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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es of multi-dimensional hydrodynamic and water quality models are increasing to support a sustainable management of 
large dam reservoirs in Korea. Any modeling study requires selection of a proper spatial dimension of the model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variability of concerned simulation variables. For example, a laterally averaged two-dimensional (2D) 
model, which has been widely used in many large dam reservoirs in Korea, assumes that the lateral variations of 
hydrodynamic and water quality variables are negligible. However, there has been limited studies to give a justification of the 
assumptio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variations of water quality variables 
through intensive field monitoring in Daechung Reservoir, and provide information on a proper spatial dimension for different 
water quality parameters. The monitoring results showed that the lateral variations of water temperature are marginal, but 
those of DO, pH, and conductivity could be significant depending on the hydrological conditions and local algal biomass. In 
particular, the phytoplankton (Chl-a) and nutrient concentrations showed a significant lateral variation at R2 (Daejeongri) 
during low flow periods in 2008 possibly because of slow lateral mixing of tributary inflow from So-oak Stream and wind 
driven patch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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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재 국내에는 15개의 다목 이 건설되어, 수자원의 안

정 인 공 , 하류 홍수조 , 수력발 , 그리고  하류 하

천의 유지용수 공 에 이용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2007). 그러나 인 으로 하천을 가로막아 형성된  수

지는 정체수역을 형성함으로써, 자연상태의 물 흐름을 방해

하고 유역으로부터 유출된 유사와 물질의 운반에도 변화를 

가져온다(Dyson et al., 2003; Tharme, 2003). 그 결과로써 

이들  수지의 상․하류 하천은 지형의 변화와 수질  

생태계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홍수시에는 미세입자를 포

함한 탁수가 수지로 유입되어 장기간 체류하면서 지속탁

도(persistent turbidity)를 유발한 후 시기 으로 후행하여 

장기간 하류하천에 피해를 주고 있다(정세웅 등, 2005). 
한, 일부 수지는 과도한 양염류의 축 과 긴 체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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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하여 부 양호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여름철에는 식

물 랑크톤의 과잉성장, 즉 녹조 상(algal bloom)과 같은 

수질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김범철 등, 2001; 서동일, 1998; 
정세웅, 2004).
본 연구의 상지인 청호는 나뭇가지 모양의 수지 

형상이 두드러지는 인공호로써 길이가 길고 굽어진 지형

인 특성으로 인해 곳곳에 정체수역을 형성하며, 상류 유역

에 동, 산, 무주, 옥천 등의 도시화 지역이 많이 분포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 21개 조류 보지역 

 녹조 상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간에 

따라 생태학  특성을 달리하는 우 종이 수역별로 다양하

게 발생하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 2007). 청호 내에서 

발생하는 녹조 상의 계  변동성은 조류의 성장에 필요

한 양염류, 수온, 량  수리학  체류시간이 시･공간

으로 편차를 보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국지  생태환경

(local ecological niche)의 조성은 하천수의 유입과 혼합, 성
층 상과 수직혼합 등 수지의 육수물리학  상과 매우 

하게 련되어 있다(Botelho and Imberg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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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dy et al., 1982; Lind et al., 1993; Simek et al., 
2001). 따라서 청호 수질문제의 정확한 인과 계 해석과 

효과 인 수질 리 안 수립을 해서는 수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육수물리학  상과 연계하여 수질의 시･

공간 인 변동성을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지 수리-수질의 상호 계 해석을 해 국내･외에서 

수리-수질모델링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지속 으로 이

루어져 왔다(Ambrose et al., 1993; Cerco and Cole, 1993; 
Chapra, 1997; Chung et al., 2008; Cole and Buchak, 1995; 
Hamrick, 1992; Wallace and Hamilton, 2000). 수지 수리

-수질모델은 해석하고자 하는 수체의 공간  해상도에 따

라 수심방향(z)만의 변동을 해석할 수 있는 1차원 모델, 흐
름방향과 수심방향의 변동을 고려할 수 있는 횡방향 평균 

2차원(x-z) 모델, 흐름방향과 횡방향의 변동을 고려할 수 

있는 수심방향 평균 2차원(x-y) 모델, 그리고 모든 방향으

로의 변동성을 고려하는 3차원(x-y-z)모델로 구분된다

(Martin and McCutcheon, 1999). 일반 으로 1차원 모델은 

수심이 깊고, 수평방향의 흐름과 수질 변동성이 작거나 거

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Ford and Johnson, 
1986), 미공병단에서 개발된 CE-QUAL-R1 (Environmental 
Laboratory, 1995)과 서호주 학교 물연구센터에서 개발된 

DYRESM (Antenucci and Imerito, 2003)이 표 이다. 횡
방향 평균 2차원 모델의 경우, 횡방향 변동성이 작거나 거

의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 용가능하며 미국공병단에서 

개발한 CE-QUAL-W2 (Cole and Wells, 2004)가 표 인 

모델이다. 수심평균 2차원 모델은 수심이 얕아 천수방정식

의 용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가능하며, WIFM-SAL 
(Schmalz, 1985; Swain and Bird, 1987), STUDH-TABS_2 
(Thomas and McAnally, 1985), SMS (Environmental 
Modeling Research Laboratory, 2000) 등이 해당된다. 한 

