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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cal methods such as UV and fluorescence spectrophotometers can be applied not only in the qualitative 

analysis of dissolved organic matter (DOM), but also in real-time quantitative DOM monitoring for wastewater 

and natural water. In this study, we measure the UV254 and fluorescence excitation emission spectra for a sewage 

treatment plant influent and effluent, and river water before and after sewage effluent flows into the river to 

examine the composition and origin of DOM. In addition, a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quantified DOM 

characteristics and dissolved organic carbon (DOC) was conducted. Based on the fluorescence excitation emission 

spectra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tein-type tryptophan-like DOM was the dominant substance in the 

influent, and that the organic matter exhibited relatively more humic properties after biological treatment. 

However, DOM in river water showed the fluorescence characteristics of terrestrial humic-like and algal 

tyrosine-like (protein-like) organic matter. In addition, a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the DOC 

and optical indices such as UV254, the fluorescence intensity of protein-like and humic-like organic matter, then 

DOC prediction models were suggested for wastewater and river monitoring during non-rainfall and rainfall 

events. This study provides basic information that can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contribution of DOC 

concentration by DOM components, and can be used for organic carbon concentration management in wastewater 

and natural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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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수처리 시설  자연수계에 포함된 유기물질은 맛과 냄새 

유발, 유기  무기 오염물질의 거동, 소독부산물 구물질, 

화학  반응, 생물학  용존산소 소비 등 생태  환경에 

다양한 향을 다(Leenheer and Croué, 2003). 따라서 환경

련 법규상 유기물 지표를 마련하여 공공하폐수 처리시설 

 공공수역의 수질을 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표 인 

유기물 지표로 생물학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BOD)과 화학  산소요구량-과망간산칼륨법

(Chemical oxygen demand, COD)을 사용해 왔으나 난분해성 

유기물 측정의 한계, 분석 속도  편리성 등 유기물질 리

측면에서 유기물 지표 정성에 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의 안으로 2013년부터 환경정책기본법의 하천과 호소의 

생활환경기 에서는 총유기탄소(Total organic carbon, TOC)

를 COD와 병행하여 유기물 지표로 사용하 으며, 2016년에

는 TOC로 COD를 완 히 체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9년에

는 물환경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공하수처

리 시설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유기물 지표도 COD에서 

TOC로 환되었다.

TOC는 유기물의 탄소를 산화시킨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함으로써 분석된다. 고온산화 혹은 UV산화 방식으

로 측정하는 TOC 측정법은 측정시간이 30분이내로 BOD  

COD 측정법에 비해 짧지만 여 히 실시간 유기물 모니터링

에는 한계가 있다. 한 최근 많이 활용되는 고온산화방식은 

백 (Pt) 매칼럼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가이며 이동식, 실시

간 측정장비 형태로 제조하기 어려운 단 이 있다(Kim and 

Ji, 2019). 그러나 UV 흡 도와 형  분 도법과 같은 분

학  방법은 측정 즉시 결과값이 도출되고 소형센서 형태로 

제조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유기물 모니터링에 더 합할 

것이다(Kim et al., 2016; Kim and Ji, 2019; Wasswa et al., 

2019). 한 UV 흡   형  특성을 활용한 방법은 유기물

의 정량분석 뿐 아니라 구성과 기원 분석이 가능하며, 비용 

 리 측면에서도 장 을 갖는다(Hansen et al., 2016).

UV흡 도법은 특정 장에서 시료의 흡 도를 이용하여 

비어-람베르트(Beer-Lambert) 법칙에 따라 농도를 측정하며, 

220~280 nm 장 범 에서 용존유기물(Dissolved organic 

matter, DOM) 측정이 가능하다(Matilainen et al., 2011). 이  

254 nm 장은 방향족 그룹이 주로 흡수하는 역(UV254)으

로, DOM 분석을 해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분자  

지방족 물질(Aliphatic compound)을 검출하지 못한다는 한계

가 있지만 Dissolved organic carbon (DOC)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체 측정방법(Surrogate measurement)으로 제안되

었다(Matilainen et al., 2011). 그리고 UV254를 DOC 농도로 

나  값인 Specific UV absorbance (SUVA)은 DOM의 소수

성 유기물질 비율과 상 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DOM 방향족의 함량 지표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Weishaar et al., 2003).

