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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청호는 우리나라에서 대댐 저수지 중 하나로서 소양

호와 충주호에 이어 세 번째로 크고, 연령도 36년이나 되

었다. 담수 초기부터 내외적 복합 영향 (유역의 점 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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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echeong Reservoir was made by the construction of a large dam (>15 m in height) on the 
middle to downstream of the Geum River and the discharge systems have the watergate-spillway (WS), 
a hydropower penstock (HPP), and two intake tow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imnological anomalies of turbid water reduction, green algae phenomenon, and oligotrophic state in the lower 
part of reservoir dam site, and compared with hydro-meteorological factors. Field surveys were conducted 
in two stations of near dam and the outlet of HPP with one week intervals from January to December 2000. 
Rainfall was closely related to the fluctuations of inflow, outflow and water level. The rainfall pattern was 
depended on the storm of monsoon and typhoon, and the increase of discharge and turbidity responded more 
strongly to the intensity than the frequency. Water temperature and DO fluctuations within the reservoir water 
layer were influenced by meteorological and hydrological events, and these were mainly caused by water level 
fluctuation based on temperature stratification, density current and discharge types. The discharges of WS 
and HPP induced to the flow of water bodies and the outflows of turbid water and nutrients such as nitrogen 
and phosphorus, respectively. Especially, when hypoxic or low-oxygen condition was present in the bottom 
water, the discharge through HPP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outflow of phosphorus released from the 
sediment into the downstream of dam. In addition, HPP effluent which be continuously operated throughout 
the year, was the main factor that could change to a low trophic level in the downreservoir (lacustrine zone). 
And water-bloom (green-tide) occurring in the lower part of reservoir was the result that the water body 
of upreservoir being transported and diffused toward the downreseroir, when discharging through the WS. 
Finally, the hydropower effluent was included the importance and dynamics that could have a temporal and 
spatial impacts on the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factors of the reservoir ecosystem.

Key words: hydropower discharge, stratification, turbid-water, hypoxia, phosphorus, Daecheong Reservoir

Manuscript received 12 October 2016, revised 1 February 2017,  
revision accepted 7 February 2017 
*   Corresponding author: Tel: +82-10-3870-6121, Fax: +82-51-529-3168, 

E-mail: shinjaeki@gmail.com 
Tel: +82-2-450-3748, Fax: +82-2-456-5062,  
E-mail: sjhwang@konkuk.ac.kr



신재기·황순진2

점오염원, 내수면가두리양식장 사료·배설물 및 저질토 용

출)에 의해 시공간적으로 수질 부영양화가 극심하여 몸살

을 앓았었고 (Cho et al., 1991; Lee et al., 1993; Kim et al., 
1994), 이러한 내용은 1997년부터 19년 동안 운영해 온 조

류경보제의 결과에서 역력히 드러나듯이 조류독소 및 이

취미의 원인을 제공하는 녹조현상이 만성적으로 지속되었

다 (Shin et al., 2016a). 부영양화와 녹조현상은 원인과 결

과의 관계 (Reynolds and Walsby, 1975; Paerl, 2014)로서 

저수지의 상류나 지류 및 만곡부에서 시작되어 중하류에 

이송·확산되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것은 크던 작던 인공

호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성으로 볼 수가 있고 (Baxter, 
1977; Shin et al., 2016a, b), 다름 아닌 유역의 도시화, 인
구증가 및 토지이용의 건전성 미확보에 따른 오염원과 영

양염의 관리가 엄격하게 통제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Wagner and Zalewski, 2000; Shin et al., 2003b).
우리나라는 기후학적으로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크

고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몬순기후대에 속하여 수문과 수

질은 강수량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크다 (Shin, 1998; Shin et 
al., 2016a). 여름철 풍수기에는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장마

와 함께 태풍이 내습하고, 겨울철 갈수기에는 강한 바람

을 수반한 건조기후 영향이 크다 (Shin, 1998; Park et al., 
2015). 강수량이 풍부한 하계에는 수체의 상하층 수온 차

가 크고 성층현상이 뚜렷하다 (Chung et al., 2009a; Lee et 
al., 2010; Yu et al., 2010). 이 시기에 유입량의 증가는 수

위상승에 의한 수체 유동성 제공과 풍부한 유·무기 영양

염 공급 (Thornton et al., 1981; Groeger and Kimmel, 1984; 
Thornton et al., 1990; An, 2000a, b; An and Jones, 2000), 
토양 교란 (예, 침식과 유실)에 의한 탁도의 증가 (Groeger 
and Kimmel, 1984; Thornton et al., 1990) 및 밀도류의 형

성 (Chung et al., 2009b) 등 물 환경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복잡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Baxter, 1985; Kennedy et al., 
1985), 저수지에서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변화를 가장 크

게 하는 원동력에 해당한다 (Kennedy et al., 1985; Shin and 
Cho, 1999; An et al., 2001; Shin, 2003c).

대청호의 상류부 (만곡부) 수질은 저수지의 형태와 수문  

(水文)의 구조적 차이에 의해 수심이 최대인 하류부와 대

비가 된다 (Shin et al., 1999, 2003b; K-water, 2007). 하천

을 통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영양염은 갈수기에 저수

지 내에서 유속이 급감하는 상류 (riverine zone)와 중류 

(transition zone) 구간에서 조류의 생물량을 증가시키게 된

다 (Kennedy et al., 1985; Shin and Cho, 2000). 특히, 만곡

부는 장기간 반폐쇄적으로 정체되어 질소 (N)와 인 (P)을 

포함하는 비교적 고영양염의 저장고가 될 수 있고, 본류의  

수질과는 다소 이질적이다 (Shin et al., 1999, 2003b; Shin 

and Cho, 2000). 또한, 연중 N은 풍부한 반면 P가 상대적으

로 부족하여 성장조절에 제한인자가 되고 있다 (Shin et al., 
1999; Shin and Cho, 2000). 이러한 P의 주요 공급원은 토

지 이용도에 따른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하수처리장 방류

수와 비점오염 요인을 포함하는 유역 기반 유입의 외적 부

하와 저수지 내 저질층 용출의 내적 부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Lee et al., 1993; Shin and Cho, 2001; Hur et al., 
2009).

일반적으로, 온대지역 저수지에서 춘계~추계 동안에 수

온과 DO의 성층화가 형성된다 (Wetzel, 2001). 이때 저수

지의 저질층으로부터 용출되는 인은 수체에 미칠 수 있

는 내적 잠재 영향력이 매우 크다. 수심이 얕은 상류나 중

류에서는 바람의 영향으로 상부 수층에 쉽게 이송 확산될 

수 있으나 (Ishikawa and Tanaka, 1993), 이와 달리 수심이 

깊은 하류에서는 늦가을~겨울 중반의 전도 (turn-over) 시
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Mackenthun and 
Stefan, 1998; Wetzel, 2001). 그러나 이 시기를 전·후로 

댐 부근의 표층수는 평균 <3.0 μg P L-1로서 수중에서 P가 

결핍된 상태를 보여 저수지 하류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Shin et al., 1999). 따라

서 심수층에서 빈산소 (hypoxia) 또는 무산소 (anoxia) 상태

가 장기화될 때 저질층에서 용출되는 P 영양염의 동태가 

의문점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형성된 대다수 댐 저수지는 수심이 상류에

서 중류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나 하류로 갈수록 급격하

게 깊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발전방류

가 기본으로 가동되고 있어서 댐에는 수문-여수로 (water-
gates-spillway)뿐만 아니라 그 하부에 방수로 (penstock)가 

갖추어져 있다 (K-water, 1998; Shin et al., 2016a). 여수로

의 월류는 저수지의 수위가 최고점에 도달하였을 때 유입

량이 저수량을 초과하면 조작되고, 방수로를 통한 방류는 

수력발전에 의해 연중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K-water, 
1998; Shin et al., 2016a). 또한, 방류구의 수심은 중류 전

