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續 論

空氣i당梁 및 土樓펀梁과 더불어 河)Jl의 71<質펀梁은 最近 우리나라에서도 急速한 工業의

發達로 因하여 重大한 社會問題가 되고 있다. 이 原因은 河川의 水資源이 人間의 食水와

工業用水로 重몇한 짧害U을 담당하고 있커 때문이 다.

水質펀梁이란 단순히 水質 그 自體가 惡化되는 것만이 아니라 生態學的으로 보면 종래

自然條件으로 ~衝을 이루었던 生物群集이 A寫的인 原因에 依하여 界外로부터 有機物， 無機

緣 等이 流入됨으로서 變化되고 파괴되 어 生物群集에 依한 物質生塵의 ~衝이 파괴되 거 나

또는 特定한 것이 極度로 增大하는 狀態가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盛下，- 1970) : 따라서

都市T水 또는 工場廢水의 流入으로 河川中의 有機觸類가 增加하고 富營養化가 彈하게 進

行되거나 毒物의 流入으로 生物群集이 파괴되는 것도 水質펀梁의 한 양상이다.

一般的으로 河JJI의 理化學的 水質分析은 i링梁源이 되는 物質의 種類가 많고 이들 勳質은

水溫및 河川 等의 環境條件에 쉽 게 영 향을 받으며 그 量的인 差異가 너무 섬 해 서 完全한 分

析이 困難하며 測定當時의 水質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에 反하여 生物學的 水質分析은

71<生生物， 主로 水生微生物， 水生昆蟲， 魚類， 附훌演類 等의 펀梁에 對한 耐性과 分布를 調

훌함으로서 理化學的 分析의 단점을 補完하여 준다. 이는 生物이 適者生存의 原則에 따라

環境에 適應하여 分布함으로 서식하는 生物이 그 지 역 의 오랜 펀梁의 歷史를 나다내기 때

문이 다. 그러 나 이 方法도 魚類블 제외한 水中微生物언 境遇 種同定이 곤란하고 理化學條件

과 生物分布間의 相關關係가. 아직도 完全히 究明되 지 않은 단점 이 있다(Staub， 1970).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965年以來 지금까지 漢江의 水質펀梁과 植物性플랑크톤의 分類와

生態에 ’관한 班究가 進行되 었고(鄭等， 1972) Kwon과 Sim(1968)의 昭究를 비롯하여 水質펀

梁에 관한 理化學的 빠究報告가 大部分이 다. 部分的으로 生物學的 指標生物에 依한 水質펀

梁度가 핍究되었을 뿐이다(李 1976, 洪 1969, 李·羅 1969).

그러므로 本맑究에서는 水質펀梁에 따른 植物性플랑크톤의 指標種， 서식분포， 種組成 및

現存量에 미치는 영 향과 水質펀梁이 據邊(1962)의 生緣指數와 Margalef (1958)의 種多樣指數

에 미치는 영향을 弘濟川을 對象으로 하여 調훌하였고 生物學的 水質判定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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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 驗 方 法

1. 調훌時期

附훌漢類의 採集은 1977年 6月 4 日부터 7月 2 日까지 實施하였다. 이 때의 水質調養는 採

集 첫날인 6月 4 日 과 15 日後인 19 日 에 採水하였다. 水溫， pH 및 溶存醒素(D.O.)는 現場에

서 直接 測定하였으며 나머지 水質훨素는 實驗室에 가져와서 곧 測定하었다. 附훌漢類의

生塵力을 調훌하기 위하여 始作 첫주일은 2 日 마다， 다음 週日부터는 3'"'-'4 日 마다 標本을 採

集하였다.

