangharyu 7.00 1 102 17.769

 Haengsincheon HS Hanganggoyang 2.60 1 19,909 3.859
†Hyangricheon HaR Namhangangharyu 5.90 1 151 13.994

 Hwajeongcheon HJ Shihwaho 5.20 1 11,925 9.272
†Hoeryongcheon HoR Hangangseoul 1.70 1 5,236 3.052

†Stream with sewage & wastewater treatment plant

Table 1. Watershed characteristics of 31 study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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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and Discussion

3.1 유기물 분포특성
조사대상 31개 지류 하천에서 BOD5와 TOC농도는 9개 하
천을 제외하고 IV등급 이상으로 수질오염도가 높았다(Fig. 
2). 조사대상하천의 TOC 연평균 수질은 2.9 ~ 18.7 mg/L 범
위로 총유기물량의 평균 80.9 %가 DOC형태로 존재하였다

(Table 2). TOC농도와 BOD5농도는 국내 하천에서 유기물

지표항목간에 조사된 상관성과 유사하게 (NIER, 2001) 높
은 상관성이 있었고(r2 = 0.78), BOD5 산화율은 41.4 %로 4
대강 본류 및 본류 유입하천을 대상으로 조사된 12.6 ~
16.0 %와 비교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Kim, Jung et al., 
2007; Kim, Shin et al., 2007).
하천에서 유기물지표항목별 산화율은 외부로부터 유입되

는 유기물의 존재형태 및 하천의 물리적인 환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역에서 발생된 유기물이 처리시설

을 통해 생분해성유기물이 처리된 후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강우 시 대지나 농경지로부터 강우 유출수가 유입되는 경

우 하천에서의 유기물 중 난분해성유기물질의 존재비율이

Symbol
Flow
(cms)

BOD5

(mg/L)
CODMn

(mg/L)
DOC

(mg/L)
TOC

(mg/L)
BOD5/
CODMn

BOD5-C/
TOC

CODMn-C/
TOC

DOC/
TOC

GJ 0.22 ± 0.39 7.0 ± 2.7 8.5 ± 2.4 5.0 ± 1.1 6.0 ± 1.5 0.84 ± 0.30 0.43 ± 0.14 0.53 ± 0.06 0.84 ± 0.09 
GM 0.12 ± 0.16 2.6 ± 2.4 7.2 ± 2.4 4.5 ± 1.1 5.4 ± 1.6 0.34 ± 0.27 0.17 ± 0.14 0.49 ± 0.04 0.86 ± 0.13 