이대 (transition zoon)의 최대 수심과 일치하여 우기에 유

입수는 이 구간에서 밀도류 (density current)를 형성하고 

(Shin et al., 2003a; Chung et al., 2009b; Lee et al., 2010), 
전이대부터 댐까지 일정 수심 (약 27 m)에서 저수지를 통

과한 후 최종적으로 발전 방류구를 통해 댐 하류 하천으로 

유출된다 (Lee et al., 2010; Shin et al., 2016a).
저수지는 최하류의 댐에서 상시 연속적으로 발전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류구의 상부보다는 하부의 수질에 영

향이 클 수 있다 (Soltero et al., 1974; Kennedy et al., 1985). 
특히 상하층 사이에 수온 (4월~10월)과 DO (6월~11월)의  

차이가 큰 시기에 중층 이하의 저층에서는 혐기화가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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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진행되어 치환성 영양염의 용출이 급격하게 야기될 수 

있다 (Matthews and Effler, 2006; Gantzer et al., 2009). 따라

서 이 시기에 용출되는 P와 N 영양염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은 저수지의 수질과 녹조관리에 매우 중요하며, 저수지 

내부의 P 순환 이해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국외에서 중

층 또는 심층방류에 관한 연구는 과거 댐 건설 이후 선택

취수 (1940s 초반)의 이론과 실험을 통해 활발히 수행되었

다 (Ackermann et al., 1973; Lu et al., 2013). 저수지 내 부

유토사의 배사 (排沙) (Mahmood, 1987; USSD, 2015), 탁
수 밀도류의 배제 (Phillips and Nelson, 1981; Ford and 
Johnson, 1983; Commandeur, 2015) 및 수질관리 (Ford and 
Johnson, 1983) 등 다각적인 내용으로 소개되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발전방류수에 의한 하류 하천의 수온 (예, 냉
해) (Lee et al., 2015)과 이취미 물질 (Bae et al., 2008) 영향 

외에는 그리 많지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청호에서 강우, 유량, 수온 및 DO의 

계절적 동태와 발전방류수의 수질 특성을 조사하여 상호 

관련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하계 성층화 시기에 중층 탁수 

밀도류의 이동과 저층수의 빈산소 시기에 용출되는 P의 

동태를 관련시켜 그 역동성을 고찰하는 것이었다. 육수·

수문학적 관점에서 저수지의 물 환경 구조와 기능을 이해

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인공호수인 대청호 (Dae-
cheong Reservoir)는 금강의 중·상류에 위치하며 1975
년 3월부터 1981년 6월의 기간 동안 공사하여 형성된 주

요 국가기반산업시설에 해당한다 (Fig. 1). 전북 장수군 신

무산의 뜸봉샘에서 발원하여 유역면적이 4,134 km2로서 

이 중에 산림은 3,076.3 km2 (74.4%), 농경지는 695.5 km2 

(16.9%), 주거면적은 42.2 km2 (1.0%)이고 도로를 포함한 

기타 면적은 320.0 km2 (7.7%)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1). 
저수면적은 72.8 km2로서 유역면적/저수면적의 비는 57 

(용담호의 930 km2를 제외하면 약 44) 정도이었고, 유로연

Fig. 1. Map showing the main river, tributaries systems and intake tower locality of in the watershed of Daecheong Reservoir.



신재기·황순진4

장은 251 km, 저수지 최대길이는 86 km, 수변의 총 길이는 

300 km이다 (Shin et al., 2016a). 댐은 금강 하구로부터 상

류 약 150 km 지점에 축조되었고, 1980년 12월에 대하천 

유역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수자원 (총 저수량 1,490 ×  

106 m3, 유효저수량 790 × 106 m3)을 개발하여 홍수조절, 수
력발전, 각종 생공용수 및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 다목적 

이용으로 건설 완공되었다 ( (Shin et al., 2016a). 특히 충남, 
충북과 대전광역시의 광역 수원으로서 국가의 수자원 확

보와 이용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중요하다. 상류 150 km 지
점에는 용담호가, 하류 2 km 지점에는 조정지호가 각각 위

치하고 있다. 대청호로 유입되는 주요하천은 금강 본류를 

포함하여 상류로부터 영동천, 초강천, 보청천, 옥천천, 회인 

천, 주원천, 품곡천 및 등동천이 해당하며 하계 (6월~9월)
를 제외하고는 유량이 그리 풍부한 편은 아니다 (Shin et 
al., 2016a). 또한, 이들 지류에는 소집수역의 오폐수를 처

리하는 하수처리장이 하천의 하류부에 각각 위치해 있고 

처리된 배출수는 전량이 대청호로 유입되고 있다. 저수지

의 형태는 본류를 중심으로 수지형이고 수리학적 체류시

간은 145일 정도로서 전형적인 하천형 저수지에 가깝다 

(Table 1). 실측한 수심은 7~50 m 범위로서 최대 수심은 하

류의 댐 부근이었고, 평균수심은 27 m이다.

2. 수문기상학적 요인 분석

강수량은 대청호 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기상측후소에

서 관측된 일 평균값 자료를 이용하였고, 태풍 자료는 기

상청의 홈페이지 (www.kma.go.kr)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
문자료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에서 관측한 일 누

적자료 (K-water, 2000)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wa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AMIS)의 공개 

자료를 이용하였다. 유량은 유입량과 유출량으로 구분하였

다. 유입량은 본류와 지류로부터 들어오는 총량으로 보았

다. 유출량은 수문 개방에 의한 여수로 방류량과 발전방류

에 의한 방수로의 배출량을 각각 나누어서 분석하였고, 취
수량은 상대적으로 소량이어서 구분하지 않았으며, 총량에

만 포함시켰다. 저수지의 제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간

Table 1. General geographic and limnological features of Daecheong Reservoir constructed on the midstream of the Geum River in 1980.

                     Attribute Daecheong Reservoir

Latitude
Longitude
Elevation (EL. m)
Functions

Shape type
Circulation type
Trophic state
Yearly average precipitation (mm)
Yearly average inflow (m3 s-1)
Yearly average outflow (m3 s-1)
Watershed area (km2)
Agricuture area (km2)
Forest area (km2)
Urban area (km2)
Reservoir area (km2)
Mean depth (m)
Maximum depth (m)
Length of longitudinal main axis (km)
Reservoir shoreline (km)
Reservoir volume (km3)
Hydraulic residence time (days)
Population density (km-2)
Dam hight (m)
Dam length (m)
Dam width (m)
Penstock position from bottom (m)

36°50ʹN
127°50ʹE
83.0
Flood control
Hydropower electric generation
Water supply in dry season
Dendritic
Monomictic (in the lower part of reservoir)
Meso (downreservoir)-eutrophic (upreservoir and tributary)
9.0
114.8
105.1
4,134.0
684.0
3,047.0
399.0
72.8
27.0
50.0
86.0
300.0
1,490 × 106

51.0~231.0 (Average 144.9)
78.6
72.0
495.0
16 (upper), 35 (bottom)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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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청댐관리연보 (K-water, 2000)를 참고하였다. 수심은 

조사지점에 미리 설치해 놓은 측심자의 눈금을 읽었고 동

시에 Sona 측심기 (Speedtech Instruments, USA)를 이용하

여 확인하였다.