2. 調훌地點 擺況

調홈된 弘濟川은 서울特別市 鍾路區의 三角山 계곡에서 發源하여 鍾路區와 西大門區 綠

地帶， 住흰단지 및 I;場을 끼고 漢江으로 흘러드는 全長 6'"'-'7km의 작은 支流이 다. 河川

의 形態는 可兒(1944， 手據 1974 인용)의 區分法에 따르면 上流에서는 Aa型을 나타내었으며

中 ·下流는 Bb型을 나다내었다. 乾期에는 水量이 極히 미미하며 雨期에는 急流가 되는 典

型的인 小河川이 다. 調훌地點은 Fig. 1에 서 表示한 바와 같이 펀梁源 및 洞川의 立地條件

을 고려하면서 대 략 1. 2km'"'-'1. Okm 갚격 o i료 7個地點을 選定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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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map showing the stations of sampling areas at the Hong-je stream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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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調호區間의 立地條件을 살펴보면 St. 1은 最上流로서 典型的안 漢流域이 다. A家도 드

물어 펀梁이 없는 地點이다. St. 1을 지나 St . 2에 이르면서 이 區間은 유원지 지역이다. 따

라서 유람객들과 商店이 있어 급작이 펀쌓되기 始l'F하는 地點이6j- (Table 1). St. 3은 綠地

帶와 마을을 끼고 있으며 中間에 철강공장 1個所와 버스세차장 1個가 자리를 잡고있다.

St. 4는 製藥工場과 住힘地區이며 St.5는 제 지공장， 가구공장 및 아파트단치로 불에서 냄

새가 나기 始作한다. St. 6은 많은 住힘단지로 되어 있고 St. 7은 緣合病院， 캐비넷공장，

맘모스상가아파트 等으로 、펀梁이 매우 심하여 물가 근처에만 가도 악취가 난다.

3. 調훌方法

(1)附훌選類의 採集

附훌漢類의 採集場所는 他環境과의 條件統一을 하기 위하여 援邊 (1971， 律田等 1975, 引用)

의 方法대로 流速 40cm/sec, 水深 15cm 內外에 있는 20cmx20cm 程度의 自然傑石을 擇하

여 물의 흐름과 :zp:行한 윗면을 골라 5cmx5cm의 quadrat를 떠서 칫솔로 깨끗이 긁어 5%

포르말린 고정액이 든 소관병에 보관하였다.

(2) 附훌選類의 生훌力調훌

附훌漢類의 生옳力을 調훌하기 위하여 各調훌地點內에 있는 自然練石(20cm x 20cm)을 골

라 깨끗히 닦아 표지를 달고 投石하여 -‘定한 시간 간격ξ로 採集하여 새로이 달라붙은

生塵量을 調훌하였다.

(3) 附훌逢類의 보관， 同種 및 個體數의 測定

實驗室에 運搬하여 온 sample은 냉장고 속에 보관하고 固定滾으로는 Gilson’s solution

(久保淸治， 1974)을 使用하였다. 이 때 sample의 一部는 永久프레파라트를 만들어 顯微鏡으

로 檢鏡 同定하였다. 各種의 細R힘數는 Thoma의 Haemato cytometer로 計測하였고 必要時

에는 顯微鏡사진도 촬영하였다.

(4) 現存훌測定

附훌漢類의 現存量은 採集하여 온 sample을 Toyo No. 5A filter paper로 여 과하여 60"-'65°C

의 溫度를 유지하면서 건조기내 에 서 48時間 건조시 키고 다시 desicator에 옮겨 常溫￡로 냉

각시킨 다음 휴量하여 1m2 當으로 환산하였다.

(5) 水質分折

水溫은 溫度計를 利用하였고 pH는 標準比色法과 pH meter블 使用하여 測定하였다. 溶

存醒素는 Miller 變法으로 定量하였고 P04---은 ammonIum molybdate standard法으로 발

색 시 켜 spectrophotometer로 比色定量하였다. K+, Ca++, Na+ 等은 flame photometer로 測

定하였다. CI-과 B.O.D.는 常홉으로 장析定量하였다

(6) 生物指數(biotic index)와 種多樣性指數(species dive,l'sity index) 의 쐐定

生物指數는 據邊(1962)의 式을 利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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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I.는 生物指數， A는 펀梁에 耐性이 없는種의 數， B는 펀梁에 어느 程度의 耐

性이 있는 種의 數， C는 펀梁에 강한 耐性을 가진 種의 數이다.