3차원 모델의 경우, 최근 국내 용의 신뢰도 향상을 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ELCOM- 
CAEDYM (Botelho and Imberger, 2007; Chung et al., 
2009; Hipsey et al., 2004; Hodges and Dallimore, 2006; 
Wallace and Hamilton, 2000)과 EFDC (Hamrick, 1992) 
는 EFDC-WASP이 표 이다. 성공 인 수지 수질 리 

책 수립을 해서는 정한 수리･수질 모델의 선정이 매

우 요하며, 수체의 특성에 맞는 모델의 차원을 결정하기 

해서는 수리･수질의 공간 인 변동성에 한 검토가 우

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 은 청호를 상으로 도있는 장실험

을 통해 수리-수질의 공간 인 변동성을 규명하고, 해석하

고자 하는 목 에 합한 수리-수질 모델의 공간  해상도

(차원)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해 2008년과 2009년에 

청호의 주요지 을 횡방향과 수심방향으로 일정 구간을 

나 어 공간 인 수리-수질의 변동성을 조사하고 분산분석

을 실시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향후 국내 

수지에서 수체의 수리-수질 특성에 맞는 모델의 선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모델링의 효율성과 정확도 향상에 기여

하리라 기 한다.

2. 연구 방법

2.1. 청호  공간분포 조사

본 연구의 상인 청 은 강유역의 최  상수원으로

써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경감, 용수공   수력발  

등 다목 으로 1975년 3월에 착공하여 1981년 6월에 공

되었다. 총 유역면 은(용담  유역제외) 3,204.0 km2이고, 
수지 표면 은 72.8 km2로서 유역면 / 수면 의 비는 

44.0이다. 연평균 유입량과 강수량은 각각 95.6 m3/s, 
1,230.0 mm이고, 총 수용량은 1,490×106 m3이며, 유효

수량은 790×106 m3에 해당한다. 청호의 취수를 한 수

리구조물은 2개의 취수탑(EL. 57.0 m)이 있으며, 수력발

과 하류 용수공 을 한 방류구(EL. 52.0 m), 그리고 6개
의 수문을 가진 홍수조 용 여수로(EL. 64.5 m)가 있어 유

량을 조 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2007).
청호내 수리, 수질  식물 랑크톤의 공간분포 조사는 

2008년의 경우, 총 3회(7월 29일, 8월 14일  8월 28)에 

걸쳐 장계교(R1), 정리(R2), 회남 교(R3) 지 에서 종단 

 횡단 측정이 이루어졌다(Fig. 1(a)). 2009년 5월말 불투

수 수류차단막(이후 차단막)이 회남 교에서 약 2 km 상류

에 시범 설치됨에 따라 2009년의 경우, 차단막 상류 50 
m(St.1), 차단막 하류 50 m (St.2)  회남 교(St.3) 지 에

서 총 3회(7월 30일, 8월 3일  8월 6일)에 걸쳐 종단  

횡단 측정을 실시하 다(Fig. 1(c)). R1과 R2 지 은 하천성

향이 강한 유수구간(riverine zone)이고, St.1, St.2와 회남

교 지 은 하천과 수지 성향이 공존하는 이구간

(transitional zone)이다. 조사 시기의 선정은 2008년 7월 29
일, 8월 14일  8월 28일의 경우, 각각 선행강우(일 평균 

10 mm 이상)로부터 4일, 1일  6일 이후에 이루어졌고, 
2009년 7월 30일, 8월 3일  8월 6일의 경우, 각각 선행강

우(일 평균 10 mm 이상)로부터 9일, 13일  16일이 경과

된 시기를 선택하여 장조사를 실시하 다(Fig. 1(b),(d)).
2008년과 2009년의 여름철(6 ~ 8월)동안 청  유역의 

강우량, 유입량, 방류량  수 의 일 변동을 각각 Fig. 
1((b),(d))에 나타내었다. 2008년과 2009년에 총 강우량은 

각각 782.4 mm  968.8 mm이었고, 6 ~ 8월동안 강우량은 

각각 522.2 mm (66.7%)  615.7 mm (63.6%)이었으며, 
일 평균 강우량이 60 mm를 과하는 강우사상은 2009년 

7월 9일(78.4 mm), 7월 14일(63.7 mm)에 걸쳐 총 2번 발

생하 다. 2008년과 2009년에 일평균 유입량은 각각 34.8 
CMS, 44.3 CMS이었고, 6 ~ 8월동안 일평균 유입량은 각각 

82.8 CMS, 123.7 CMS로 나타났다. 2008년의 수  일변

동에서 최 값과 최소값은 각각 72.6 EL. m, 64.5 EL. m
이었고, 2009년에는 각각 73.1 EL. m, 62.8 EL. m로 나타

났다. 한, 홍수조 을 한 여수로 수문방류는 2009년 7
월 14일을 ․후하여 발생한 집 강우 이후 7월 17일 ~
19일(795.9 CMS)에만 이루어졌다(국가수자원 리종합정보

시스템, 2010). 그에 반해 2008년 강수량은 평년의 63.6%
에 거쳐 가뭄년에 해당하 으며, 홍수조 을 한 수문방류

는 없었다.