3. 저수지 물 환경 및 방류수 조사

현장조사는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1주 간격으로 수

행하였다. 저수지는 댐 부근 본류의 중심에 부위 고정점을 

설치한 후 동일한 지점에서 모니터링하였고, 발전방류수

는 방류구로부터 물이 배출되는 혼합지점을 택하였다 (Fig. 
1). 댐 지점은 수문기상학적 요인의 변동에 따른 저수지 내

의 연중 수온과 DO의 변동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고, 발전방류수는 연중 탁수와 인의 배출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온과 DO는 YSI 59 meter (YSI 
5795A submersible stirrer and YSI 5739 probe), 탁도는 

Lamotte model BH-I 또는 HACH-230 meter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측정하였다. 투명도는 Secchi white disc (20 cm 
size)를 이용하였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 직사광선을 피하

여 관측하였다. 이 중에서 수온과 DO는 표층, 중충 및 저

층에서 각각 측정하였고, 다른 인자는 표층에서만 측정하

였다. 수질분석을 위한 시료는 Van Dorn sampler를 이용하

여 저수지 내 표층 (0.3 m depth)에서, 방류수는 하루 중 정

오에 각각 채수하였다. 채수한 시료는 산 (酸) 세척한 4 liter 
polypropylene bottle에 담아 아이스박스 (4℃ cooling box)
를 이용하여 즉시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총질소 (total nitrogen, T-N)와 총인 (total phosphorus, 
T-P) 분석은 시료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무기영양염

은 GF/F filter paper로 여과 후 즉시 분석하였다. T-N은 

persulfate digestion method로, T-P는 alkaline persulfate 
autocalve digestion method로 각각 측정하였다 (APHA, 
1995). Ammonium은 salicylate-citrate reaction method, 
soluble reactive phosphorus (SRP)는 ascorbic acid methods
로 각각 분석하였다 (Rump and Krist, 1988). 모든 시료는 

채수 후 1시간 이내에 분석하였고 duplicate로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강수량 및 수문학적 요인의 변동

강수량, 유입량 및 유출량의 분포 및 변동결과를 나타낸 

것은 Fig. 2 및 Table 2와 같다. 무강수일을 제외한 일 강수

량의 범위와 평균값은 각각 0.1~156.7 mm, 9.2 mm이었고, 
연강수량은 1,345.1 mm이었다. 저수지의 유입량이 방류량

을 초과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6월~9월에 내린 강수

량의 평균값 (범위)은 15.4 mm (0.1~156.7 mm)로서 풍수기

에 해당하였고, 11월~2월에 평균값 (범위)은 1.5 mm (0.1~ 

15.7 mm)로서 상대적으로 수량이 적었던 갈수기로 구분되

었다 (Fig. 2). 강수의 연중 변동은 계절적인 편차가 심하여 

여름철에 풍부하고 겨울철에 빈약한 현상이 매우 뚜렷하

였다 (Shin et al., 2003c, 2016a; Park et al., 2015). 2000년에 

총 강수일은 146일 (40.0% yr-1)이었고 이 중에서 >1 mm
는 87일로서 59.6%를 차지하였다. >30 mm는 15일, >50 

mm는 5일 및 >100 mm는 1일이었다.
또한, 6월~9월에 내린 강수일은 총 75일 (총 강수일의 

Fig. 2.   Daily fluctuations of rainfall, total inflow, total outflow, spillway discharge and Hydropower discharge in the watershed of Dae-
cheong Reservoir from January to December 2000. The name listed above the graph are the typhoon landed in Korea. Data are 
obtained from Korea Meteorological Agency (KMA) and Office of Daecheong dam management of Korea Water Resources Corpo-
ration (K-water),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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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이었고, >30 mm는 14일, >50 mm는 4일 및 > 

100 mm는 1일이었다. 연중 >30 mm 강우는 대부분 이 시

기에 포함 (86.2%)되었다. 일 강수량의 범위와 평균값은 각

각 0.1~156.7 mm, 15.4 mm이었고, 총 강수량 (6월~9월)
은 1,156.3 mm으로서 연강수량의 86.7%이었다. 이 중에

서 <30 mm는 402.9 mm로서 34.8%이었고, >30 mm는 

753.4 mm로서 65.2%이었다. 여름철에 강우가 많았던 것

은 장마와 태풍에 의한 것이었다 (Fig. 2). 장맛비는 6월 하

순에 총 334.3 mm (최고 62.4 mm, >10 mm 5일)를 내렸

고, 태풍의 상륙에 의한 것은 총 3회 (7월 하순 (Bolaven), 8
월 하순 (Bilis) 및 9월 중순 (Saomai))로서 강수량 (범위, 강
우일수)은 각각 156.7 mm (n = 1일), 197.7 mm (41.8~62.4 

mm, n = 4일) 및 202.7 mm (41.2~67.9 mm, n = 4일)가 내

렸다. 강우 강도가 큰 단일 집중호우 (>100 mm) 또는 빈

도가 잦은 연속 중강우의 특성적 차이가 관찰되었다. 저수

지의 기상 영향은 수체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 지형에 따라 

다르다 (Thornton et al., 1990). 대부분 대기와 수체의 경계

면에서 작용하고, 수표면적, 형태 및 주변 지형에 의존적이

다. 주요 인자에는 태양복사에너지, 구름, 바람 및 강우 등

이 포함된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수온의 계절적 변화는 

기본적으로 sin 곡선 형태를 띠고, 일주기성이 관찰되기도 

한다 (Thornton et al., 1990). 또한, 저수지에서 수층혼합과 

수류이동을 야기하는 바람과 강우의 영향력은 그 변동성

이 시공간적으로 매우 크다.
유입량의 범위와 평균값은 각각 2.0~2,778.4 m3 s-1, 

113.3 m3 s-1이었고 (Fig. 2, Table 2), 연중 총 유입량은 

41,454.0 m3 s-1이었다. 유입량은 강우의 직접적인 영향이 

커서 강우가 있은 직후에 급증하는 경향이 현저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강수량이 >30 mm일 때 더욱 두드러졌다 

(Shin et al., 2003c, 2016a). 6월 하순에 714.5 m3 s-1로 증

가하였고, 7월 하순에 2,201.6 m3 s-1, 2,578.5 m3 s-1, 8월 하

순에 2,778.4 m3 s-1 및 9월 중순에 2,633.6 m3 s-1 수준으로 

각각 급증하였다. 유입량의 증가는 강우 강도, 빈도 및 그 

양에 의해 6월~9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음이 뚜렷하였다 

(Fig. 2). 이 시기의 유입량은 2.2~2,778.4 m3 s-1 범위 (평
균값 303.8 m3 s-1)이었고, 연중 총 유입량의 89.4%를 차

지하여 저수지에서 수문학적 변화가 가장 격변하는 시기

로 볼 수 있었다 (Shin et al., 2016a). 또한, 연속되는 태풍 

(Bolaven, Bilis 및 Saomai)에 의한 유입량의 평균값 (범위)
은 각각 1,833.8 m3 s-1 (721.4~2,578.5 m3 s-1), 1,529.6 m3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daily or weekly interval data of hydrological and limnological factors and hydropower generation efflu-
ents determined in near dam and the hydropower penstock outlet of Daecheong Reservoir from January to December 2000.