種多樣性의 判定은 Margalef (1958)의 式을 利用하였다.

= r. 8-1
• .,---
「 ι- logeN

이 식 에 서 D는 種多樣쩔指數， 8는 出現種數， N은 全體細臨數를 의미 한다.

結果 벚 考察

1. 弘濟川의 廢水 流入에 依한 水質펀짧度의 理化學的 分析

Table 1은 1977年 6月 4日 과 19日 에 調훌한 弘濟川의 各調훌地點에 ι 對한 理化學的 水質

分析의 結果이 다. 6月 4日 에 調호한 弘濟川의 各地點에 對한 水質 data에 依하면 地域에

따라 상당한 펀梁度의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水質의 富營養化를 가장 찰 나다내는

P04---의 境遇 마을이 없는 最上流인 St. 1의 O.044mM로부터 가장 下流인 St. 7의 1. 170

mM까지 下流로 내려 갈수록 점점 그 灌度가 높아지고 있다. 特히 St. 2에 서는 O.347mM

로 거리상 불과 400m 下流임에도 불구하고 캅자커 8倍로 增加하였다. 理由는 遊園地가 있

고 家盧으로부터 나오는 T水의 영 향이 라고 생 각된다.

St. 3에 서는 O.391mM로 St. 2와 비슷한 灌度였으나 St. 4에 서 0.925mM로 St. 1에 비

하여 21倍 St. 2에 比하여는 3倍로 높아지는데 이는 附近에 있는 製藥會社I場의 廢水와

增加되는 家廳下水가 流入되는 結果라고 생각된다. St. 7은 St. 1에 比較하여 27倍나 된

다. 이 地域에서는 불가에 가기만 하여도 惡莫가 코를 찌 른다. 한펀 P04- - - 以外에 K+는，

6倍， Ca++는 7倍， Na+는 2.4倍， C1-는 4.4倍로 增加됨을 볼 수 있었다.

溶存醒素는 下流로 갈수록 감소하여 St. 1에 서는 11.16ppm이 었으나 St. 7에 서는 1. 74

ppm으로 彈펀水性種以外에는 살지 못하도록 심각하게 減少됨을 나다내고 있다. pH는 St.

5와 St. 6의 알카리성을 제외하고는 pH 6.5"-'7.6의 中性을 나타내었다. 한펀 대개 水質i됨

쌓의 判定基準으로 삼고 있는 B.O.D.를 살펴보면 역 시 St. 1에 서 St. 2로 갈때 4倍로 急激

히 增加하고 또 St. 3으로 갈 때 약 7ppm St. 3에 서 다시 St. 4로 갈 때는 6. 6ppm" St. 4

에서 St ‘ 5로 갈 때는 16.8ppm으로 增加하고 St. 6에 서는 약간 減少하나 St.7에 서는 St.

6 보다 36.2ppm으로 急速히 增加한다. 이것으로 工場廢水와 家底下水가 河J [f의 펀梁을 짐

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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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tical values of water quality in the Hong-je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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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킴폰 1977. 6. 4 1977.6.19