형 분 도법은 특정 장에서 시료를 여기(Excitation)시

킨 후 방출(Emission)되는 장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UV흡 도법에 비해 민감도와 선택성이 높은 장 이 있다. 최

근에는 약 200~500 nm 여기방출 장에서의 형 강도를 3D 

스펙트럼(Fluorescence excitation emission matrix spectra, 

FEEM spectra)으로 시각화하여 DOM의 성분  기원을 분석

하는 방법이 요한 연구기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Kim 

et al., 2011; McKnight et al., 2001; Murphy et al., 2013), 생

물학  분해 가능한 DOM의 여기방출 장의 형 강도를 활

용하여 BOD를 측 가능함이 제시되었다(Hudson et al., 

2008; Hur and Park, 2007). 한 응집공정, 활성탄 공정, 이

온교환 공정에서 DOM 제거율을 측하기 해 여기방출 장 

형 강도를 활용하는 연구가 보고되었다(Korak et al., 2015; 

Oloibiri et al., 2017). 일반 으로 유기물 정성분석에는 휴믹 

계열, 단백질 계열 등 특정 유기물 성분별 여기방출 장 범

의 형 강도를 활용하며, 유기물 정량분석에는 여기방출 

장 범 의 형 강도를 분하여 분석하거나, 단일 여기방

출 장의 형 강도만을 활용하기도 한다(Chen et al., 2003; 

Coble, 1996; Jin et al., 2020). 단일 여기방출 장 활용방식은 

이동식 센서 제작에 유리하지만, 특정범 의 여기방출 장 활

용방식은 측정오류  측정신뢰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상된다. 단일 장인 단백질 계열의 tryptophan-like peak 여

기방출 장 275/340 nm가 BOD와 상 계가 높다고 보고

되었으나(Hudson et al., 2008; Reynolds and Ahmad, 1997), 

하수  하천의 유기탄소량(TOC  DOC)을 실시간 모니터

링 하기 한 형 여기방출 단일 장 혹은 장범 에 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하수  하천의 유기탄소 농도를 실시간 모

니터링 할 수 있는 분 학  인자를 도출하고자 하 다. 입자

성 물질의 분석 방해를 막기 해 시료를 처리하여 용존유

기물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으며 UV흡 도계  형

분 도계를 활용하여 유기물 특성을 악하 다. 그리고 

UV254, 다양한 단일  장범 의 형 여기방출 형 강도와 

유기탄소 농도와의 상 계를 분석하여 최  분 학  지표

를 활용한 DOC 측모델을 제시하 으며, 실시간 유기물 모

니터링을 한 분 학  방법 활용가능성을 논의하 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연구 상

연구 상은 경북 상주시 하수처리장과 그 방류수가 유입되

는 하천을 상으로 선정하 다. 상주시 하수처리장은 북천과 

병성천이 합류되는 곳에 치하며, 하수 방류수 유입지 을 

기 으로 각 하천 상류  하류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하수처

리장 방류수가 하천 수질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

다. 시료는 2021년 4월에서 7월까지 2~4주 간격으로 채취하

으며, 하수처리장 유입수(Inf), 방류수(Eff), 방류수의 향

을 받지 않는 지 인 북천(Buk)과 병성천 상류(BS-up), 방류

수와 북천  병성천이 합류하는 지 인 병성천 하류(BS- 

down)를 포함한 총 5개 지 에서 채취하 다. 하수처리장은 

25,000 m3/d의 유입수를 처리하며, 1차 침 , BSTS-Ⅱ 공법

을 활용한 질소, 인 고도처리공정, 섬유상여과  염소소독 



유영민ㆍ박종관ㆍ이병준ㆍ이승윤

한국물환경학회지 제37권 제5호, 2021

346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분석방법

수온, 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EC)  pH는 장에서 

휴 용 다  항목측정기(HQ40d, Hach)를 이용하여 시료채취

와 동시에 측정하 으며, 채취한 시료는 용존유기물 분석을 

해서 마이크로 필터(0.2 μm, cellulose acetate, Chmlab)로 

여과하여 처리하 다. 처리한 시료는 곧바로 실험실에서 

형  스펙트럼  UV/Vis 흡 도(254 nm 장  스캔)를 

측정하 으며, 생분해 유기물의 성분변화를 최소화하기 해 

4℃ 냉장 보 하 다.

DOC 농도와 UV/Vis 흡 도는 각각 총유기탄소 분석기

(TOC-L, Shimadzu)와 UV 분 계(UV-1900i, Shimadzu)로 측

정하 으며, FEEM spectra는 RF-6000(Shimadzu) 형 분

도계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FEEM spectra는 여기 장(λex)

을 220~500 nm 범 를 5 nm 간격으로 증가시키면서 방출

장(λem)을 250~550 nm 범 에서 1 nm 간격으로 측정하 다. 