청호 수리-수질의 공간  변동 특성 분석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Quality, Vol. 27, No. 5, 2011

701

(a) (b)

(c) (d)

Fig. 1. Location of sampling stations (a), (c) and daily variations of hydrological factors (b), (d) in 2008 (up) and 2009 (down).

2.2. 조사항목  분석방법

2008년 1차(7월 29일) 조사는 R1과 R3 지 에서 하천

심선의 수직방향으로 3등분(좌안, 앙, 우안)하고 각 등분

을 기 으로 다항목수질자동측정기인 YSI 6600을 이용

하여 표층부터 층까지 수심에 따른 수온, DO, pH, 기

도도  탁도를 장에서 직  측정하 다. 한, Van 
Dorn 채수기를 이용하여 R1(표층, 표층으로부터 각각 1 m, 
2 m, 3 m)과 R3(표층, 표층으로부터 각각 1 m, 3 m, 5 m) 
지 의 각 수심별 4시료를 채수하여 Chl-a 농도를 Standard 
methods (APHA et al., 1998)에 하여 즉시 분석하 다. 2
차(8월 14일) 조사는 R2 지 을 추가하여 1차 실험과 동일

한 방법으로 장실험을 실시하 고, R1, R2  R3 지
의 채수 치는 표층, 표층으로부터 각각 1 m  2 m에서 

각 수심별 3시료를 채수하여 Chl-a 농도  양염류인 

T-N, NH4-N, NO3-N, T-P 농도를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
경부, 2007)에 하여 즉시 분석하 다. 3차(8월 28일) 조
사는 2차 실험과 동일한 지 에서 장조사와 표층, 표층

으로부터 각각 1 m, 2 m, 3 m, 4 m, 5 m의 각 수심별 6
시료를 채수하여 동일한 항목을 분석하 다.

2009년 1차(7월 30일) 조사는 St.3 지 의 좌안, 앙, 우
안에서 다항목수질자동측정기인 YSI 6600을 이용하여 수

온, DO, pH, 기 도도  탁도를 수심별로 측정하 고, 
투명도(SD)는 직경 30 cm의 Secchi disk를 이용하여 장

에서 직  측정하 다. 한, 시료는 Van Dorn 채수기를 

이용하여 각 수심별(표층, 표층으로부터 각각 1 m, 2 m, 3 
m)로 채수하 다. 2차(8월 3일) 조사는 St.1과 St.2 지 의 

좌, , 우안에서 실시하 다. 채수 치는 표층, 표층으로부

터 각각 1 m, 2 m, 3 m  4 m에서 채수하 다. 3차(8월 

6일) 조사는 2차 실험과 동일한 지 에서 실시하 으며, 채
수 치는 표층, 표층으로부터 각각 1 m, 2 m, 3 m  4 
m이었다. 채수한 시료는 실험실에서 SS, VSS, T-N, 
NH4-N, NO3-N, NO2-N, T-P, PO4-P  Chl-a 농도를 수질

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 2007)  Standard methods 
(APHA et al., 1998)에 하여 즉시 분석하 다.
본 연구에는 2009년 다양한 수질 변수에 하여 횡방향

에 한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분산분석을 이용하

으며 SAS(version 9.2)통계 로그램에서 PROC GLM 
로시져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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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ertical profiles with lateral ranges of YSI monitored data in 2008. (a) 7/29, (b) 8/14 and (c) 8/28

Table 1. Lateral variations of Chl-a concentration for the 1st samples in July 29, 2008
Depth/
stations

R1 Depth/
stations

R3
Left Center Right Left Center Right

Surface 17.1 13.5 18.8 Surface 4.4 4.2 5.3
1 m 20.9 18.9 13.6 1 m 5.1 3.8 3.5
2 m 7.6 7.3 8.8 3 m 29.2 60.6 29.8
3 m 5.8 5.5 2.9 5 m 21.3 47.9 38.7

3. 결과  고찰

3.1. 2008년 조사 결과

2008년 R1(장계교), R2( 정리)  R3(회남 교) 지 의 

좌, , 우안에서 총 3회(7/29, 8/14, 8/28)에 걸쳐 측정한 수

심에 따른 수온, DO, pH, 기 도도  탁도의 수직분포를 

Fig. 2에 나타내었다. R1  R2 지 의 수심은 좌안, 앙

이 깊은 반면에 우안은 상 으로 얕았다. 반면, R3 지
에서는 우안, 앙이 깊고, 좌안이 상 으로 얕았다. 이는 

R2 지 의 상류에 소옥천이 수지 좌측에서 유입되고 있

고, R3 지 은 회인천이 수지 우측에서 유입되기 때문으

로 단된다(Fig. 1(a)). 총 3회의 조사 결과, R1, R2  R3 
지 의 좌, , 우안에서 수온은 횡방향 편차가 0.2°C 내외

로 변동성이 작았다. 반면, DO, pH, 기 도도  탁도는 

횡방향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횡방향 편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실험결과(7/29), Chl-a 농도는 R1 지 의 좌, , 우