1 Iι2 I 3。、 - 7 1 I 2“ ηJ 7

Water
temperature 17.0 19.5 21. 0 21. 0 23.5 276때이 22.5

18.0 21. 0 23.0 23.0 26.0 26.0 25.5
caC)

pH 6.5 7.1 7.7 7.6 8.3 7.2 7.0 7.8 7.4 7.5 7.4 7.6 7.1
D.O.(ppm) 11. 1610.91 9.92 9.42 8.68 1. 7410.27 8.46 6.64 6.34 6.34 5.44 1. 21
B.O.D. (ppm) 7.4 28.5 35.2 41. 8 58.6 56.21 92.4 10.8 29.0 42.2 43.9 44.1 44.0 90.2
Cl-(ppm) 23.13 40.32 47.65 55.41 57.63 66.49 101. 9513.03 50.98 53.19 62.05 68.70 75.35 106.38
P04- - - (mM) 0.044 0.34710.391 0.925 0.950 0.957 1. 170

뼈261혜씨1J m %

O. 5041 O. 567 0.598 1. 227
K+(mM) 0.16

뼈혜씨 0. 66 0.66 0.72 0.74 0.88 0.26i 0.701 0.74 0.761 0.86 0.90 1. 06
Ca++(mM) 0.12 0.381 0.50 0.60 0.60 0.68 0.86 O. 35l O. 64l O. 66 0.641 0.50 0.46 0.56
Na+(mM) 0.74 1.101 1. 28 1. 34 1. 40 1. 42 1. 78 O. 941 1. 22[ 1. 41 O. 뼈씨 1. 50 1. 54 1. 80

Table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6月 19 日 외 지〈質分析結果도똑 같은 結果를 나타내었다. 그

러나 全般的으로 6月 19 /3 의 data가 6月 4 日 의 것보다 펀짧度가 높은 것은 그동안 가뭄ξ

로 因하여 水量이 滅少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廢水의 쩔쌓떼 따른 附훌選類의 現存量

(l) 現存훌

附홉漢類의 現存量을 調養한 結果는 Table 4에 서 表示한 바와 같이 上流에서 下流로 니f

려 갈수록 增加하고 있 었 다. 이 過程을 分析하여 보면 St. 4의 20.8g/m2를 제 외하고는 St.

5 (36. 8g/m2)까지 계속 增加하고 있으며 St. 5의 경우에는 St. 1의 現存量(4. 4g/m2)의 9倍에

逢하고 있으며 이 地點을 절정으로 하여 다시 St. 6과 St. 7에 서 各各 22.0g/m2 및 22.8

g/m2로 減少하였다. 이는 下流로 갈수록 P04---等과 같은 營養觸類의 流入이 많아지고 또

家底下水口에서 나오는 有機物에 依하여 富營養化되어 나타나는 結果이다. 그러나 St. 5"-'7

에서 附훌漢類의 現存量이 減少하는것은 工場廢水의 有害物質， 家處下水의 有機物 等‘아 지

나치게 流入되요로 水質펀짧아 極甚하여졌기 째문이라고 생각된다. 富水·市材(1966， 手爆，

1974, 인용)는 맑은 河川에서 chlorophyll-a量이 0.3"-'0.5g/m2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으

며 金 (1975)은 D.O.가 9.7ppm인 天池川에서 比較的 맑은 곳의 附훌漢類量。1 6.52g/m2였다

고 報告하였다. 이와 같은 結果는 chlorophyll의 測定과 附훌漢類의 이 結果는 本 짝究結果

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全般的으로 附훌漢類의 現存量은 물의 B.O.D . 즉

펀梁程度에 H:例하여 增加하었다 (Fig . 2) .

(2) 附홉逢類相

附홉漢類는 珪漢， 綠漢， 藍漢가 함께 混生하고 있으나 本陽究에서는 各station을 通하여

珪漢가 50% 以上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珪漢만을 種同定하여 그 分布를 調좁하였다. 이

結果 總 出現種은 7科 11屬 23種이 었으며 各 station의 種의 組成은 Table 2와 같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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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omparison of standing crops, species diversity index and biotic index according to
the ,increasing B.O.D. values in"the Hong-je stream.

結果에 依하면 上流언 St. 1과 St. 2에 서는 各各 13種과 14種이 出現하었고 St. 3,4 및 5에

서는 9種이 , 下流언 St. 7， 8에 서는 各各 6種과 5種이 出現하였다.