                    Item Mean Standard deviation Minimun Maximun

Hydrological factors
Rainfall (mm)
Total inflow (m3 s-1)
Total outflow (m3 s-1)
Spillway outflow (m3 s-1)
Hydropower outflow (m3 s-1)
Water level (EL. m)
Limnological factors
Water depth (m)
Epilimnetic temperature (℃)
Metalimnetic temperature (℃)
Hypolimnetic temperature (℃)
Epilimnetic DO (mg O2

 L-1)
Metalimnetic DO (mg O2

 L-1)
Hypolimnetic DO (mg O2

 L-1)
Transparency (m)
Total nitrogen (μg N L-1)
Total phosphorus (μg P L-1)
Chlorophyll-a (mg m-3)
Hydropower generation effluents
Turbidity (NTU)
Total nitrogen (μg N L-1)
Ammonium (μg N L-1)
Total phosphorus (μg P L-1)
SRP (μg P L-1)

9.2
113.3
111.5

1,001.5
86.8
71.0

43.6
16.5
11.4
7.7

10.6
9.6
6.8
3.2

1,529.7
16.2
5.8

7.6
1,644.4

34.2
31.0
9.6

18.6
352.3
214.2
649.0
76.2
3.3

3.0
8.7
6.0
2.7
1.7
2.6
4.5
1.7

208.7
12.0
5.9

9.4
319.1
22.4
23.3
11.0

0.1
2.0

15.8
228.5
15.8
65.5

38.0
4.7
4.4
4.3
7.4
2.3
0.3
1.1

1,104.0
3.0
0.5

1.0
1,118.0

0.0
6.0
0.0

156.7
2,778.4
2,132.2
1,910.7

247.6
78.2

50.0
30.4
22.2
13.6
14.3
13.1
13.4
8.0

2,045.0
60.0
23.1

80.2
2,386.0

70.0
87.0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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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583.4~2,778.4 m3 s-1) 및 1,833.7 m3 s-1 (564.5~2,633.6 

m3 s-1)이었고, 누적 유입량은 각각 5,501.5 m3 s-1 (n = 3일), 
7,648.0 m3 s-1 (n = 5일) 및 9,168.5 m3 s-1 (n = 5일)이었다 

(Fig. 2). 또한, 이 시기의 유입량은 총 유입량의 53.8%에 

해당하여 단기간 (3일~5일)에 흘러 듦을 알 수 있었다.
저수지의 유출은 크게 두 부분 (취수량은 상대적으로 적

어서 제외함)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하류의 댐에 위치한 

수문조작 개방에 의한 여수로 방류와 수력발전에 의한 방

수로 방류가 이에 해당한다 (Fig. 2). 방류량의 범위와 평균

값은 각각 15.8~2,132.2 m3 s-1, 111.5 m3 s-1이었고 (Table 
2), 총 방류량은 40,711.3 m3 s-1이었으며, 유입량의 82.2%
를 차지하였다. 방류량도 유입량과 마찬가지로 강우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 여수로 방류량은 228.5~1,910.7 

m3 s-1 범위로서 평균값은 1,001.5 m3 s-1이었다 (Fig. 2). 여
수로의 조작 시기는 연중 8월과 9월에 각각 1회씩 있었

고 개방기간은 4일~5일 범위이었다. 이때 방류량 (범위)은 

각각 4,027.8 m3 s-1 (252.2~1,216.6 m3 s-1), 4,985.8 m3 s-1 

(228.5~1,910.7 m3 s-1)이었다. 여수로를 통한 월류량은 연

간 방류량의 22.1%에 해당하였고, 평균 방류량보다 80.8배 

컸다. 수력발전 방류량은 15.8~247.6 m3 s-1 범위로서 평

균값은 86.8 m3 s-1이었다 (Fig. 2). 1월 초순에 44.3 m3 s-1로 

시작하여 6월 하순에 122.2 m3 s-1로 증가하였고, 10월 초

순까지 120.9 m3 s-1를 유지하다가 이후 증감을 소폭 반복

하면서 12월 말에 27.1 m3 s-1로 감량되었다. 발전방류량의 

변동양상은 저수지의 상류나 지류로부터 들어오는 유입량

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졌다. 유입량이 큰 시기에 발전방류

량도 많았고, 다른 계절보다도 여름~가을철 사이에 평균 

방류량을 초과하였다. 발전방류량은 총 방류량의 77.9% 수
준이었고, 거의 매일 방류되었으며, 이것은 저수지의 하류 

하천에 유지용수 또는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용수로 이용

되고 있다 (Shin et al., 2016a).
수위와 수심의 연중 변동 범위는 각각 EL. 65.5~78.2 m, 

38.0~50.0 m이었고, 평균값은 각각 EL. 71.0 m, 43.6 m이

었다 (Fig. 3, Table 2). 두 요인의 변동 경향은 거의 유사하

였다. 수위는 1월에 EL. 73.0 m에서 7월 중순에 EL. 65.5 

m까지 7.5 m가 하강하였고 (a.), 이후 9월 중순까지 EL. 
78.2 m까지 12.7 m를 급격하게 증가 (b.)시킨 후 12월 말까

지 EL. 67.9 m로 10.3 m를 다시 감소 (c.)시켰다 (Fig. 3). 6
월 하순의 장맛비에 의해서 2.5 m (EL. 66.4 m → EL. 68.3 

m, 750 m3 s-1 정도 유입)를 증가시켰고, 이내 EL. 65.5 m로 

감소되었다. 이때부터 태풍 Bolaven의 영향으로 EL. 73.6 

m로 급증하였고, EL. 71.3 m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Bilis에 

의해 EL. 76.8 m로 증가하였으며, EL. 74.5 m로 다시 감소

하였다가 Saomai에 의해 EL. 78.2 m로서 최고로 높아졌다. 

최소 EL. 65.5 m에서 최대 EL. 78.2 m까지의 변동 (약 13 

m)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Fig. 3). 그리고 증감구간 a., b. 
및 c.의 소요기간은 각각 196일, 62일 및 100일이 걸렸고, 
변동 경사도 매우 급하였으며, 태풍 Bolaven의 영향이었던 

EL. 65.5 m에서 EL. 73.6 m에 도달 (8.1 m 차이, 총 변동 폭

의 63.8%)한 기간은 14일 정도 걸렸다. 대청호의 수위와 

유입량 관계에서 평균적으로 300 m3 s-1 정도 유입이 되면 

약 1 m 상승한다는 선행 연구결과 (Jung and Hwang, 2003)
와 비슷하였다. 저수지의 수위는 유입량에 의존적이나 강

우 강도와 패턴에 따라 그 증가 폭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Shin et al., 2016a).
저수지의 유입량은 대부분 상류와 지류의 물꼬리에서 

들어오게 된다. 유역의 크기와 형태, 선행 유입량의 정도 

및 강우 분포에 의존적이다 (Thornton et al., 1990). 따라서 

각 저수지마다 유역에 내린 강우를 통해 들어오는 각 유

입량은 저수지의 물 수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Shin et al., 2016a). 이론적으로 수리학적 체류시간

이 길다고 하더라도 홍수기에 유입량은 수일 내의 단기간

에 저수지를 빠져나가기도 하여 저수지의 물질거동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Thornton et al., 1990). 그래서 저수지에서 수문 또는 발전

방류 조작은 방류 수심과 방류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각종 물질의 분포에도 변화를 주게 된다. 홍수조절, 수
력발전 및 용수공급의 이용은 수위변동에 주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것은 저수지의 형태, 혼합체계, 수역 및 수층

간 물 교환, 체류시간 및 각종 환경요인 변화 양상에도 영

Fig. 3.   Daily fluctuations of water level and water depth in Dae-
cheong Reservoir from January to December 2000. White 
circles on Y axis of graph are FWL: flood water level (EL. 
80.0 m), NHWL: normal high water level (EL. 76.5 m), 
RWL: restricted water level (EL. 72.0 m) and LWL: low 
water level (EL. 60.0 m), respectively. Data are obtained 
from Office of Daecheong dam management of Korea Wa-
ter Resources Corporation (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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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대한 무생물적 스트레