여기방출 장 스캔속도는 2000 nm/min 속도로 고정하고, 슬

릿(Slit)은 여기방출 장 모두 5 nm로 설정하 다. 외부조건

이 형 세기(Fluorescence intensity)에 미치는 향을 배제하

기 하여 시료의 형 세기를 3차 증류수의 라만 스펙트럼

(Excitation = 350 nm) 넓이로 나 어 으로써 형 세기를 

표 화(Normalization)하여 라만 단 (Raman Unit, RU)로 표

하 다(Korak et al., 2015). 형 세기 내부 필터 효과(Inner 

filter effect)는 UV/Vis 흡 도 스캔(200~800 nm) 값을 이용

하여 보정하 으며(McKnight et al., 2001), FEEM 해석에 방

해가 되는 라만과 일리(Rayleigh) 산란픽은 Matlab 

(Mathworks, ver2019)의 drEEM toolbox를 활용하여 제거하

다(Murphy et al., 2013).

Coble(Coble, 1996)에 의해 제시된 유기물 명명법에 따르면, 

DOM은 peak B: tyrosine-like (λex/λem 275/310 nm), peak T: 

tryptophan-like (λex/λem 275/340 nm), peak A: humic-like (λex/ 

λem 260/380~460 nm), peak M: marine humic-like (λex/λem 

312/380~420 nm), peak C: humic-like (λex/λem 350/420~480 

nm)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peak 구역별 표 단일 

여기방출 장을 선정하여 DOC와의 상 계를 분석하 다

(Table 1). 한 자연유기물질 성상은 FEEM 구역을 단백질계

(Protein-like, λex/λem 270~290/350~365 nm), 펄빅계(Fulvic-like, 

λex/λem 320~340/410~430 nm), 휴믹계(Humic-like, λex/λem 370~ 

390/460~480 nm) 형  용존유기물로 구분하여 분석이 가능

하며(Baker, 2001; Chiu et al., 2019; Hur et al., 2009), 각 

역 크기를 형 구역 분법(Fluorescence regional integration, 

FRI)을 용하여 분석하 다(Chen et al., 2003; Jin et al., 

2020). Table 1과 Fig. 1(a)에는 본 연구에서 모니터링한 5가

지 형  peak(B, T, A, M, C)과 DOM 성상 분석구역 3가지 

Protein-like fraction (PLF), Fulvic-like fraction (FLF), Humic- 

like fraction (HLF)를 나타내었다.

형 지표인 Fluorescence index (FI)(McKnight et al., 2001), 

Biological/autochthonous index (BIX)(Huguet et al., 2009), 

Humification index (HIX)(Ohno, 2002)는 아래 식과 같이 특

정 여기방출 장의 형 세기(Fλem)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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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and Discussion

3.1 수질인자와 형 지표를 이용한 용존유기물 분석

조사 상 지 의 평균 수질과 형 지표를 비강우시(Non- 

rainfall, N=5)와 강우시(Rainfall, N=1) 로 나 어 분석하 고 

그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 다. 연구기간 동안(4~7월) 강우

시 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상조건이 1회로 강우시 시료

의 표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강우시와 명확한 수질 차이가 확인되었다. 하수처리장 

 하천의 pH는 강우에 큰 향을 받지 않았으며 모두 pH는 

6.76~7.66으로 유사하게 분포하 다. 하지만 그 외 수질 조사 

항목인 EC, DOC, FI, BIX, HIX는 다수 시료에서 강우시가 비

강우에 비해 표 편차 2~3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이 찰되었다.

Peak name λex (nm) / λem (nm) Description

B 275/310 Tyrosine-like (Protein-like) 

T 275/340 Tryptophan-like (Protein-like)

A 250/450 Humic-like

M 312/412 Marine (microbial) humic-like

C 350/450 Humic-like

Region λex (nm) / λem (nm) Description

PLF 270-290/350-365 Protein-like fraction

FLF 320-340/410-430 Fulvic-like fraction

HLF 370-390/460-480 Humic-like fraction

Table 1. Investigated fluorescence peaks an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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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는 모든 조사 상 지 에서 강우시에 빗물 희석효과로 값

이 감소하 으며, 특히 방류수는 14%, 하천수는 35~50% EC 

값이 감소하 다. 비강우시 평균 DOC는 하수처리장 유입수 

21.8 mg/L, 방류수 3.8 mg/L이었으며 DOC 제거율은 평균 

80%를 나타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기  

지 인 북천과 병성천 상류에서는 2.0과 2.8 mg/L로 방류수

에 비해 낮았으며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하천에 합류된 이후 

병성천 하류에서는 3.5 mg/L로 다소 증가되었다. 하지만 강우

시 평균 DOC는 북천과 병성천 상류에서 방류수 3.5 mg/L보

다 높은 3.9 mg/L와 4.4 mg/L로 측정되었고, 방류수 합류 후

에는 4.2 mg/L로 측정되었다. 즉, 강우시 하수처리장 유입수

와 방류수 DOC는 EC와 마찬가지로 다소 감소하 으나 하천

수는 육상 DOM의 유입으로 DOC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하수처리장 유입수와 방류수의 SUVA는 각각 3.9 Lmg-1m-1