St. 1에 서는 全體細脫數가 2，237， 500/em3로서 St. 7의 29， 250，000/em3에 비교하면 불과

1/13이 나 出現種의 數는 오히려 2.6倍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펀梁이 進行됨에 따라 種組

밟의 選移는 水質이 맑은 St. 1에서는 Cymbella屬과 Frag써aria屬이 全體 出現 個體數의 各

各 36.4%와 30.7%로셔 優點種을 나타냈으며 Piηnularia， Surirella, Syηedra屬 等의 出現

個體數는 며비하나 St. 1에 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非헌梁地域의 指標種으로 생 각된다.



弘濟川의 附훌鎭類에 미치는 水質펀榮 -207 -

Table 2. Composition of benthic-micro algae (Bacillariophyceae) in the Hong-je stream

"'unit: 10, OOOcells/cms

한편$| 2 3 4 5 6 7

1(%) 1(%) \(%) 1(%) 1(%) 1(%)1 \(%)

*Amphora sp. B 12.5 5.6 25.0 5; 1 18.75 2.5

Cymbella graciles AI 25.0 11. 2 12.5 2.6

C. sinulata AI 37.5 16.8

C. ventricosa BI 18.75 8.4 12.5 2.6 37.5 6.4 50.0 6.7

Cocconeis
placentula var. A 12.5 5.6
euglypta

Fragilaria B 50.0 22.3 112.5 23.1 31. 25 6.9construens str.

F. construens var.

‘B118.75 8.4 25.0 5.1 37.5 8.3 125.0 21. 3 37.5 5‘0
87.5 8.8 50.0 1. 7venter

Frustulia vulgaris B 6.25 2.8 12.5 2.8 25.0 4.3

Gom)lipvhaocneema B 25.0 4.3ol1vaceum

G. parvulum B 12.5 2.6 6.25 0.8 25.0 2.5
Naviculaatomus C 62.5 12.8 143.75 31. 9 125.0 21. 3 312.5 41. 7 500:0 50.0 2025.0 69.2
N. exigua B 37.5 7.7 62.5 13.9
N. gastrum var BI 31. 2514.0 18.75 4.2eXlgua

N. medisculus B 62.5 12.8 37.5 6.4 25.0 3.3
N. radiosa A 12.5 2.6
N. sp. C 12.5 2.6 37.5 8.3 50.0 8.5 37.5 5.0 112.5 11. 3 150.0 5.1
Nitzschia palea C 12.5 2.6 68.75 15.3 125.0 21. 3 225.0 30.0 350.0 35;0 675;0 23.1
N. therminalis B 37.5 7.7 37.5 8.3 37.5 6.4 37.5 5‘0 12.5 1. 3 25.0 0.9
Pinnularia borealis A 37.5 7.7
P. viridis A 2.5 1. 1
Surirella linearis A 2.5 1. 1
Synedra acus A 3.75 1. 7
S. ulna AI 2.5 1.1

! 껑3. 75 1 487.5 I 450.0 I 굶17. 5
r

750.01 1,000.0~1-2， 925. 0

中펀水地域에서는 Navicula屬과 Fragilaria屬이 나타나며 가장 펀梁이 섬 한 St. 7에서는

Nitzschia屬과 Naψicula屬이 各各 24%와 74%로 단연 우점종으로 나타났다.

이 結果는 부착조류의 組成이 水質펀梁에 매우 민감한 反應을 보이고 있음을 意味한다.

3. 生훌速度

附훌漢類의 生塵速度의 調훌는 α-중부수성지 역 에 해 당하는 St. 3에 서 實雄하였는데 이

結果는 Fig. 3과 Table 3에 서 보는 바와 같다.