스로써 작용할 수도 있다 (Thornton et al., 1990). 홍수조절

을 위한 저수지는 일정량의 물을 저장하기 위해 수위를 유

지해야 하고, 수위는 추가적인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계절

에 따라 변동한다 (Shin et al., 2016a). 수위 상승 또는 하강 

시기 및 그 정도는 물 이용과 내부 시설물 관리 측면 (저수

위 이하로 이행)에서 조절될 수 있다. 저수지의 수위가 증

가할 때 물의 흐름은 지류의 만입부에서 역류하게 되고, 
유입수와 영양염의 부하는 수위가 하강할 때까지 갇혀 있

게 된다. 반면에 수위가 하강할 때 개방수역으로 운반되고, 
영양염도 동반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수위 변동은 상하류 

간에 물질이송 기작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온대지역 담수에서 기후의 계절적 편차는 저수지의 유

량, 수위뿐만 아니라 수질의 변동에도 매우 중요하다 (Shin 
et al., 2003c, 2016a). 우리나라의 강우패턴을 볼 때, 6월~9
월 사이의 강수량이 연간 총 강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

다. 저수지 수문관측 결과의 월 평균값을 기초로 한 수리

학적 경향은 6월~10월 기간에 강우-유입수를 저수한 후, 
11월~5월 동안에 각종 생활, 공업 및 농업환경 용수로 이

용되고 있었다 (Shin et al., 2016a). 그 결과, 이 기간은 풍

수기로서 외부로부터 갈수기에 축적되었던 제한 영양염을 

비롯하여 다양한 오염물질을 저수지에 대량 유입시키는 

시기이었다 (Shin et al., 2016b). 저수지 내에서 결핍되었던 

영양염을 공급해 주는 것은 부영양화와 녹조현상 등 수질

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최종적

으로 저수지의 영양상태를 부영양 또는 과영양화를 초래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Shin and Cho, 2000; 
Shin et al., 2016b).

2. 댐 지점에서 수층별 수온과 DO의 변동 특성

표층, 중층 및 저층의 수온 범위와 평균값은 각각 4.7~ 

30.4℃, 16.5℃, 4.4~22.2℃, 11.4℃ 및 4.3~13.6℃, 7.7℃
이었다 (Fig. 4, Table 2). 2월 하순에 전층의 수온이 5.0℃ 

정도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이후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였다. 표층 수온은 4월 하순까지 11.7℃로 증가하였

고, 5월 중하순에 17.0~18.8℃, 6월 초순에 23.8℃까지 증

가 하였으며, 8월 초순에 30.4℃ (△25.4℃)로서 최고값을 

기록하였다 (Fig. 4). 중층 수온은 6월 하순까지 평균 6.2℃
의 낮은 값을 유지하다가 7월 중순에 11.4℃, 7월 하순에 

20.7℃까지 올라갔는데 이 시기는 저수지의 수위 (수심)가 

최저 상태이었고, 이후 8월 하순에 22.2℃ (△17.2℃)로서 

최고값을 나타냈다. 저층 수온은 8월 말까지 6.1℃ 정도 

증가하였고, 10월초에 13.6℃ (△8.6℃)로서 최고값을 기

록하였다. 표층의 수온이 최고값을 보인 시점을 기준으로, 
중층은 21일, 저층은 63일 정도 후행하였고, 중층의 수온을 

기준으로 할 때, 저층은 42일 정도 늦게 관찰되었다 (Fig. 4).  
또한, 표층 수온이 25℃가 되었을 때, 표층~중층, 표층~저

층 및 중층~저층의 온도 차이가 커졌고, 저층의 빈산소가 

시작되었다 (Fig. 4). 표층 수온은 77일 (6월 19일~9월 4일)
간 유지되었고, 저층 빈산소는 126일 (7월 18일~11월 21일) 
간 존재하였다. 수체의 층별로 10℃ 이상 차이를 보인 기

간은 표층~중층의 경우 84일 (5월 15일~8월 7일), 표층~ 

저층은 142일 (5월 15일~10월 4일) 및 중층~저층은 42일  

(7월 24일~9월 4일)로서 층간 온도차이는 순차적으로 발

생함이 역력하였다 (Fig. 5). 층별 수온이 동일한 값으로 

합쳐지는 시기와 온도는 각각 표층~중층은 11월 초순에 

18.0℃이었고, 표층 (중층)~저층은 11월 하순에 14.0℃이

었다 (Figs. 4, 5). 이 값은 1월~2월의 5.0℃와 비교하면 각

각 13.0℃와 9.0℃ 차이였으며, 수층 간에 혼합된 후 점진

Fig. 4.   Weekly variations of water temperature and dissolved ox-
ygen concentration in near dam of Daecheong Reservoir 
from January to December 2000.

Fig. 5.   Weekly variations of water temperature and dissolved ox-
ygen concentration difference between water layer in near 
dam of Daecheong Reservoir from January to Decemb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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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하강하는 양상으로 볼 수 있었다.
DO는 표층, 중층 및 저층에서 범위와 평균값이 각각 

7.4~14.3 mg O2
 L-1, 10.6 mg O2

 L-1, 2.3~13.1 mg O2
 L-1, 

9.6 mg O2
 L-1 및 0.3~13.4 mg O2

 L-1, 6.8 mg O2
 L-1이었다 

(Fig. 4, Table 2). 수온이 낮을 때 높고, 높을 때 낮은 일반

적인 경향이 뚜렷하였으나, 예외적인 경우도 관찰되었다. 
표층 DO는 수온이 급증하는 시기와 기간 동안에 증감 변

동이 매우 활발하여 역동적이었고, 다른 층들과 비교가 되

었으며, 7월 하순과 9월 하순에 각각 최소 및 최대값을 나

타냈다. 8월 초순, 9월 초순 및 9월 하순에 각각 10.2 mg O2
 

L-1, 11.4 mg O2
 L-1 및 13.1 mg O2

 L-1로서 직선적으로 증감

을 반복하였는데 이것은 태풍이 상륙하여 도래한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Fig. 4). 8월 초순에는 저수지의 수위

가 최저로 하강하였다가 다시 높아진 직후에 해당하였고, 
태풍의 바람에 의해 수층의 혼합 및 폭기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9월 초순과 하순에는 태풍과 수문 방류의 복합적

인 영향이었는데 수위가 최고로 높아지면서 수문 방류가 

이루어져 상류의 수체가 하류 댐으로 이동한 영향이 더욱 

역력하였다 (Shin et al., 2016a). 이것은 Chl-a의 농도 증가

로도 설명이 되었다. 중층은 7월 하순에 8.8 mg O2
 L-1에서 

2.3 mg O2
 L-1까지 크게 감소하여 빈산소 (hypoxia, <5.0 

mg O2
 L-1) 상태이었고, 이후 8월 하순에 5.0 mg O2

 L-1까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저층은 4월 하순부터 감소

하기 시작하여 7월 중순에 3.0 mg O2
 L-1까지 떨어졌다가 

8월 중순~9월 초순 (20일간)과 10월 초순~11월 초순 (28
일간) 동안에 각각 0.4 mg O2

 L-1 수준의 저산소 (<1.0 mg 

O2
 L-1) 상태를 2회 보였다 (Fig. 4). 9월 중하순에 2~3 mg 

O2
 L-1를 보였던 것은 태풍 Saomai의 내습으로 인해 저수

지의 수위가 최고값에 치달았던 시기이었다. 그리고 만수

위가 되면서 수문-여수로를 통해 5일 동안 방류를 시켜 수

체의 유동이 매우 컸었다 (Fig. 2 참고). 그러나 DO의 증가

는 일시적이었고 수문 방류를 그치자 말자 이내 다시 저

산소 상태로 떨어졌다. 중층에서 빈산소를 보인 기간은 35
일 (7월 24일~8월 28일)이었고, 저층에서는 126일 (7월 18
일~11월 21일)이었다 (Fig. 4). 또한, 수체의 층별로 5.0 mg 

O2
 L-1 이상 차이를 보인 기간은 각각 표층~중층에서 22일  

(7월 24일~8월 15일), 중층~하층에서 126일 (7월 18일~ 

11월 21일) 및 표층~하층에서 139일 (7월 18일~12월 4일)
이었다 (Fig. 5). 9월 중순에 전 수층에서 동시에 DO가 감

소하였던 것은 수문 방류에 의해 수체 이동의 물리적 작용

이 강하게 일어난 결과로 볼 수가 있었다. 표층수의 DO 차
이는 중층과 저층수의 차이를 합한 값과 유사하여 전 수체

가 유동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이것은 수온의 

층별 분포에서도 그대로 관찰되었다.