안에서 약간의 농도차를 나타내기는 했으나, 그 차이는 크

지 않았다. Chl-a 농도가 가장 큰 지 별 수심의 농도는 좌

안과 앙의 경우, 표층으로부터 1 m의 깊이에서 각각 

20.9  18.9 μg/L이었으며, 우안에서는 표층에서 18.8 μ

g/L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표층과 표층으로부터 1 

m 깊이의 Chl-a 농도가 표층으로부터 각각 2, 3 m 깊이의 

농도보다 2배 이상 높았다(Table 1). 반면, R3 지 의 

Chl-a 농도는 표층으로부터 각각 3, 5 m 깊이의 좌, , 우
안에서 농도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표층으로부터 3 m 
깊이의 앙에서 Chl-a 농도가 60.6 μg/L로 나타나 좌안

(29.2 μg/L)과 우안(29.8 μg/L)에 비해 2배 정도 높았다. 
한, 표층으로부터 각각 3, 5 m 깊이의 Chl-a 농도가 표층

과 표층으로부터 1 m 깊이의 농도보다 4배 이상 높게 나

타났으며, Chl-a 농도가 가장 높은 수심은 R1과 R3 지 에

서 각각 다른 양상을 보 다(Table 1).
R1, R2  R3 지 의 표층, 표층으로부터 각각 1 m  

2 m에서 채수한 시료의 2차 실험결과(8/14)를 Fig. 3(a)에 

나타내었다. R1 지 의 표층, 1 m, 2 m의 좌, , 우안에

서 Chl-a 농도는 각각 6.3 ~ 7.5 μg/L, 9.7 ~ 11.6 μg/L, 9.8 ~
10.5 μg/L의 범 로 지 과 수심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반
면, R2 지 의 표층에서 좌안의 Chl-a 농도가 235.7 μg/L
로 앙과 우안에 비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 
T-N과 T-P가 각각 4.6 mg/L, 0.16 mg/L의 농도로 다른 지

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는 2차 조사가 선행강우(일 평

균 10 mm 이상)후 1일이 지난 시기에 이루어져 소옥천의 

유입수에서 식물 랑크톤  고농도의 양염류가 본류의 

좌측에서 유입되고, 합류 후 완  혼합되지 못한 채 R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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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Lateral variations of water quality for the 2nd and 3rd samples in 2008. (a) 8/14 and (b) 8/28

까지 좌안을 따라 이동하여 식물 랑크톤의 개체수를 늘

리거나, 식물 랑크톤의 성장에 필요한 양염류를 공 하

여 식물 랑크톤이 량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 것

으로 단된다. 한, R2 지 에서 성장한 식물 랑크톤이 

좌측으로만 부는 바람의 향으로 좌안으로 치우치는 상

(patchiness)이 발생하 을 가능성도 있다.
R1, R2  R3 지 의 표층, 표층으로부터 각각 1 m, 2 

m, 3 m, 4 m, 5 m에서 채수한 시료의 3차 실험결과(8/28)
를 Fig. 3(b)에 나타내었다. R1 지 은 R2  R3 지 에 

비해 Chl-a 농도가 높았고, 수심별 농도는 표층으로부터 3
~ 4 m 정도에서 최고 농도를 보 으며, 3 ~ 5 m 구간에서 

좌, , 우안의 농도값 변동폭이 상 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 T-N과 T-P 농도도 R2  R3 지 에 비해 상 으

로 높게 나타났다. R2 지 에서는 Chl-a 농도가 높았던 좌

안에서 2차 실험결과와는 다르게 3차 실험에서는 비교  

낮은 농도를 보 으며, 횡방향으로의 변동 한 거의 나타

나지 않았다. R3 지 의 Chl-a 농도는 다른 지 에 비해 

상 으로 낮았으며, 좌, , 우안의 편차가 수심별로 0.2
~ 1.3 μg/L 범 로 매우 낮은 변동성을 보 다.

3.2. 2009년 조사 결과

2009년 St.1(차단막 상류 50 m), St.2(차단막 하류 50 m) 
 St.3(회남 교) 지 의 좌, , 우안에서 총 3회(7/30, 

8/03, 8/06)에 걸쳐 측정한 수심에 따른 수온, DO, pH, 
기 도도  탁도의 수직분포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총 3
회 조사 결과, St.1, St.2  St.3 지 의 좌, , 우안에서 

수온은 횡방향 편차가 0.2°C 내･외로 변동성이 작았다. 반
면, DO 농도는 표층으로부터 약 15 m 수심까지 횡방향 변

동성이 상 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 pH, 기 도도는 

좌, , 우안의 횡방향 편차가 약간 있었다(Fig. 4). 탁도의 

경우, 2회차(8/03)에 St.1 좌안의 표층에서 앙과 우안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고, DO 농도와 pH도 좌안의 표층에