와 2.0 Lmg-1m-1 수 이었으며, 방류수 SUVA 값은 강우 여부

에 계없이 측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북천과 

병성천 상류의 SUVA는 강우시에 각각 2.9에서 5.8 Lmg-1m-1

과 3.3에서 7.0 Lmg-1m-1으로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SUVA는 DOM의 친수성  방향족 유기탄소 함량과 

계된 지표로써 값이 클수록 DOM의 소수성과 방향족 유기탄

소 함량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를 들어, SUVA가 3 

Lmg-1m-1 이하일 경우 분자량의 친수성 유기물질이 많음을 

의미하고, SUVA가 4 Lmg-1m-1 이상일 경우 고분자량의 소수

성 유기물질, 방향족 유기탄소, 휴믹물질이 주로 포함됨을 의

미한다(Edzwald and Tobiason, 1999). 따라서 북천  병성천

의 SUVA 값이 강우시에 5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방향족 

유기탄소를 갖는 육상의 휴믹물질이 강우로 유입된 결과로 

단된다. 일반 으로 하수 방류수 DOM은 하천의 자연유기

물에 비해 SUVA 값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SUVA는 기존 국내외 하수처리장 방류

수의 SUVA 값과 유사하다(Krasner et al., 2009; Lee et al., 

2021; Park et al., 2010).

추가 으로, Table 2에는 DOM 기원을 유추할 수 있는 3가

지 형 지표인 FI, BIX, HIX 값을 분석하여 정리하 다. FI 지

표는 DOM 기원을 육상 기원(Terrestrial, allochthonous source)

과 미생물 기원(Microbial, autochthonous source)을 구분하기 

해 사용된다. FI 값이 1.9 이상이면 미생물 기원 DOM에 해

당하며, FI 값이 1.4보다 낮으면 육상 기원 DOM에 해당한다

(McKnight et al., 2001). 하수처리장 유입수와 방류수의 FI는 

강우시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비강우시에는 유입수는 1.57, 

방류수는 1.71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생물학

 처리로 인한 미생물 사활동으로 미생물 기원 DOM이 증

가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하천수의 FI는 비강우시에는 

1.4~1.5 수 이었으나 강우시에는 육상 기원 DOM 유입으로 

1.4 이하로 감소되었다.

하수 방류수의 미생물 기원 DOM증가는 BIX 지표를 통해

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BIX는 미생물활동으로 갓 생성된

(Recently produced) DOM 함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BIX 값이 1 이상일 경우 왕성한 미생물활동으로 미생물 기원

의 DOM이 주로 구성됨을 의미하고, 미생물 기원 DOM이 

을 경우는 0.6 이하 값을 갖는다(Birdwell and Engel, 2010; 

Huguet et al., 2009). 방류수 BIX는 강우여부에 계없이 유

입수 비 0.2 정도 상승하 는데(비강우시 1.14→1.41, 강우

시 1.08→1.22), 이는 미생물 사활동으로 미생물 기원 DOM

이 증가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BIX 증가 수 은 기존의 

국내 하수처리장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2021). 하천 BIX는 비강우시 0.8~0.96 수 이었으나 강우시 

0.64~0.7 수 으로 값이 낮아져 육상기원 DOM 유입 향이 

나타났다.

HIX는 DOM의 휴믹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값이 클 

수록 육지 기원의 방향족유기탄소를 함유하는 휴믹물질이 주

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 HIX 5 이하일 경우는 미생물 기원

의 유기물질이 주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Birdwell and Engel, 

2010).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HIX는 강우여부와 무 하게 유

입수보다 증가하 는데, 이는 하수처리과정에서 복잡한 구조

의 방향족유기탄소 비율이 증가하고, 화학 으로 안정하고 휴

믹화되었음을 의미한다(Birdwell and Engel, 2010; Lee et al., 

2021). 하천 HIX는 강우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FI, 

BIX 지표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하게 강우시에 하천의 DOM

에 휴믹물질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f Eff Buk BS-up BS-down

non-rainfall rainfall non-rainfall rainfall non-rainfall rainfall non-rainfall rainfall non-rainfall rainfall

pH 7.42±0.09 7.43 6.99±0.12 6.76 7.66±0.34 7.28 7.25±0.33 7.27 7.34±0.23 7.15

EC (μs/cm) 656±95 550 446±15 383*** 148±14 95*** 238±8 151*** 260±37 129***

DOC (mg/L) 21.8±8.4 16.6 3.8±0.2 3.5 2.0±0.4 3.9*** 2.8±0.7 4.4** 3.5±0.4 4.2

SUVA 3.87±1.14 3.90 1.90±0.14 2.12 2.92±0.14 5.81*** 3.29±0.25 7.03*** 2.86±0.52 6.21***

FI 1.57±0.18 1.65 1.71±0.03 1.65** 1.38±0.04 1.30** 1.43±0.02 1.39** 1.49±0.05 1.35**

BIX 1.14±0.15 1.08 1.41±0.05 1.22*** 0.81±0.06 0.65** 0.80±0.05 0.64*** 0.96±0.11 0.70**

HIX 0.42±0.12 0.68 1.81±0.20 2.34** 1.27±0.50 4.85*** 3.02±1.37 5.55 2.57±0.89 5.28***

Note: “**” and “***” mean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values at non-rainfall and rainfall is 2 standard deviations or more and 3 

standard deviations or more, respectively.