저수지에서 물의 유입과 유출은 에너지의 주요한 공급

과 손실원이고, 성층화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현상은 해마다 변동 폭이 크고 저수지의 형태에 따라 일반

화되기가 쉽지 않다 (Thornton et al., 1990). 또한, 성층화에 

미치는 주요 영향 인자는 저수지의 형태, 기상학적 영향, 
유입, 유출 및 수문조작 등이 포함된다 (Shin et al., 2016a). 
성층이 형성되면 심층수의 수온은 수체의 전도현상이 발

생하기 전까지 조금만 증가하게 된다. 수체의 전도현상은 

표층과 심층의 수온이 유사할 때 일어난다 (Wetzel, 2001). 
저수지에서 혼합과 유인현상 (entrainment)은 점진적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급속하게 일어

나는 현상이며, 수온 분포의 역동적 변화는 태양복사열, 풍
량, 유입량, 방류량 및 수문조작 등의 변동과 이들 간의 상

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게 된다 (Thornton et al., 1990). 수온 

분포의 변동은 저수지의 크기와 수심에 의해 결정되며, 수
평적 분포 차이는 수체의 온도 분포와 다른 열원의 유입과 

혼합에 의해 일어난다. 따라서 저수지마다 각기 다른 수온

층 (thermal bar)이 형성되는 것이다 (Wetzel, 2001). 표층수

의 물을 방류하는 저수지는 영양염의 배출은 작고 열을 분

산시키는 반면에 중저층에서 방류하는 저수지는 그 반대

이다 (Thornton et al., 1990). 성층화된 저수지에서 밀도류

는 수중 영양염의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층의 

성층화는 유입수의 수직적 위치와 영양염의 수층 분포를 

결정하게 된다.
저수지에서 물 환경 요인 중 DO는 수온의 변동에 매우 

민감하였고, 특히 중층과 저층의 경우가 더욱 현저하였다  

(Fig. 4). 수온이 상승하면서 DO는 급감하는 양상을 나타

냈다. 하계에 강수에 의한 유입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중층

의 DO 성층은 갑자기 소멸되었는데 이것은 지속되는 발

전방류를 통해 밀도류 (density current)의 침입에 의한 영

향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중층의 DO 변동은 밀도류의 

형성 시기와 크기에 의해 좌우될 수 있었다 (Fischer and 
Smith, 1983). 수문 방류 시 수체 전체가 유동됨으로써 저

수지 하류의 물이 상류의 물로 대체되었고, 중층 방류는 

중층수가 상층수나 저층수 및 상류 중층수에 의해 대체되

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저수지의 방류 기작과 작용은 

수온, DO 및 영양염 등의 분포와 동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저층에서 산소의 

결핍은 저질층의 환원을 유도하여 치환성 영양염의 용출

을 촉진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었다 (Gantzer et al., 
2009). 수체에서 수충별 수온과 DO의 값이 일치되는 것은 

12월~1월로서 이 때를 전도 (turn-over)현상이 발달하는 

시기로 볼 수가 있었다 (Soltero et al.,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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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방류수의 탁수 및 인 (P) 배출 동태

대청호의 최하류에 위치한 댐에서 수력발전을 할 때, 저
수지의 하류 하천으로 배출되는 방류수의 주간 수질변동

을 나타낸 것은 Fig. 6과 같다. 탁도의 변동 범위와 평균

값은 각각 1.0~80.2 NTU, 7.6 NTU이었다. 10 NTU 이상

의 탁도 값을 보인 기간은 76일 (7월 24일~10월 6일)이었

다. 6월 하순에 2.0 NTU이었는데 7월 하순에 27.3 NTU (선
행 장마영향), 80.2 NTU (후행 1차 태풍영향)의 높은 값을 

2회 보였고, 8월 하순과 9월 중순에 각각 30.2 NTU, 27.2 

NTU (후행 2차, 3차 태풍영향)를 기록하였다. 방류수에서 

최대 탁도 값을 보인 시기는 장마 강우사상의 영향은 작

았고, 연이어지는 1차 상륙한 태풍 Bolaven에 의한 집중호

우 영향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볼 수가 있었다 (Fig. 2 참고). 
또한, 고강도 강수량 (157 mm)과 유입량 (2,579 m3 s-1)이 급

증한 시기와 비교해 볼 때, 고탁도는 각각 4일~5일 정도 

후행하는 시간적 차이가 있었고, 수문을 개방하여 여수로

를 통해 대량 월류시킨 시기보다는 30일 선행되었다 (Fig. 
6). 또한, 발전방류가 연속적으로 가동되고 평균 강수량이  

>77 mm일 때, 방류수의 배출 탁도값 자료로부터 중층 밀

도류의 이동속도를 계산한 결과 약 0.25 m s-1로 추정되었

다.
T-N의 변동 범위와 평균값은 각각 1,118~2,386 μg N 

L-1, 1,644 μg N L-1이었다 (Fig. 6, Table 2). 1월에서 6월까

지는 비교적 낮은 농도이었고, 7월에서 9월까지 평균값은  

1,942 μg N L-1로서 비교적 높은 경향이었으며, 이후 10
월에서 12월까지는 다시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NH4의 변

동 범위와 평균값은 각각 0~70 μg N L-1, 34.2 μg N L-1로

서 T-N 평균농도의 2%를 차지하였다. NH4는 5월 초순에 

43.0 μg N L-1를 시작으로 증가하였고, 7월~8월에 탁도가 

높았던 시기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9월까지 평균

농도는 67.3 μg N L-1로서 연중 가장 높은 농도 수준을 나

타냈다. 이 시기는 탁도가 가장 높았던 시점보다 23일 후

이었고 약 29일 동안 유지되었다. NH4가 가장 높았던 시

기는 SRP의 최대 시기와도 일치하였다 (Fig. 6). NH4가 5
월 초순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것은 수온의 증가로 인해 

저층 DO가 감소하기 시작한 시기와 장마를 대비하여 수

위를 조절하는 목적으로 발전 방류량을 증가시킨 시기에 

해당하였다.
T-P의 변동 범위와 평균값은 각각 6.0~87.0 μg P L-1, 

31.0 μg P L-1이었고 (Fig. 6, Table 2), 탁도가 가장 높았던 7
월 하순에 급증하여 75.0 μg P L-1를 기록하였고 9월 중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SRP 변동의 범

위와 평균농도는 각각 0~36.0 μg P L-1, 9.6 μg P L-1로서 최

대 및 최소의 차이가 컸으며 증감 양상이 다른 요인에 비

해 뚜렷하였다. SRP는 탁도가 최대를 보인 시점이었던 7
월 하순 이후부터 10.0 μg P L-1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9
월 중순에 36 μg P L-1로서 최대값을 보였다 (Fig. 6). 이 시

점은 탁도의 최대를 보인 시기보다 51일 후에 해당하였고, 
NH4가 높았던 시점보다 약 1개월 정도 후행하였다. 발전

방류수를 통해 SRP의 농도가 >10 μg P L-1로서 배출된 기

간은 총 92일이었다.
대청호에서 수중 영양염의 유입원은 지류를 통한 금

강 본류와 저수지 내의 저질층이 해당한다 (Shin and Cho, 
2000; Shin and Cho, 2001). 본류의 유입은 하수처리장의 

배출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저질층은 심수층의 DO 농
도가 낮을 때 문제가 된다. K-water (2007)는 하수처리장