GMD 0.17 ± 0.32 35.8 ± 46.3 21.9 ± 19.1 15.2 ± 16.7 18.7 ± 19.5 1.20 ± 0.66 0.56 ± 0.23 0.50 ± 0.08 0.79 ± 0.10 
GS 0.03 ± 0.05 12.5 ± 5.4 14.6 ± 4.6 5.7 ± 1.4 8.3 ± 1.9 0.86 ± 0.22 0.55 ± 0.14 0.65 ± 0.10 0.70 ± 0.12 
GP 0.28 ± 0.40 9.9 ± 6.0 12.5 ± 5.8 7.1 ± 3.3 8.3 ± 3.3 0.79 ± 0.23 0.44 ± 0.13 0.56 ± 0.06 0.84 ± 0.06 
GG 1.13 ± 1.19 12.5 ± 20.8 13.4 ± 12.7 6.5 ± 3.4 8.4 ± 5.1 0.78 ± 0.32 0.46 ± 0.26 0.58 ± 0.13 0.82 ± 0.13 
GR 0.07 ± 0.13 5.5 ± 3.5 6.9 ± 3.1 4.0 ± 2.0 5.0 ± 2.5 0.77 ± 0.27 0.41 ± 0.16 0.53 ± 0.08 0.81 ± 0.11 
DaH 0.09 ± 0.30 5.0 ± 3.6 8.3 ± 5.5 4.7 ± 2.1 5.8 ± 3.0 0.63 ± 0.32 0.32 ± 0.15 0.53 ± 0.07 0.86 ± 0.14 
DD 0.66 ± 1.47 5.1 ± 4.7 5.6 ± 2.1 2.3 ± 0.6 3.3 ± 1.1 0.80 ± 0.50 0.51 ± 0.33 0.63 ± 0.09 0.72 ± 0.14
DoH 0.48 ± 0.47 8.0 ± 4.0 10.6 ± 5.0 5.7 ± 2.4 7.3 ± 3.3 0.79 ± 0.31 0.43 ± 0.17 0.54 ± 0.07 0.80 ±  0.11
MSW 0.15 ± 0.39 3.4 ± 2.5 5.0 ± 2.8 2.8 ± 2.0 3.5 ± 2.1 0.67 ± 0.27 0.36 ± 0.15 0.54 ± 0.05 0.81 ± 0.09
MB 0.08 ± 0.17 5.7 ± 2.8 7.1 ± 3.0 3.7 ± 1.3 4.8 ± 1.7 0.82 ± 0.35 0.44 ± 0.17 0.55 ± 0.08 0.79 ± 0.11
BC 0.15 ± 0.4 4.3 ± 8.1 5.9 ± 3.8 3.5 ± 1.7 4.2 ± 2.2 0.56 ± 0.37 0.29 ± 0.25 0.51 ± 0.07 0.87 ± 0.08
BB 0.15 ± 0.39 3.0 ± 4.5 5.2 ± 3.1 3.2 ± 1.1 3.8 ± 2.0 0.50 ± 0.40 0.27 ± 0.24 0.51 ± 0.08 0.88 ± 0.11
BS 0.28 ± 0.32 3.8 ± 1.9 5.5 ± 1.4 3.1 ± 0.6 3.8 ± 0.8 0.69 ± 0.24 0.36 ± 0.13 0.53 ± 0.07 0.83 ± 0.06
SM 0.15 ± 0.21 23.0 ± 20.4 14.1 ± 6.8 13.1 ± 13.4 15.5 ± 13.9 1.53 ± 1.10 0.55 ± 0.17 0.46 ± 0.16 0.81 ± 0.12
SJR 0.92 ± 0.66 37.5 ± 30.0 19.9 ± 11.6 5.0 ± 0.9 11.1 ± 6.0 1.69 ± 0.72 1.14 ± 0.54 0.66 ± 0.12 0.56 ± 0.22
SJ 0.50 ± 0.67 3.0 ± 3.6 4.5 ± 1.8 2.8 ± 1.5 3.2 ± 1.6 0.60 ± 0.51 0.29 ± 0.17 0.55 ± 0.09 0.88 ± 0.06
SS 0.14 ± 0.27 4.9 ± 2.1 6.6 ± 1.9 3.8 ± 0.8 4.6 ± 1.1 0.73 ± 0.22 0.39 ± 0.12 0.53 ± 0.06 0.83 ± 0.08
SC 0.11 ± 0.24 20.7 ± 16.6 16.4 ± 8.8 8.5 ± 6.1 11.2 ± 7.6 1.16 ± 0.42 0.65 ± 0.17 0.59 ± 0.12 0.77 ± 0.12
YB 0.07 ± 0.16 19.7 ± 28.0 16.7 ± 13.6 13.8 ± 22.2 15.7 ± 23.5 0.92 ± 0.60 0.43 ± 0.24 0.51 ± 0.11 0.85 ± 0.07
YU 0.08 ± 0.12 4.3 ± 5.8 5.8 ± 4.1 3.4 ± 1.7 3.9 ± 2.2 0.60 ± 0.35 0.33 ± 0.26 0.55 ± 0.11 0.89 ± 0.09
IC 0.14 ± 0.29 2.4 ± 1.6 5.3 ± 2.3 3.3 ± 1.3 3.8 ± 1.5 0.43 ± 0.19 0.23 ± 0.11 0.52 ± 0.07 0.87 ± 0.13
JJ 0.17 ± 0.40 5.3 ± 3.4 5.8 ± 1.8 3.2 ± 1.0 4.3 ± 1.2 0.90 ± 0.48 0.46 ± 0.26 0.51 ± 0.07 0.76 ± 0.12
C 0.14 ± 0.31 10.4 ± 7.2 13.1 ± 4.9 8.1 ± 3.3 9.6 ± 4.2 0.77 ± 0.36 0.40 ± 0.18 0.53 ± 0.07 0.85 ± 0.06