서 상 으로 높았다(Fig. 4(b)). 한, 3회차(8/06)에서도 

St.1 좌안의 표층에서 탁도가 앙과 우안에 비해 높게 나

타났다(Fig. 4(c)). 이는 차단막 상류 지 인 St.1의 좌안 표

층에서 Chl-a 농도가 상 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반

으로 청호의 수온과 수질의 공간분포 특성은 성층화의 

향을 받아 수직방향의 변동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

며, 횡방향 변동성은 상 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St.3 지 의 좌, , 우안에서 표층, 표층으로부터 각각 1 

m, 2 m  3 m에서 시료를 채수하 고, 각각의 1차 실험

결과(7/30)를 Fig. 5에 나타내었으며, 좌, , 우안의 각 수

심별 평균값과 표 편차는 Table 2와 같다. 투명도는 좌, 
, 우안에서 각각 0.6, 0.9, 0.9 m로 좌안에서 가장 낮았

다. 이는 Chl-a의 농도가 좌안의 표층에서 54.2 μg/L로 가

장 높았기 때문에 투명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한, 좌안의 표층에서 탁도, SS, VSS 농도는 각각 28 

NTU, 10 mg/L, 10 mg/L이었고, T-N  T-P 농도는 각각 

1.4 mg/L  0.06 mg/L로 측정되었으며, 다른 지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ig. 5). 탁도, SS, VSS  Chl-a 농도를 제

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수심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St.1과 St.2 지 의 좌, , 우안에서 표층, 표층으로부터 

각각 1 m, 2 m, 3 m  4 m에서 채수한 시료의 2차 실험

결과(8/03)를 Fig. 6에 나타내었고, 좌, , 우안의 각 수심

별 평균값과 표 편차는 Table 3과 같다. St.1 지 의 경우, 
투명도는 좌, , 우안에서 각각 0.5, 0.7, 0.8 m로 좌안에서 

낮았다. Chl-a 농도가 좌안의 표층에서 83.5 μg/L이었고, 식
물 랑크톤의 합성  생물 사 활동으로 인해 DO 농
도와 pH가 각각 11.2 mg/L  10.5로 나타났다. DO 농도

는 좌안에서 앙과 우안에 비해 상 으로 과포화 되어 

지 별로 큰 농도차이를 보 다. PO4-P 농도는 좌안의 표층

에서 0.014 mg/L로 앙(0.004 mg/L)과 우안(0.002 mg/L)
에 비해 세배 반 이상 높게 나타나 횡방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Fig. 6(a)). 한, 좌, , 우안에서 T-N 농도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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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30

(b) 8/03

(c) 8/06
Fig. 4. Vertical profiles with lateral ranges of YSI monitored data in 2009. (a) 7/30, (b) 8/03 and (c) 8/06

Fig. 5. Lateral variations of water quality variables observed from the 1st monitoring samples at St.3 in July 30, 2009. (a) 
secchi depth, (b) temperature, (c) dissolved oxygen, (d) pH, (e) conductivity, (f) turbidity, (g) suspended solids, (h) 
volatile suspended solids, (i) total nitrogen, (j) ammonium, (k) nitrate, (l) nitrite, (m) total phosphorus, (n) soluble 
reactive phosphorus, and (o) chlorophy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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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water quality and standard deviation for the 1st monitoring samples at St.3 in July 30, 2009

Factors \ stations
St.3

Left Center Right
Temperature (°C) 26.6(±1.4) 26.8(±1.3) 26.7(±1.2)
DO (mg/L) 12.6(±1.6) 14.2(±0.5) 14.0(±0.6)
pH 9.6(±0.1) 9.8(±0.1) 9.8(±0.2)
Conductivity (μS/cm) 145.5(±2.6) 146.5(±2.6) 145.0(±4.2)
Turbidity (NTU) 12.0(±10.8) 11.0(±8.3) 9.4(±5.9)
SS (mg/L) 5.9(±2.9) 4.8(±2.1) 3.5(±0.9)
VSS (mg/L) 5.8(±2.9) 4.7(±2.2) 3.5(±0.9)
T-N (mg/L) 1.293(±0.080) 1.501(±0.416) 1.446(±0.266)
NH4-N (mg/L) 0.055(±0.004) 0.055(±0.001) 0.054(±0.002)
NO3-N (mg/L) 1.049(±0.052) 1.061(±0.053) 1.085(±0.085)
NO2-N (mg/L) 0.026(±0.005) 0.026(±0.004) 0.024(±0.001)
T-P (mg/L) 0.046(±0.009) 0.045(±0.005) 0.050(±0.009)
PO4-P (mg/L) 0.004(±0.001) 0.004(±0.000) 0.004(±0.000)
Chl-a (μg/L) 26.1(±22.4) 23.9(±13.0) 21.8(±8.2)

(a) (b)
Fig. 6. Lateral variations of water quality variables for the 2nd monitoring samples at St.1 (a) and St.2 (b) in August 3, 2009.