Table 2. Basic properties of the water samples from the wastewater treatment plant and river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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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용존유기물의 형  특성

조사 상 지 별로 비강우시와 강우시의 표 인 FEEM 

spectra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비강우시 시료들의 FEEM 

spectra는 형태가 유사하여 표 으로 6월의 비강우시 데이

터를 Fig. 1(a), (c), (e), (g), (i)에 나타내었다. 하수처리장 유입

수에서는 강우와 무 하게 λex/λem 280/340 nm에서 최  형

강도가 나타났고, 강우시에는 형 강도 값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Fig. 1(a), (b)). 이 장 역은 peak T와 PLF 역에 

해당하므로 단백질 계열의 tryptophan-like DOM이 주로 포함

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강우시에 하수처리장 유입수에

서 λex/λem 315/400 nm 역이 보다 두드러지게 찰되었으며 

이는 FLF 역과 유사하다. 방류수에서는 강우와 계없이 

공통 으로 λex/λem 295/362 nm에서 최  형 강도 peak이 

찰되었으며, 유입수에 비해 방출 장의 장이 길어진 것

은 DOM의 소수성 증가와 휴믹 계열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Hudson et al., 2007).

북천과 병성천 상류 지 에서는 공통 으로 2개의 주요 

peak가 λex/λem 310~315/410 nm와 λex/λem 280/440nm 역에서 

나타났으며(Fig. 1(e)~(h)), 모니터링한 5개 peak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peak는 marine (microbial) humic-like (Peak M)에 

해당하며, 두 번째 peak는 humic-like (Peak A)과 해당하다. 

DOM 성상 분석구역과 비교했을 때는 첫 번째 peak의 경우 

FLF 역과 유사하다. 이 두 가지 peak 역은 북천과 병성

천 상류지  모두 강우시에 형 강도가 뚜렷하게 증가하 으

Fig. 1. Representative fluorescence EEM spectra of DOM from the wastewater treatment plant and river samples during non- 

rainfall (left) and rainfall (right) events.



유기탄소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분광학적 특성인자 분석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Vol. 37, No. 5, 2021

349

며, 이는 강우시 휴믹 계열 DOM이 하천에 유입되었음을 나타

낸다. 북천에서는 비강우시에 단백질 계열 tyrosine-like DOM 

(Peak B)에 해당하는 λex/λem 275/310 nm에서 두드러진 peak

이 찰되었다 (Fig. 1(e)). 조류기인 유기물로 알려진 tyrosine- 

like DOM peak(Henderson et al., 2008)이 비강우시 북천에 

강하게 나타난 것은 북천에 설치된 보로 인해 하천에 정체된 

구간이 많아 조류 성장이 많았기 때문으로 상된다(Yoo, 

2015). 하지만 강우시에는 tyrosine-like DOM peak가 북천에서 

찰되지 않았는데(Fig. 1(f)), 이는 빗물로 늘어난 하천유량

으로 조류기인 유기물이 희석  유실되었기 때문으로 단된

다.

병성천 하류지 은 북천  병성천 상류 그리고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합류된 지 으로써 방류수가 하천 DOM 성상에 미

치는 향을 악할 수 있는 지 이다. 비강우시에는 방류수

의 PLF 역에 가까운 peak (λex/λem 295/362 nm)과 북천  

병성천 상류의 주요 peak인 peak M과 peak A 역이 포함

된 FEEM spectra가 측되었다(Fig. 1(i)). 하지만 강우시에는 

하천 유량이 증가하여 방류수가 하천에 미치는 향이 크게 

감소되어 방류수의 PLF 역이 병성천 하류지 에서 찰되

지 않았다.