Table 3에 의하면 이 미 투석을 한지 6 日 만에 그 치 역의 現存量인 26.2g/m2의 44%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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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the production rate in Hong"je Stream (St. 3)

| Remvering ratiσ
to Standing crop(%)

Daily fluctua tion of
production rate

Ave l'age produCtion
rate

*0.23

0.44

0.73

0.93

0.86

0.95

0.99

1. 50
2.80

3.80

1. 73
0.90

0.72

0.23

1. 41

1. 50

1. 93

2.40

2.22

1.74

1. 39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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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uctuation of the production rate and the average production rate.

당하는 11. 6g/11l.2에 도달되 었고， 11 日 만에 93%인 24.4g/11l.2가 되 었다. 100%에

는 대략 21 日 이 소요되었다. 이 結果로보아 弘濟川에서 附看漢類는 自然狀態에서 22 日 만에

完全히 100%의 現存量을 회복하며 90% 種度는 10 日 만에 회복되는 生塵速度를 나타내 었

다. 이것은 제주도 天池川의 m훌漢類가 7日 만에 49%에 회복속도블 나다내었다는 金 (1975)

의 보고와 弘濟川에서 6日만에 44%가 회복되는 速度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때의 l 日 平均生塵量은 1‘41g/m2이 었다.

도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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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水質쩔쌓이 避邊(1962)의 生聊指數와 Margalef (1958)으l 種多樣性指數에 미치는

영향

據邊(1962， 手據， 1974 인용)는 河川의 有機i뀐梁을 判定하는 方法으로 珪漢의 種數로 평가

하는 生物指數를 제안하였다. 이는 特定種의 個體가 많고 적은가는 問題되지 앓고 다만 生

物의 種數만으로 水質을 判定한다. 그러나 弘濟川의 펀梁水域은 種數뿐만 아니라 個體數도

變化한다. 그러므로 種數와 個體數를 綠合하여 考察하면 펀梁에 관하여 보다 많은 生物學

的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最近에는 種數와 個體數를 함께 생각하는 生物指數가 檢討되고

있다(手據 1974).

Margalef (1958)의 種多樣性指數(D)는 정보이론에 입각한 Shannon-Wiener의 多樣性指數

(HS) (Shannon & Wiener 1963) 와 高度의 높은 正相關f直를 나타낸다고 律田等(1975)에 依하

여 보고되었다. ‘

따라서 著者들은 弘濟川의 7.1<.質펀梁의 調훌에 獲邊의 生物指數式과 Margalef의 種多樣性

指數를 使用하여 分析한 結果는 Table4와 Fig. 4에 서 보는 바와 같다.

Table 4. Total standing crops, biotic index and species diversity index of diatoms in the Hong-je
stream.

~二3펀I 피 2 -I 고「권 5 I 6 I
Total standing crops (g/lm2) 4.4 11. 6 26.2 20.8 36.8 22.0 22. 8',

Biotic index(diatoms) 154 57 0 0 0 50 -80‘
Diversity index(diatoms) 0.821 0.844 0.522 0.513 0.505 0.310 0.23:1

f당梁이 거의 안된 最上流는 生物指數(B.T.)가 154로 가장 높으며 St. ·3,4 및 5는 0으로

各各 同-하며 펀梁이 매우 심한 最下流인 St. 7은 -80의 f直를 나타내었다. 이 B. I.는

+200에 서 -200에 이르는 植가 存在하며 음수이면 그 1 水域은 彈蘭水性이라고 한다(手據

1974). 그러므로 B.I.에 依하여 弘濟川의 水質을 판단하여 보면 St. 1 이 쓸魔水性， St. 2가

ft-中廢水性， St. 3,4 및 5가 α-中鷹水性， St. 6와 7이 彈廢水性地城이 된다.

이 結果로 볼 때 유원지에서 인간의 유흥활동， 工場의 廢水， 상가， 가정하수 등이 弘濟5

川의 水質펀梁源아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argalef의、 種多樣性指數도 St. 1의 0.821로부터 St. 7의 0.233에 이르기까지 下流로 대‘

려가면서 첨차 강소하였다.