수심별 평균값(표 편차)은 각각 2.2(±0.3) mg/L, 1.8(±0.1) 
mg/L, 1.7(±0.1) mg/L로 편차를 보 다(Table 3). St.1 지
이 St.2 지 에 비해 Chl-a 농도가 상 으로 높은 이유는 

부유성 식물 랑크톤과 높은 인 농도를 함유한 유입수가 

유 층으로 유입되다가 차단막에 의해 차단되어 St.1 지
에서 식물 랑크톤이 과잉 성장한 것으로 단된다.

St.2 지 은 차단막 직 하류지 으로 좌, , 우안에서 투

명도가 1.1 m로 동일하 고, 표층 Chl-a 농도는 각각 31.9 
μg/L, 29.2 μg/L, 24.3 μg/L로 횡방향 편차가 작았으며, 모
든 수질항목에서 횡방향 변동성이 작게 나타났다. St.2 지
은 St.1 지 에 비해 좌안 표층에서 Chl-a 농도가 61.8% 

감소하 고, T-P, PO4-P, 탁도  SS 농도도 각각 47.5%, 
71.4%, 68.5%  54.9% 감소하 다(Fig. 6(b)). 따라서 St.2 
지 은 상류에서 이송과 확산에 의해 추가 인 외부 인 공

이 제한되면 식물 랑크톤의 지속 인 성장이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차 실험을 한 시료의 채수는 2차 실험과 동일한 지

과 수심에서 실시하 고, 채수한 시료의 3차 실험결과

(8/06)를 Fig. 7에 나타내었으며, 좌, , 우안의 각 수심별 

평균값과 표 편차는 Table 4와 같다. St.1 지 의 좌안에

서 투명도가 0.6 m로 가장 낮았다. 한, 좌안의 표층에서 

탁도, SS  Chl-a 농도는 각각 33.8 NTU, 18.0 mg/L  

66.3 μg/L로 가장 높았고, St.2 지 에 비해 수심별로 더 

높은 농도를 보 다(Fig. 7). 한, 좌, , 우안에서 기

도도의 각 수심별 평균값은 각각 143 μS/cm, 136 μS/cm, 
135 μS/cm로 편차를 보 다(Table 4). 특히, St.1 지 의 

좌, , 우안에서 수심별 DO 농도가 격히 상승하여 과포

화 되었다. 이는 유 층에 격히 증가한 식물 랑크톤 농

도의 향으로 단된다. 반면, 차단막 하류인 St.2 지 에

서 St.1 지 에 비해 DO, 기 도도, 탁도, T-P  Chl-a 
농도가 상 으로 낮았고, 모든 수질항목에서 횡방향 변동

성이 작게 나타났다(Fig. 7, Table 4).



이흥수ᆞ정세웅ᆞ최정규ᆞ오동근ᆞ허태

수질보  한국물환경학회지 제27권 제5호, 2011

706

Table 3. Mean water quality and standard deviation for the 2nd monitoring samples at St.1 and St.2 in August 3, 2009

Factors \ stations
St.1 St.2

Left Center Right Left Center Right
Temperature (°C) 28.1(±1.5) 28.2(±1.2) 28.1(±1.1) 26.6(±1.3) 26.9(±1.0) 26.8(±1.5)
DO (mg/L) 14.4(±2.0) 10.1(±2.2) 10.2(±2.1) 9.8(±1.6) 9.4(±1.5) 10.7(±1.7)
pH 10.4(±0.1) 10.3(±0.1) 10.2(±0.1) 10.1(±0.2) 10.0(±0.1) 9.9(±0.1)
Conductivity (μS/cm) 143.6(±10.7) 140.6(±8.3) 138.6(±7.9) 137.8(±8.9) 137.8(±7.8) 136.0(±9.7)
Turbidity (NTU) 20.4(±20.2) 14.9(±9.5) 13.5(±10.1) 8.0(±8.2) 7.0(±7.0) 7.0(±5.9)
SS (mg/L) 7.0(±4.8) 6.3(±4.0) 5.5(±3.9) 2.9(±2.9) 3.2(±3.0) 3.6(±2.6)
VSS (mg/L) 7.0(±4.8) 6.3(±4.0) 5.5(±3.9) 2.9(±2.9) 3.2(±3.0) 3.6(±2.6)
T-N (mg/L) 2.162(±0.325) 1.785(±0.134) 1.670(±0.143) 1.579(±0.374) 1.760(±0.455) 2.041(±0.163)
NH4-N (mg/L) 0.065(±0.010) 0.064(±0.007) 0.064(±0.010) 0.077(±0.033) 0.064(±0.005) 0.065(±0.006)
NO3-N (mg/L) 1.240(±0.214) 1.270(±0.175) 1.264(±0.145) 1.160(±0.096) 1.188(±0.128) 1.183(±0.088)
NO2-N (mg/L) 0.031(±0.034) 0.038(±0.049) 0.045(±0.064) 0.035(±0.024) 0.047(±0.039) 0.047(±0.040)
T-P (mg/L) 0.078(±0.032) 0.073(±0.025) 0.056(±0.013) 0.042(±0.010) 0.042(±0.006) 0.040(±0.009)
PO4-P (mg/L) 0.008(±0.004) 0.002(±0.001) 0.002(±0.000) 0.004(±0.001) 0.004(±0.001) 0.004(±)0.001)
Chl-a (μg/L) 39.3(±29.7) 37.7(±22.7) 27.8(±20.6) 13.3(±14.7) 11.4(±11.9) 10.8(±10.0)

(a) (b)
Fig. 7. Lateral variations of water quality variables for the 3rd monitoring samples at St.1 (a) and St.2 (b) in August 6, 2009.