강우가 유기물질 성상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지 별

로 강우와 비강우시를 구분하여 5개 형  peak 강도와 비율

을 방사형 그래 를 Table 3과 Fig. 2에 나타내었다. FEEM 

spectra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 유입수 성상은 강

우 여부에 계없이 성상이 유사하 다. 단백질 계열인 peak 

T 41~43%로 가장 높은 비율로 확인되었으며 휴믹 계열의 

peak(A, M, C)은 6~16%으로 낮았다. 하지만 방류수에는 휴

믹 계열인 peak M이 28~30%로 크게 늘어났으며 단백질 계

열 peak인 T, B의 비율이 어들어 HIX 지표에서 서술한 것

과 동일하게 휴믹화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f Eff Buk BS-up BS-down

non-rainfall rainfall non-rainfall rainfall non-rainfall rainfall non-rainfall rainfall non-rainfall rainfall

B 15.47±10.17 3.84 0.40±0.17 0.28 0.50±0.32 0.05 0.16±0.02 0.11 0.37±0.16 0.07

T 16.90±9.50 5.33 0.59±0.03 0.45 0.18±0.03 0.13 0.21±0.08 0.21 0.29±0.07 0.16

A 1.14±0.45 0.74 0.23±0.02 0.23 0.08±0.01 0.20 0.15±0.04 0.33 0.17±0.03 0.24

M 3.44±1.32 2.06 0.68±0.05 0.63 0.16±0.02 0.40 0.33±0.08 0.68 0.39±0.07 0.49

C 1.90±0.62 1.15 0.51±0.04 0.49 0.13±0.02 0.37 0.26±0.06 0.59 0.30±0.05 0.42

Table 3. Fluorescence intensity (RU) of peak B, T, A, M, and C of the water samples from the wastewater treatment plant 

and river samples during non-rainfall and rainfall events

Fig. 2. Effects of rainfall on the percentages of DOM components (B, T, A, M, C) in the wastewater treatment plant and 

river samples. (a) Inf, (b) Eff, (c) Buk (d) BS-up, (e) BS-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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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천의 경우 단백질 계열 peak B가 비강우시에는 44%로 가

장 높은 비율을 보 으나 강우시에는 4.5%로 격하게 감소

하 고, 신 휴믹 계열 DOM인 peak M과 peak C가 35%와 

32%로 주요 DOM 성분으로 변화되어 강우가 하천의 DOM 

성상변화에 미치는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c)). 병성

천 상류  하류에서는 비강우시에는 휴믹 계열인 peak M와 

peak C가 27%와 21% 수 이었으며, 단백질 계열인 peak T

와 peak B가 각각 22~23%, 16~20% 수 이었다. 강우시에는 

단백질 계열 비 이 다소 어들었고, 북천과 마찬가지로 휴

믹 계열인 peak M와 peak C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3은 PLF, FLF, HLF 구역별 형 강도를 FRI방식으로 

분하여 얻은 각각의 값과 비율을 활용하여 DOM을 정성, 

정량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강우가 FRI 총합에 미치는 

향은 DOC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즉, 하수처리장 유입수

와 방류수는 강우시 FRI 값이 감소한 반면, 북천, 병성천 상, 

하류의 경우 강우시 DOM의 외부유입으로 FRI 값이 증가하

다(Fig. 3(a)). PLF FRI를 기 으로 하수처리장 제거율을 산

정하면 비강우시 92%, 강우시는 87%가 되는데, DOC 기 으

로 한 비강우시 제거율 80%와 강우시 79%와 비교하여 제거

율이 높게 산정되었다. DOM의 PLF, FLF, HLF 비율을 나타

낸 Fig. 3(b)를 살펴보면,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PLF 비율은 

유입수에 비해 크게 감소(비강우시 76%→45%, 강우시 66%

→40%)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PLF 성분(단백질 계열)

이 FLF와 HLF 성분에 비해서 상 으로 생물학  분해가 

잘 되는 성분이며 형 을 나타내는 특성에 비하여 탄소함량 

기여도(DOC/FL intensity)가 기 때문으로 단된다. 따라서 

형 강도 값을 활용하여 DOC 제거율 혹은 DOC를 측하기 

해서는 FEEM spectra의 주요성분 형 강도를 활용하기 보

다는 DOC와 상 성을 분석하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상된다.