또한 Fig. 4에 서 보는 바와 같이 鍵邊의B.I.와 Margalef의 種多樣性指數는 相關係數가→

r=0.917로 正相關關係가 있으며 이는 5%水準에 서 維計學的으로 有意하다.

이들 結果를 縣合的으로 檢討하여 弘濟)Jl의 水質펀梁狀態블生物學的으로 判定하여 몇*얀}

하면 Fig.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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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rrelation between biotic index and species diversity index of diatoms in the Hong·je
stream.

要 約

1977年 6月 4 日 부터 7月 2 日까지 漢江의 小支流안 弘濟}[{을 7個地點으로 나누어 附훌漢

類에 對한 水質펀梁의 영향을 調훌하였으며， 그 結果는 아래와 갇다.

1. 各調훌定點의 理化學的 水質分析備는 上流에서 下流쪽으로 내려칼수록 짐하게 펀梁。1

되 었으며 P043-와 B.O.D.의 境遇 最上流인 St. 1에 서 各各 0.044mM과 7.4ppm이 였고 最下

流인 St. 7에 서는 各各 1. 170mM과 92.4ppm으로 急增하였다.

2 ‘ 水質펀짧이 進行됨에 따라 附홉靈類의 現存量은 比例하여 增加하며 聽邊의 生物指數

와 Margale£의 種多樣性指數間에는 統計學的으로 有意한 正相關關係가 있다.

3. 附看漢類(珪漢)의 組成은 總 7科 11屬 23種을 통청하였으며 淸햄한 上流에는 弱펀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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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biological map of water pol1\ltion in the Hong-je stream.

種인 α'mbella， Pinnularia，S，μrirella ， Synedra屬 等이 指標種으로 나요고， 中펀水地域안

St. 3,4 및 5에 서는 Navicula와 Fragilaria屬이 出現하였으며 彈펀水地域언 St. 6과 7에 서

는 Nitzschia와 Navicula屬이 나타났다. 特히 Naνicula atomus와 Nitzschia palea는 代表的

펀水種이다.

4. 附훌灌類의 生盧速度는 1日 平均 生塵量이 1. 41gjm2로서 平均現存量에 도달하는데 自

然狀態에서는 22 日 이 걸리나 11 日 이 되면 이미 93%가 회복되었다.

5. 據邊의 生物指數와 Margalef의 種多樣性指數에 依한 弘濟川의 生錫學的인 水質判定

結果는 St. 1이 쓸廢水性地域 St. 2가 껴-中蘭水性地域 St. 3,4 및 5가 a-中廢水性地域 및

St. 6과 7이 彈廢水性地域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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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Water Pollution on the Benthal Phytomicro-organisms

in the Hong-je Stream

Chang, Nam-Kee and lin, Chang-Duck

Summary

The effect of water pollution on the habitat, distribution, microflora, standing crops

;and indicators of the benthal phytomicro-organisms was investigated in Hong-je stream

τI\Thich is the small branch in the Han rive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hysicochemical analysis of water quality , water pollution

'of the down-stream was severer than that of upper-stream.

(2)The standing crops of the benthal phytomicro-oranisms had a tendency of increase

:in proportion to the levels of the water pollution.

(3) Benthal phytomicro-organism flora inthe studied area was constituted by 7 families ,
11 genera, 23 species. Especially , Navicula atomus and Nitzschia palea were considered to

be indicators for polysaprobic.

(4) The average production rate of the benthal phytomicro-organisms was 1. 41g ~-2

<lay-1. So the benthal phytomicro-organisms demanded for 22 days in order to reach to be

the average standing crops.

(5) Margalef’s species diversities and Watanabe’s biotic indices of upper- and down

stream of Hong-je were 154, 0.821 , -80 and 0.233 , respective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