Table 4. Mean water quality and standard deviation for the 3rd monitoring samples at St.1 and St.2 in August 6, 2009

Factors\stations
St.1 St.2

Left Center Right Left Center Right
Temperature (°C) 28.0(±0.7) 28.3(±0.3) 28.5(±0.5) 26.6(±0.7) 27.4(±0.5) 26.4(±1.2)
DO (mg/L) 14.7(±1.0) 15.8(±0.7) 14.9(±0.8) 12.3(±0.5) 12.9(±0.5) 12.8(±0.4)
pH 10.0(±0.2) 9.8(±0.1) 10.0(±0.1) 9.8(±0.3) 9.9(±0.1) 9.7(±0.2)
Conductivity (μS/cm) 142.6(±4.0) 136.2(±4.0) 135.0(±5.2) 124.6(±0.5) 126.6(±3.4) 124.6(±1.9)
Turbidity (NTU) 20.1(±9.6) 20.5(±6.2) 16.5(±4.4) 6.1(±2.1) 6.8(±1.4) 7.0(±2.4)
SS (mg/L) 11.5(±4.2) 11.9(±2.1) 9.9(±2.6) 4.3(±1.2) 6.4(±3.5) 4.3(±2.0)
VSS (mg/L) 11.5(±4.2) 11.9(±2.1) 9.8(±2.6) 4.3(±1.2) 5.6(±1.8) 4.3(±2.0)
T-N (mg/L) 1.701(±0.575) 1.856(±0.321) 1.835(±0.329) 1.792(±0.146) 1.813(±0.135) 1.710(±0.192)
NH4-N (mg/L) 0.043(±0.005) 0.043(±0.003) 0.037(±0.003) 0.041(±0.008) 0.043(±0.002) 0.044(±0.001)
NO3-N (mg/L) 1.168(±0.044) 1.183(±0.047) 1.194(±0.038) 1.409(±0.157) 1.382(±0.077) 1.421(±0.068)
NO2-N (mg/L) 0.016(±0.001) 0.019(±0.008) 0.015(±0.001) 0.032(±0.020) 0.021(±0.013) 0.018(±0.010)
T-P (mg/L) 0.086(±0.017) 0.076(±0.015) 0.066(±0.020) 0.046(±0.018) 0.062(±0.023) 0.064(±0.027)
PO4-P (mg/L) 0.004(±0.001) 0.004(±0.001) 0.005(±0.000) 0.006(±0.001) 0.006(±0.000) 0.007(±0.001)
Chl-a (μg/L) 49.5(±13.2) 51.3(±9.9) 37.8(±8.5) 16.1(±7.9) 18.9(±6.0) 1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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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value obtained from ANOVA tests for various water quality variables at St.1, St.2, and St.3 stations during 2009

Parameter
St.1 St.2 St.3

Temporal Lateral Vertical Temporal Lateral Vertical Temporal Lateral Vertical

Temp. 0.0760
(*)

0.6538
(n.s)

<0.0001
(***)

0.9321
(n.s)

0.1133
(n.s)

<0.0001
(***) - 0.6183

(n.s)
0.0001
(***)

DO <0.0001
(***)

0.0229
(**)

0.0083
(***)

<0.0001
(***)

0.1632
(n.s)

0.0006
(***) - 0.0229

(**)
0.0281

(**)

pH <0.0001
(***)

0.0457
(**)

0.0004
(***)

<0.0001
(***)

0.0110
(**)

<0.0001
(***) - 0.0002

(***)
0.0004
(***)

Cond. 0.0298
(**)

0.0018
(***)

<0.0001
(***)

<0.0001
(***)

0.6558
(n.s)

0.0013
(***) - 0.1780

(n.s)
0.0009
(***)

Turb. 0.2861
(n.s)

0.2540
(n.s)

<0.0001
(***)

0.5720
(n.s)

0.9962
(n.s)

<0.0001
(***) - 0.6724

(n.s)
0.0070
(***)

SS <0.0001
(***)

0.0640
(*)

<0.0001
(***)

0.0249
(**)

0.3810
(n.s)

0.0020
(***) - 0.1266

(n.s)
0.0391

(**)

VSS <0.0001
(***)

0.0489
(**)

<0.0001
(***)

0.0245
(**)

0.5558
(n.s)

0.0010
(***) - 0.1425

(n.s)
0.0384

(**)