의 배출수에 의한 유입 부하량은 저수지 내의 평균 농도보

다 극도로 높기 때문에 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가장 심

각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Shin and Cho (2001)는 대청호

의 중류와 하류의 저질층은 유기물이 매우 풍부하여 부영

양 상태로 평가하였고, 퇴적층은 조류 등 유기물의 침강축

Fig. 6.   Weekly fluctuations of turbidity, total nitrogen, ammonium, total phosphorus and soluble reactive phosphorus (SRP) concentration in 
hydropower generation effluents of Daecheong Reservoir from January to Decemb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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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용출 잠재력으로서 영양염의 sink와 source로 보았다. 
대청호에서 T-N과 T-P 중에서 식물플랑크톤의 대발생 시

기에 더욱 큰 변화를 보인 것은 T-P로서 이것은 식물플랑

크톤의 세포 내 저장된 P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었

다. T-N과 T-P의 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는 지속적

인 강우에 의해 유입량이 크게 증가하였던 시기로서 유입

량이 최대가 될 때 더욱 뚜렷하였다 (Fig. 2 참고). Chl-a의 

증가와 투명도의 저하는 수온이 25℃ 이상을 유지할 때 

현저하였다 (K-water, 2007). 하계에 Chl-a 농도를 증가시키

는 데 기여하는 식물플랑크톤의 분류군은 대부분 남조류 

계열로서 Anabaena spiroides var. crassa, Aphanizomenon 
flos-aquae, Microcystis aeruginosa 및 Oscillatoria limosa 
등이 주종을 이루었고, 이 중에서 Microcystis aeruginosa
가 가장 우점하였다 (Shin et al., 1999; K-water, 2007). 저수

지의 댐 부근 하류에서 연중 투명도의 변동은 동물플랑크

톤과 남조류의 식물플랑크톤 밀도가 최대일 때 각각 최대

값과 최저값을 나타냈다. 또한, 투명도는 T-N 및 T-P 변동

과 반대 경향이었고, 이것은 내적 오염부하 영향이 적었음

을 반영하였다. Shin and Cho (2001)는 수층과 저질층에서 

DO가 급격히 감소할 때 N이 P보다 먼저 증가함을 보고하

였다. Soltero et al. (1974)은 Washington의 Spokane River
에 위치하고 있는 Long호에서 밀도류가 형성되었을 때 심

수층은 무산소 상태이었고 이 시기에 P의 농도가 가장 높

았다고 하였다. 이것은 발전방류수에 많은 양이 포함되어 

유출되었으며 하류 하천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

였다. 이러한 현상은 중저층에 발전방류 구조를 갖춘 저수

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었다.

4.   심층에 발전방류구 시스템을 갖춘 댐 저수지 (대청호) 

에서 P의 동적 모형

대청호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대댐 저수지에서 수질의 

연중 변동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이러한 양상은 유입과  

방류 구조를 고려할 때 상류에서 하류까지 연속적인 현상 

으로 나타난다 (Fig. 7). 수온 성층화 (stratification)는 4월~ 

5월에 상류 (수심 5 m 이내)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하류

로 확산되었고, 12월~1월에 수체가 완전혼합 (complete 
mixing)되기 전까지 하류로 갈수록 그 두께는 두껍게 분

포하였다 (unpublished data). 한편, 6월~7월 이후 온대 몬

순기후 영향으로 여름철 장마가 시작하여 강우량에 따른 

유입량이 증가하면서 많은 영양염을 포함하고 있는 하·

폐수뿐만 아니라 산림, 농경지 등의 표층 토양을 침식 후 

유실시켜 저수지 내부로 탁수 (turbid water)가 대량 유입

된다. 이러한 탁수는 유입하천수의 수온과 거의 일치하

는 수온 층을 타고 밀도류 (density current)를 형성하게 되

며 전술한 바와 같이 수온성층의 두께만큼 밀도류가 발

Fig. 7.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turbid-water, phosphorus outflow dynamics and hydrometeorological effects of the hypolimnetic 
effluents discharging by hydropower electric generation in Daecheong Reservoir. 1: Inflow turbidity water from upreservoir or trib-
utaries, 2: Reservoir sedimentation (sand>clay>silt), 3: Available nutrients supply to epilimnion layer, 4: Nutrient regeneration and 
recycling, and 5: Phosphorus (P) release when hypoxic or anoxic condition in a hypolimnion, and then most released P is discharge 
by hydropower generation efflu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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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게 된다 (Wetzel, 2001). 이러한 기작은 태풍의 상륙 

유무에 따라 그 영향이 커질 때 더욱 뚜렷하게 펼쳐진다 

(Commandeur, 2015).
이러한 밀도류는 저수지의 상류~중류부에 발달된 DO

성층을 일시에 파괴시키는 직접적인 영향인자로 작용하기

도 하였다. 또한, 하류로 유하하면서 탁수 성분 중 일부 토

양 근간의 입자성 물질은 침강하게 되고 용존 영양염은 유

광층인 상부 수층으로 확산 및 공급되어 식물플랑크톤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Fig. 7). 전
이대 구간의 중류와 댐 부근의 하류에서 상층부는 여수로

의 수문을 조작하는 시기에 영양염과 Chl-a 농도가 증가하

는 것으로 보아 상류로부터 유입된 영향으로 볼 수가 있었

다 (Shin et al., 2016a). 중층에 폭 넓게 발달된 탁수 밀도류

는 수력발전 방류구의 수심과 일치하여 장기간 방류되었

다. 이때 저수지 내의 심층은 DO가 거의 고갈된 무산소층

을 이루고 있어 저질층에서 다량의 N과 P가 용출되는 과

정을 수반하였다 (Fig. 7). 용출된 P는 물리적 작용에 의해 

상부 수체로 점차 확산되거나 수체가 완전히 혼합되는 전

도 (turn-over)시기에 표층으로 일시에 공급될 수 있는 잠

재력을 지니고 있다 (Shin and Cho, 2001). 그러나 하계에 

저수지 심층에서 생성되는 N과 P는 상부 수층으로 전달되

는 것보다 발전방류에 의해 하류 하천으로 유출되는 경향

이 더욱 큰 것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고 (Fig. 7), 댐 하

류 하천의 물질생산에 펄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다.
저수지의 상류에서 하류까지 구배적 특성은 육수학적 

과정들과 수체의 반응 및 그 특성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 

(Kennedy et al., 1982, 1985). 강 유입부로부터 댐까지의 

연속성을 따라 발생하는 종적구배 (longitudinal gradients)
는 유수대, 전이대 및 정수대의 뚜렷한 특징을 가진 구역

으로 구분되고, 각 구역은 서로 상이한 물리, 화학 및 생물

학적 특성을 가진다 (Thornton et al., 1981). 전이대는 상당

한 양의 유기물과 무기물의 침전이 일어나고 (Fig. 7), 수층 

내에 광 투과가 증가하는 구역이다 (Kennedy et al., 1982). 
또한, 무기입자의 침전율은 낮고 광투과는 1차 생산력을 

촉진시키기에 충분하나 시기에 따라서 영양염이 조류성장

의 잠재적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혼합층에서 

유기물 생산율은 분해율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유역하천으로부터 들어오는 유입수의 밀

도는 저수지의 표층수 밀도와 다르기 때문에 대개 밀도류

로 유입되고 저수지를 통과하여 빠져 나가게 된다 (Fischer 
and Smith, 1983). 밀도의 차이는 수온, 총용존물질 및 부유

물질에 의해 야기될 수 있으나, 주로 수온에 의한 것이 대

부분이다 (Thornton et al., 1990). 부유물질의 농도는 유량 

증가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Shin et al., 2003a).  