3.3 분 학  인자를 활용한 DOC 측

DOC 측에 활용가능한 분 학  DOM 인자 분석을 하

여 DOC와 UV254, peak B, T, A, M, C의 형 강도, PLF, 

FLF, HLF FRI 값의 상 계를 연구 상 수계 그룹별로 

Pearson 상 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하

여 Table 4에 정리하 다. 강우시 DOM 성상과 DOC 범 는 

비강우시와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강우시를 제외하

고 Pearson 상 성분석을 하 으며, DOC 측 모델은 강우 

데이터 포함여부에 따른 모델 정확성을 비교하 다. Pearson 

Parameter Inf Eff Inf, Eff Buk BS-up BS-down Buk, BS-up, BS-down All except Eff

UV254 0.70 0.90* 0.93** 0.96** 0.94* 0.23 0.86** 0.56*

B 0.85 -0.88 0.94** 0.04 0.59 0.45 0.07 -0.01

T 0.89* 0.69 0.96** -0.02 0.66 0.76 0.77** 0.77**

A 0.84 0.90* 0.96** 0.94* 0.98** 0.21 0.87** 0.91**

M 0.96** 0.80 0.99** 0.96** 0.99** 0.15 0.88** 0.86**

C 0.89* 0.87 0.97** 0.96** 0.97** 0.14 0.87** 0.86**

Φi,n(PLF) 0.94* 0.87 0.98** 0.32 0.92* 0.72 0.89** 0.76**

Φi,n(FLF) 0.92* 0.85 0.98** 0.96** 0.99** 0.13 0.87** 0.85**

Φi,n(HLF) 0.95* 0.82 0.98** 0.96** 0.96** 0.14 0.88** 0.84**

*P-value<0.05, **P<0.01

Table 4.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DOC and DOM parameters according to the sample groups

Fig. 3. Distribution of the (a) abundance and (b) percentages of PLF, FLF, and HLF in the wastewater treatment plant and 

river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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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 성이 높을 것을 의미하므

로, 단백질계 DOM 인자인 peak B, T와 PLF는 나머지 휴믹

계  펄빅계 DOM 인자들에 비해 DOC와 상 성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단백질 계열 DOM 비

이 상 으로 높은 방류수와 북천에서도 단백질 계열과 DOC

와 상 성이 낮게 나타난 은 상을 벗어난 결과이며, 단백

질 계열의 형 강도는 DOC 유발 유기물과는 상 성이 크지 

않아 신뢰성 있는 DOC 측에는 합하지 않은 인자로 단

된다.

하수처리장 유입수와 방류수 데이터를 동일 그룹으로 한 

Pearson 상 계수가 모든 인자에서 P-value가 0.01 이하로 나

타났으나 유입수 DOC 농도범 (10~30 mg/L)가 방류수 농도 

범 (3.7~4.0 mg/L)에 비해 상 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유입수와 방류수를 동일 그룹으로 분석하면 도출된 DOC 

측모델이 방류수 값을 정확히 측하지 못할 것으로 상된

다. 를 들어, 모든 시료의 DOC와 UV254를 도식화한 Fig. 

4(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입수의 DOC  UV254는 방류

수와 북천, 병성천 상, 하류와는 분포 범 가 뚜렷한 차이가 

있다.

Fig. 4~6은 DOM 분 학  지표  표 인 로써, 

UV254, peak A intensity, FLFFRI와 DOC의 상 성을 그래

로 나타내었으며, 강우시 값과 비강우시 값의 차이를 확인하

기 해 강우시 데이터를 붉은색 선으로 표시하 다. Fig. 

4(b)에 따르면, 강수시 하천의 UV254는 비강우시 값들에 비

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하

천수와 달리 모두 95% 신뢰도 범  밖에 분포하여 선형회귀 

결정계수(R2)가 0.33으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래  경향

과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하천과 방류수를 별개 그룹으로 

나 어 DOC 모델을 도출할 경우 UV254를 활용하여 DOC를 

높은 정확도로 측가능 할 것으로 단된다.

UV254와 달리 peak A 형 강도의 경우, 방류수  강우시 

하천 값들을 포함한 부분의 데이터가 95% 신뢰도 구간에 

인 해 있으며 DOC와의 높은 선형회귀 상 성을 보 다(R2 

=0.82)(Fig. 5(a)).따라서 peak A와 DOC 단일 모델로 하천과 

Fig. 4. Relationship between DOC and UV254. (a) includes all the investigated sample groups but (b) excludes influent of 

wastewater treatment.

Fig. 5. Relationship between DOC and fluorescence intensity of peak A. (a) includes all the investigated sample groups except 

influent of wastewater treatment (b) shows data from the Buk Creek samp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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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방류수 DOC를 측 가능하다고 단된다. 하지만 북천 

peak A-DOC 상 성 그래 에 나타나 있듯이(Fig. 5(b)), 개별 

그룹만의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그리고 비강우시 측을 

해서는 비강우시 데이터만을 활용할 경우에 DOC 측 정확

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Table 4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휴믹계 성분과 련된 peak 

M과 peak C도 peak A와 유사한 경향의 DOC 선형회귀 상

성을 갖는다.

FLF FRI 값과 DOC 선형회귀 상 성은 peak A보다는 낮

은 R2=0.71로 나타났으며 하수 방류수 데이터는 모두 95% 

신뢰도 구간 밖에 분포하 다(Fig. 6(a)). 따라서 UV254 결과

에서 확인되었듯이 방류수는 하천수와 분리하여 단독 그룹으

로 분석하는 것이 DOC 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Fig. 6(b)에는 하수 방류수 단일그룹의 UV254와 

FLF FRI DOM 인자의 DOC 선형회귀 상 성을 비교하 다. 