CRD 0.19 ± 0.19 5.6 ± 3.6 8.6 ± 3.7 4.2 ± 1.9 5.7 ± 2.4 0.67 ± 0.32 0.37 ± 0.16 0.57 ± 0.09 0.76 ± 0.16
H 0.20 ± 0.32 8.0 ± 8.4 11 ± 12.2 5.0 ± 3.0 6.5 ± 4.8 0.83 ± 0.80 0.41 ± 0.21 0.57 ± 0.15 0.85 ± 0.16

HS 0.17 ± 0.28 11.6 ± 15.1 10.3 ± 5.4 7.2 ± 10.7 9.2 ± 11.7 0.94 ± 0.58 0.44 ± 0.21 0.51 ± 0.09 0.78 ± 0.12
HaR 0.23 ± 0.45 1.5 ± 0.65 4.3 ± 1.8 2.5 ± 1.1 2.9 ± 1.2 0.36 ± 0.12 0.20 ± 0.06 0.55 ± 0.08 0.86 ± 0.08
HJ 0.27 ± 0.14 5.4 ± 2.91 7.8 ± 2.7 3.7 ± 1.0 5.4 ± 1.8 0.66 ± 0.18 0.36 ± 0.11 0.54 ± 0.06 0.72 ± 0.16

HoR 0.22 ± 0.09 3.0 ± 2.8 7.3 ± 1.9 4.5 ± 1.0 5.4 ± 1.5 0.36 ± 0.25 0.18 ± 0.12 0.51 ± 0.05 0.86 ± 0.07

Table 2. Flow and distribution of organic matter concentration in 31 study sites

Fig. 2. The relationship between TOC and BOD5 concen-  
tration in each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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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어 상대적으로 BOD5 산화율이 낮아질 수 있다(Kim 
et al., 2017).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료는 대부분 비강우시
에 집중되어 있어 강우시의 유기물에 대한 분포특성을 이

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500톤/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장

이 위치한 하천(평균 41.7 %)과 처리장이 없는 하천(평균
46.5 %)에서 BOD5 산화율의 큰 차이는 없어 하천 내 BOD5 
산화율에 대한 처리장 방류수 영향은 적었던 것으로 나타

났다. 유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타난
높은 BOD5 산화율과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물 지
표인 BOD5와 총 유기물지표인 TOC 항목 간 높은 상관성

은 조사하천 내 유기물의 상당부분이 생물학적분해 가능한

유기물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유역 내 오

염물질 배출원에서 미처리된 오폐수가 유입되고 있음을 짐

작하게 한다.
조사대상하천에서 조사된 높은 BOD5 산화율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기물의 상당부분이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물형태로 존재했을 가능성과 함께 암모니아성질소가

질산성질소로 산화되는 과정에 소비하는 산소량(NBOD)이
BOD5농도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미처리된
오폐수의 유입이나 처리시설의 질소처리공정 효율 저하 등

으로 배출수내 유기질소나 암모니아성질소가 많이 포함되

는 경우 하천 내 BOD5농도는 NBOD의 영향으로 증가될

수 있으며(HRWMC, 2018), 이 경우 하천 수체 내 CODMn

에 대한 BOD5농도비가 1에 가까워지거나 초과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 하천에서 BOD5/CODMn농도비는 평균 78.0 %
로 BOD5농도가 높게 평가되었고 조사대상 하천 중 6개 하
천에서는 CODMn농도 보다 BOD5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Fig. 3). 본 연구에서 BOD5/CODMn농도비가 1을 초