T-N 0.5911
(n.s)

0.5712
(n.s)

0.8617
(n.s)

0.8326
(n.s)

0.3322
(n.s)

0.2417
(n.s) - 0.6128

(n.s)
0.5026
(n.s)

NH4-N
<0.0001

(***)
0.3940
(n.s)

0.1776
(n.s)

<0.0001
(***)

0.6595
(n.s)

0.7942
(n.s) - 0.8207

(n.s)
0.2960
(n.s)

NO3-N
0.0173

(**)
0.7527
(n.s)

<0.0001
(***)

<0.0001
(***)

0.6641
(n.s)

<0.0001
(***) - 0.1446

(n.s)
0.0009
(***)

NO2-N
0.0373

(**)
0.8664
(n.s)

0.0024
(***)

0.0492
(**)

0.9951
(n.s)

0.1579
(n.s) - 0.3731

(n.s)
0.1570
(n.s)

T-P 0.1872
(n.s)

0.0122
(**)

0.0004
(***)

0.0166
(**)

0.4847
(n.s)

0.2539
(n.s) - 0.7778

(n.s)
0.9675
(n.s)

PO4-P
0.5532
(n.s)

0.0696
(*)

0.7032
(n.s)

<0.0001
(***)

0.0927
(*)

0.0098
(***) - 0.4219

(n.s)
0.4547
(n.s)

Chl-a 0.0030
(**)

0.0133
(**)

<0.0001
(***)

0.0042
(***)

0.9248
(n.s)

<0.0001
(***) - 0.8217

(n.s)
0.0255

(**)
n.s: not significant, *: P-value <0.10, **: P-value <0.05, ***: P-value <0.01

3.3. 수질 변수의 공간 분산분석

2009년 모든 조사지 (St.1, St.2, St.3)의 장조사로부터 

얻어진 다양한 수질 변수에 하여 좌안, 안 그리고 우

안의 횡방향 평균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를 평가하

기 한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분산분석은 각 조

사지 에서의 조사 시기별(temporal), 횡방향 치별(lateral) 
그리고 조사 수심별(vertical) 측 수질 변수의 평균의 차

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는 가설검정이다. 분산

분석의 귀무가설(null hypothesis)은 각 요인에 따라 수질 

변수의 평균은 차이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며, 립가설

(alternative hypothesis)은 평균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는 것이다. 분산분석을 통해 계산된 P-값이 유의수 (α = 
0.05)보다 작을 경우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2009년 각 조사지 에 한 분산분석 결과, St.1, St.2 지
에서 탁도와 T-N 농도는 조사 시기에 따른 평균의 차이

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 다. 한, St.1, St.2  

St.3 지 에서 T-N, NH4-N 농도는 조사 수심에 따른 평균

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 좌안, 안 

그리고 우안에서 측정된 조사 치(location)에 따른 차이는 

수온, 탁도, T-N, NH4-N, NO3-N, NO2-N 농도를 제외한 수

질항목에서 횡방향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특히 조사지 (St.1, St.2, St.3)에 따라 수질 변수

들에 한 평균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들이 서

로 다른 양상을 보임에 따라 조사지  간에 공간  변동성

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조사지  St.1, St.2의 경우 조

사 시기에 따른 변동이 수질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어 시간  변동성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St.3지
의 경우 단 한 번의 조사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 시

기에 따른 변동성을 악할 수 없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청호를 상으로 수리-수질의 공간 인 

변동성을 규명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목 에 합한 수리-
수질 모델의 해상도를 제시하기 해 2008년과 2009년의 

하 기에 총 6회의 장 실험을 실시하 다. 본 연구를 통

해 도출된 결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본 연구결과는 

수지 수질 리를 한 정 수리-수질 모델 선정과 수

질항목별 측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리라 단된다.
1) 장측정 결과, 2008년과 2009년 모든 지 에서 수온에 

한 횡방향의 변동성은 0.2°C 이내로 거의 없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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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DO, pH, 기 도도는 수문학  조건과 조사 시기

에 따라 지 별로 다양한 범 의 편차를 나타냈으며, 횡
방향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Chl-a 농도는 2008년과 2009년에 모든 지 의 표층에서 

비교  큰 횡방향 편차를 보 으며, 조사 시기에 따라 

공간  변동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2008년의 경

우, 소옥천이 유입한 이후 수구역에서 큰 횡방향 변동

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09년의 경우, 차단막의 설

치에 따른 상･하류간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청호내 수리-수질의 공간  분산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횡방향 변동성이 작은 수온과 강우시 유입하는 

탁수의 시･공간  분포를 측하는 경우에는 2차원 횡

방향 평균 수리-수질 모형이 계산시간의 효율성을 고려

할 때 합하다고 단된다.
4) 반면, 횡방향의 공간  변동성이 상 으로 크게 나타

나는 Chl-a 등 부 양화 항목과 조류의 국부 인 녹조

상에 한 정 한 인과 계를 해석하기 해서는 수

리 상과 연계된 수질의 3차원  공간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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