분석 결과 UV254보다는 FLF FRI 값이 DOC와 높은 상

계(R2= 0.7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류수는 강우시 

데이터를 포함하더라도 FLF와 DOC 상 계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DOC와 분 학  DOM 인자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하

수 유입수 그룹, 하수 방류수 그룹, 하천 그룹으로 나 어 

DOC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할 것으로 단되

었다. 다만, 연구 상 하천과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합류하는 

지 인 병성천 하류의 경우 개별 그룹의 분 학  DOM인자

를 활용하더라도 DOC와 상 계가 상 으로 낮게 나타났

다. 이는 병성천 하류의 경우 자연유기물과 인간활동에 기인

한 유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유기물 성상이 상 으로 복잡

하기 때문에 단일 DOM 특성 인자와 DOC의 선형 상 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반 으로 휴믹계 DOM 인자(UV254, peak 

A, M, C, FLF, HLF)가 DOC와 높은 상 계로 나타났으며, 

이  UV254와 비교하여 형  DOC 모니터링 센서에 활용할 

수 있는 단일 여기방출 장을 선정하여 DOC 측 모델을 

Table 5에 제시하 다. 하수 유입수와 하천은 peak M 형 강

도를 하수 방류수는 peak A 형 강도를 DOC 측에 합한 

최  모니터링 인자로 제안하 고, 제안된 모델은 모든 경우

에서 UV254 비 높은 정확도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비강우시 하수 방류수 모니터링에는 범용 으로 사용

되는 UV254와 peak A 형 강도가 유사한 선형회귀 결정계수

(R2=0.81)를 나타냈기 때문에 모니터링 여건에 맞는 센서를 

선택하여 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Fig. 6. (a) relationship between DOC and FRI of FLF. The data includes all investigated sample groups except influent of 

wastewater treatment. (b) comparison of UV254 and FRI of FLF for the relationship with DOC of the effluent of 

wastewater treatment.

Sample Data category Model using FL intensity Model using UV254

WWTP Influent
non-rainfall DOC=6.08FLM+0.91 (R2=0.92) DOC=31.38UV254-2.75 (R2=0.50)

including rainfall DOC=5.67FLM+2.77 (R2=0.91) DOC=32.07FLM-3.43 (R2=0.53)

WWTP Effluent
non-rainfall DOC=9.35FLA+1.63 (R2=0.81) DOC=23.93UV254+2.07 (R2=0.81)

including rainfall DOC=9.43FLA+1.57 (R2=0.66) DOC=21.66UV254+2.18 (R2=0.54)

River

(Buk, BS-up, BS-down)

non-rainfall DOC=5.76FLM+1.07 (R2=0.77) DOC=27.04UV254+0.51 (R2=0.74)

including rainfall DOC=5.38FLM+1.21 (R2=0.80) DOC=9.23UV254+1.95 (R2=0.62)

Note: FLM and FLA represent fluorescence intensity (RU) of peak M and peak A, respectively.

Table 5. Suggested regression models for prediction of DOC (mg/L) in the wastewater treatment plant and river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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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장 유입수  방류수, 그리고 방류

수가 합류되기 후 하천을 상으로 UV흡 도계  형 분

도계를 활용하여 유기물을 정성, 정량 분석하고 유기탄소 

농도와 상 성이 높은 분 학  인자를 제안하 다. FEEM 

spectra와 성분 별 단일  특정범 의 여기방출 형 강도를 

이용한 정성분석 결과 하수처리장 유입수내 유기물질 주요성

분인 단백질 계열물질이 생물학  처리과정에서 휴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하천수에서는 조류기인 유기물질이 확

인되었으며, 강우시 휴믹 계열 유기물질이 크게 증가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UV254, 성분별 단일 여기방출 형 강도와 

형 구역 분법을 통해 유기물 주요성분의 정량분석  DOC

와 상 성 분석결과 단백질 계열 유기물질이 주요성분으로 

확인된 방류수 등에서도 신뢰성 높은 DOC 측을 해서는 

휴믹 계열의 형 강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하다고 분석되었

다. 주요 유기물 성분이 하수 유입수  방류수 그리고 하천

에서 차이가 있어서 각각의 그룹으로 나 어 UV254와 단일 여

기방출 형 강도를 활용하여 강우 여부에 따른 각각의 DOC 

측 모델을 제시, 비교함으로써 실시간 유기탄소 측 방안

을 제시하 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용존유기물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기 때문에 제시된 분 인자를 활용하여 총유

기탄소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해서는 입자성 물질의 분

석 방해 연구를 추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 다  선형회

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된 단순 선형 회귀모델의 정

확도를 향상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유기물 

성분별 유기탄소 기여도에 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며, 여기방

출 형 강도  UV254 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유기탄소 모니

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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