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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탁형 용역
1. [ ] 일반경쟁계약

담당공무원

전태용 주무관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2. [√ ] 수의계약
2019.3.11 ~ 2019.7.8
( 4개월)
◦ (자정능력 평가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자정능력 평가 지표로써 외부에서

하천으로 유입하는 유기물과 영양염류의 생물학적 분해능과 화학적 산화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자정계수(ka/kd)를 채택하고 이를 하천의 DO 회복능력으로 명명하여 평가
- 하천의 자정능력 평가는 다양한 물리ㆍ화학ㆍ생물학적* 기작이 포함되어 있어 단
순한 물리화학적 특성만으로 평가 하는 것은 무리
* 병원균, 유기물, 영양염류 항목을 대상으로 희석, 확산, 산화, 환원, 침강,
생물 섭취, 흡착, 빛에 의한 살균 등의 다양한 기작 포함
연 구 결 과

◦ (자정능력 변화 평가) 자정계수를 활용한 DO 회복능력 평가결과 보 개방으로
DO 회복능력 전반적으로 증가
- (DO 평가) 자정계수를 활용하여 평가한 결과 관리수위 유지보다 보 개방시 자정
계수는 1.28~4.76배 상승으로 자정능력 상승
- (DOC 부하평가) DOC(용존유기탄소) 고농도(100㎎/L) 부하에 따른 회복능력 평가결
과 관리수위 대비 최저수위에서 회복속도 5~39일 빨라짐
* 오염부하시 첨두(최대)농도는 다소 높으나, 부하기간이 짧으며 회복이 빠름
- (NH3-N 산화능력 평가) DOC와 NH3-N 고농도* 동시부하를 가정할 경우 관리수위에
서 최저수위에서 회복속도 9~60일 이상 빨라짐
◦ (자정능력 평가) 단편적인 항목별 평가로 종합적 자정능력 정의 곤란하며, 평가
대상 명확화 필요
- 자정능력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해당수체인지, 하류에 미치는 영향인지에
따라 달라짐
- 자정능력 평가는 모니터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나 현재수준에서는 한

평 가 결 과

계가 있음
◦ (평가항목별 기여도) 자정능력 평가항목별 우선순위 또는 기여도 산정은 곤란,
자정작용의 대상별 평가가 적절
* 자정계수는 오염도가 높은 하천에서 유용, 퇴적은 오염물질의 단순이동으로
향후 수질영향 고려 필요, 탈질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 (결과고찰) 모델의 한계, 관측자료의 한계, 자연현상의 반영 한계 등 연구 한계점
제시 필요, 연구결과에 대한 후속 추진 필요사항 언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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