과한 6개 하천 중 서정리천(SJR), 거물대천(GMD), 삼미천
(SM) 및 한천(H)에서 측정된 NBOD농도는 BOD5농도의

54.5 % ~ 79.3 %가 유기물이 아닌 질소산화에 의한 산소소

모량으로 확인되었다(Fig. 4). 
NBOD에 의한 영향으로 BOD5농도가 높게 평가되거나

화학적 산화과정을 방해하는 물질이 존재하여 CODMn가 낮

게 평가되는 경우 CODMn농도가 BOD5농도 보다 적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TOC농도와의 상관성이 BOD5보다 높

게 나타나(Fig. 3) CODMn 농도가 적게 평가되기 보다는

NBOD의 영향으로 BOD5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

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들은 BOD5 농도가 수중 내
질소의 존재형태가 암모니아성질소로 많이 존재하는 하천에

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유기물 양을 왜곡할 수 있어 BOD5 농
도 개선을 목표로 유역 내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유기물을

줄이더라도 BOD5농도의 변화를 통한 하천수질 개선효과는

적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기물 오염도가

높게 평가되고 유역에 하천수질에 대한 기여율이 높은 점

오염원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하천에서는 BOD5농도를 통해

정량화되는 유기물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수질관리를

위한 관리대상물질이나 관리목표, 관리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유량 변동 요인 및 유량조건에 따른 유기물농도
31개 조사대상하천에서 측정된 연평균 유량은 0.03 ~ 1.13

cms 범위였고, 측정된 979개 유량 자료 중 87 %가 0.10
cms 이하로 조사되었고, 유역면적이 클수록 유량이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Fig. 5, Table 2). 유역 내 분포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양과 함께 하천수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유량은 유역면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유역 외에

Fig. 3. The relationship between BOD5, CODMn and TOC in each sites.

Fig. 4. Distribution of CBOD and NBOD concentration in 
four sites with BOD/COD ratio more tha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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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한 오폐수의 유입경로가 되는 환경기초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는 경우 유역면적과 하천유량과의 연계성은 낮

아질 수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방류량 영향으로 하천 유량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본 연구대상하천의 유량

과 유역면적과의 관계에서 환경기초시설이 없는 유역에서

의 유량은 유역면적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r2 = 0.81), 500톤/일 이상의 환경기초시설이 위치한 하
천에서는 유역면적과 유량과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았

다(r2 = 0.30). 환경기초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하천의 유역면
적에 대한 유량비는 환경기초시설이 없는 유역의 하천과

비교해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t-test, p = 0.34), 계절에
따른 유량 변동 폭을 나타내는 유량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는 낮아(t-test, p < 0.001), 환경기초시설 방류
수가 하천 유량과 수질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6).
31개 지류 하천에서 BOD5농도는 적은 유량조건에서 수

질오염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Fig. 7). 본 연구 기간 동안
31개 하천에서 측정된 979개 자료 중 각 하천별로 작성된

BOD5, CODMn 및 TOC 누적부하곡선을 초과하는 자료는

35 %, 37 %, 36 %로 측정된 유량구간 중 90 % 빈도 이상

의 유량조건에서 가장 많이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량이 증가할수록 초과빈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측정기간 중 각 하천에서의 유량이 가장 많았던 10 % 빈도
이하 구간에서 다시 증가하여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 가

능성이 나타났다. 강우 시 수질은 비점오염물질의 배출량과
유량에 의존하며, 비점오염물질의 증가율이 하천유량 증가

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질은 악화된다. 강우 시 오염물질

유출은 유역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

로 강우 초기에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하천의 규

모가 작은 하천은 유하시간이 짧아 단기간 내 유하될 수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 측정된 고유량 기간의 수질자료는

강우 이벤트별 불특정시간대 한 번의 조사 결과이므로 수

질손상정도는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3 오염원과 유기물농도와의 관계분석
본 연구대상 하천 유역 내 배출부하량이 많은 하천에서

수체 내 유기물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일부하천
에서는 배출부하밀도가 낮음에도 수질오염도가 높게 나타

  

   (a)                                              (b)
Fig. 5. (a) The frequency distribution of measured flow in all sites during the study period and (b) the 

relationship between watershed area and flow in classified two types by with and without sewage 
(STP) or wastewater (WTP) treatment plant in watershed.