유입수는 저수지 내의 밀도 차이에 의존하여 크게 표층, 
중층 및 저층으로 유입된다 (Commendeur, 2015). 이때 유

입수의 밀도가 저수지 표층수의 밀도보다 작을 경우 표층 

(overflow)으로 흐르고, 그와 반대로 클 경우는 수표면 아

래 (interflow, underflow)로 가라앉는다.
저수지에서 전이대는 실제로 분기점 (plunge point)이 발

생하는 구역으로 볼 수가 있다 (Fischer and Smith, 1983). 
분기점의 위치는 매우 가변적이고, 유입량과 밀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한다. 홍수 기간에는 하루에 10 km 또는 그 

이상 이동할 수 있고, 유입수와 저수지 내 표층수의 밀도 

차이에 따른 것보다 유량의 변동에 더욱 민감하다 (Ford 
and Johnson, 1983). 유입수에 포함된 각종 다양한 물질들

이 분기점에서 모여지는 현상은 저수지의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분기점은 상류 (하천 유입부)와 하류 (댐) 방
향으로 시시각각 전진 또는 후퇴를 하기 때문에 각종 물질

들의 역동성에 관한 설명은 쉽지가 않다 (Thornton et al., 
1980).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지점에서 용존물질은 표층수

에 많이 분포한다 (Fig. 7).
중층류 또는 침입류 현상은 저수지에서 일반적으로 발

생하는 현상이다 (Thornton et al., 1990). 밀도가 높은 유입

수가 강바닥을 떠나 성층화된 수체 속에서 수평적으로 퍼

져 나갈 때 생긴다. 대개 유입수의 온도가 표층의 수온보

다 낮고 심층수의 수온보다 높은 여름철의 중·후반에 발

생한다 (Fig. 7). 중층 유입수는 표층과 저층 유입과는 다른

데 이것은 유입수와 저수지의 밀도가 비슷할 때 저수지 내

의 일정 수심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이다 (Shin et al., 2016a).  
중층 유입수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유입과 방류

가 필요조건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특정 지역에 정체되거

나 소멸된다 (Ford and Johnson, 1981). 또한, 중층에서의 밀

도차이는 수층 혼합을 방해하는 강한 부력을 형성하기도 

한다. 중층 유입수는 댐 담수 전 기존 강 (江)의 수로를 따

라 저수지 내에서 이동하고 측면 방향으로는 이동하지 않

는다 (Thornton et al., 1990). 이동 특성은 부분적으로 저수

지 형태, 수지상의 특성, 바닥층 굴곡도 및 잔존물 제거 유

무 등에 의해 결정된다. 유입수가 일단 하부에 가라앉은 

후에 중층류 또는 저층류를 형성하게 되면 수층 내 물질 

부하는 표층수로부터 고립되기도 한다 (Ackermann et al., 
1973; Thornton et al., 1990).

유입수의 수온과 밀도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저수지를 통해 이동하는 중층류의 이동수심도 변하게 된

다 (Ford and Johnson, 1983). 이런 현상은 홍수기에 현저하

고 유입량 증가, 수온분포 및 부유물질 부하에 의해 급격하

게 변하게 된다. 홍수 유입수는 짧은 시간동안 수로를 따

라 이동하여 수일 내에 저수지를 통과하게 되며, 홍수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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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저수지 내에서 유입수의 수직적 위치가 5 m 이상 

변동하기도 한다 (Ford and Johnson, 1983). 이때 유입되는 

P 농도는 전형적으로 수문곡선의 상승점과 동시에 증가하

고, N 농도는 하강점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저수지에서 두 

영양염의 유입농도 변동성에 다소 차이가 있다.
저수지는 유량조절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건설되었다. 

유량이 적을 때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하류에서의 범람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물을 강우기 동안 저장하는 것이

다. 댐에서 수문조작과 방류구 구조의 형태는 저수지의 용

도에 따라 다르고, 저수지의 물이 댐에서 방류될 때 에너

지 (잠재 → 운동+혼합)의 변화가 일어난다 (Thorntron et 
al., 1990). 따라서 수체의 혼합은 물이 방류되는 영역으로 

제한되고 방류량에 비례한다. 홍수조절용 대댐 저수지는 

대량의 홍수 물을 방류하고 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별

도의 방류구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방류구는 방류속도를 

조절하는 수문을 통해 조절될 수도 있고 수문 아래의 방수

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Thorntron et al., 1990). 
이 중에서 저수지의 심층수를 방류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

식이고, 방류구역은 심층에 제한되며 (Cho and Kim, 2010), 
물이 잘 혼합되는 표층의 수심증가, 심층 수온상승 및 수

층 간의 밀도차이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Fig. 7).
수문조작은 수위변동곡선, 유입량 및 하류 하천의 수용

력의 상황 조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Thornton et al., 
1990). 그리고 평상시 댐 하류 하천에서 일정 수량을 유지

하기 위하여 저수지는 발전을 통해 최소량을 방류하고 있

다 (Shin et al., 2016a). 지속적인 발전방류는 심층에서의 혼

합을 증가시키고 무산소 상태일 때 심층으로부터 영양염

의 배출을 촉진시키게 되며, 수층의 혼합뿐만 아니라 수온

과 DO의 분포 구조에 미치는 영향 효과를 크게 할 수 있

다 (Thornton et al., 1990). 저수지에서 심층방류로 인한 심

층수 혼합현상은 상당히 광범위하며, 심층수 및 심층 내의 

영양염을 제거하고 중층 또는 저층 유입 흐름현상을 촉진

하게 된다 (Thornton et al., 1991). 결과적으로 저수지의 수

체 내에서 입자성 및 용존성 물질의 이동과 혼합은 매우 

복합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물리적 운반기작에 의해 조절되

며 (Dunalska et al., 2014), 이러한 기작은 수중 생물이 분포

하는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 (Wetzel, 2001)을 미치게 된다.

적     요

대청호는 금강의 중·하류에 대댐 (>15 m 높이) 건설로 

만들어진 저수지이며, 방류시스템은 수문-여수로, 수력발

전 방수로 및 취수탑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

수지의 하류 댐에서 발생하는 탁수 감소, 녹조현상 및 빈

영양 상태에 대한 육수학적 의문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었고, 수문·기상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현장조사는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댐과 발전방류구 지

점에서 1주 간격으로 수행하였다. 강수량은 유입량, 방류

량 및 수위변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강우패턴은 장

마와 태풍호우에 의존적이었고, 유량, 탁도의 증가는 강우 

빈도보다 강도에 더욱 중요하게 반응하였다. 저수지의 수

층별 수온과 DO 변동은 기상·수문학적 영향이 컸고, 수
온성층, 밀도류 및 방류에 기초 한 수위변동이 주요한 원

인으로 작용하였다. 수문 및 발전방류는 각각 수체의 유동

과 탁수·영양염의 배출을 유도하였다. 특히, 저층수에서 

저산소 또는 빈산소일 때, 발전방류는 저질층에서 용출되

는 인 (P)을 댐 하류 하천으로 유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

다. 또한, 연중 지속적으로 가동되는 발전방류수는 저수지

의 하류 (정수대)를 저영양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주된 요인

이었다. 그리고 저수지의 하류에서 발생하는 녹조현상은 

수문-여수로 방류 때 상류의 수체가 하류로 이송 및 확산

된 결과이었다. 발전방류수는 저수지 생태계의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요인에 시공간적 영향을 광역적으로 미칠 수 

있는 중요성과 역동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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