   (a)                                              (b)
Fig. 6. Comparison of (a) the ratio of flow to watershed area and (b) coefficient of variation (CV) of flow in 

classified two types by with and without sewage or wastewater treatment plant in watershed.



김호섭․박윤희․김용삼․김상용

한국물환경학회지 제34권 제5호, 2018

500

났다(Fig. 8).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양이 많을수록

수질오염도가 증가하나(Cho et al., 2012; Jung, Kim, Lee 
et al., 2013; Park et al., 2016), 오염물질의 양이 상대적으
로 적다하더라도 하천유량이 적은 조건에서는 오염물질의

유입원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수질

의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Park et al., 2016). 
일반적으로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하천으

로 직접 유입되는 점오염원과 배출량의 일부만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의 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유달부하

량보다 많게 평가되나 본 연구대상 하천 중 일부하천에서

는 유달부하량이 배출부하량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9). 유역에서 배출되는 부하량은 환경기초시설을 제외
한 대부분의 오염원이 법적기준이나 원단위 등을 사용하여

산정되기 때문에(NIER, 2014) 정상 가동이 되지 않은 시설
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더라도 배출부하량에는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행정구역단위로 조사된 오염원을 하천

유역 기준으로 분배하는 과정에 오염원이 과소과대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대상하천 내 높은 유기물 오염도와 높은

BOD5 산화율을 고려할 때 유달부하량이 배출부하량보다

많게 평가되는 것은 오염원의 분배과정 중에 나타난 불확

실성 보다는 배출시설로 부터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형태의 많은 유기물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나타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수 있다. 따라서 유기물오염

도와 BOD5 산화율이 높은 지류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유역 내 배출부하량에 의존하여 수체 손상원인을 규명하고

(a)

(b)
Fig. 7. (a) The relationship between BOD5 concentration 

and flow, and (b) total number of exceeding delivery 
load count for each flow condition using FDC 
(flow duration curve) with measured water quality 
and flow in each site.

Fig. 8. Comparison of BOD5 and TP discharge load density 
in classified water quality grades by BOD5 and TP 
concentration.

Fig. 9. Comparison of discharge load and delivery load in 
each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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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유역 내 미확인 배출원에 대한 조

사와 더불어 하천 내 주요우심구간을 확인하고 구간 내 배

출시설에 대해 정상가동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Conclusion

조사대상 31개 하천에서 BOD5와 TOC농도는 9개 하천을
제외하고는 IV등급 이상으로 유기물오염도가 높았고, 총유
기물의 평균 80.9 %가 용존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유기물지표 항목 간 상관성은 높게 나타났으며(r2 >
0.78), TOC농도가 BOD5보다는 CODMn농도와 상관성이 높

았다. 조사대상하천에서 유기물 중 생분해성유기물의 비율

은 BOD5 산화율로 41.4 %, BOD5/CODMn농도비로는 78.0
%로 조사되었다. BOD5/CODMn농도비가 1을 초과한 4개 하
천에서 측정된 NBOD농도의 BOD5농도에 대한 기여율은

54.5 % ~ 79.3 %로 조사되었다. 31개 지류 하천에서 측정된

979개 유량 자료 중 87 %에 해당하는 자료의 유량은 0.10
cms 이하였고, 유량구간 중 90 % 빈도 이상의 유량조건에

서 수질오염도가 증가하였다. 유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과

수질과의 상관성은 적었으며, 일부하천에서 유달부하량이

유역에서 배출되는 부하량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러한 결과들은 유역 내 오염원으로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

능한 형태의 많은 유기물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의

미하며, 유기물오염도가 높은 지류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는 유역 내 주요우심구간을 확인하고 구간 내 배출원에 대

한 조사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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