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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urban river basins are exposed to various sources of pollution, their water quality may change 

rapidly. In particular, during the dry season, when the flow rate is reduced, eutrophication may 

easily lead to water pollution. Spatial variations in eutrophication patterns between the mid- and 

downstream regions of the urban Gongji stream, located at the center of Chuncheon, have been 

reported.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asses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through frequent on-site 

monitoring for efficient water quality management. In this study, eutrophication patterns of the 

mid- and downstream regions of the Gongji stream during dry season were assessed through 

on-site monitoring and water quality parameters were analyzed. Following eutrophication, 

overgrowth of attached algae occurred due to increased water temperature in the midstream region 

and overgrowth of phytoplankton due to altered hydraulic residence time occurred in the 

downstream region. Specifically, DO supersaturation caused by the overgrowth of attached algae 

in the midstream region reflected high diurnal DO fluctuations. Despite its similarity in shape with 

the nearby Uiam Lake, the downstream region showed differences in eutrophication patterns. 

Additional studies and management plans are warranted to control eutrophication of urban 

st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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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공지천은 주거지와 상가가 밀집한 도심을 관류하여 의암호와 합류하는 전형적인 도시하

천으로 친수 공간으로서의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공지천 유역의 상류는 임야,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중·

하류구간은 도심 시가지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다(Shin et al, 2000). 이러한 특징으

로 도시하천인 공지천은 공간적 중요성과 상수원이 위치한 의암호 지류로서의 중요성으로 지속적인 수질관리가 필요

하다. 이에, 과거부터 공지천 수질 관리를 위한 여러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지속적인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

나고 있다(Koh et al, 2009). 그러나 대부분의 하천들과 마찬가지로, 하천의 오염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유기물 오염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간혈적으로 나타나는 부영양화 현상을 볼 때, 영양염 오

염 개선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뭄으로 저수위, 저유량, 저유속이 지속 되는 시기인 갈수기는 소량의 오염물질로도 쉽게 하천이 오염될 수 

있으며(Han River Management Committee, 2017), 강수에 의한 세척 효과가 적은 갈수기 하천에서는 과도한 조류 

번식이 나타날 수 있다(Kim et al, 2018). 특히, 갈수기 공지천은 조류 번성 현상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공간

적으로 다른 부영양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공지천 중류에서는 매년 봄철 하천 하상에 부착조류 군집이 대량으로 번

식하는 현상과 부착조류의 수표면 부상 후 정체구간에서 대규모 스컴을 이루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부착조

류 스컴은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악취를 풍겨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2019년 1월 공지천 

하류 구간에서 겨울철 잘 나타나지 않는 녹조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 이슈가 된 적이 있으며, 의암호와 공지천의 

합류구간에서는 부유조류의 과다 번식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공지천 수질과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의암호 합류구간 정체구역의 녹조 현상과 연계하여 공지천 하류에 관

한 단편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Kim et al., 2014; Kim et al., 2017;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4; Lee et al., 2016; Byeon et al., 2019; Kwon et al., 2014; Kim et al., 2014; Wonju Regional Enviromental 

Office, 2017; Rhew et al., 2013). 반면에, 공지천 유역의 수질에 집중한 연구는 유역 비점오염 연구(Kim et al., 2005; 

Park et al., 2016; Kim et al., 2008; Song et al., 2015), 강우 인자에 따른 공지천의 수질 변화에 대한 연구(Koh et al., 

2009; Han River Management Committee, 2017), 공지천 부착조류의 시공간적인 분포에 집중한 연구가 있으며(Lee 

et al., 2018), 4－10월 조사에 따른 공지천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고(Korea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Institute, 2018), 갈수기 공지천의 공간적인 수질 모니터링에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수기 도시하천 공지천 중·하류 현장 수질모니터링을 통해 공지천에서 공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부영양화 현상들을 수치적으로 확인을 하고자 한다. 또한, 조류와 성장제한항목간의 상관분석 및 공간적인 

이화학적 분석을 통해 갈수기 공지천 조류 번식의 제한요인을 추정하고 최종적으로 공지천에서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부영양화 특성을 해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재료 및 방법

연구대상지역 

본 연구는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대표적인 도시하천인 공지천 중류 및 하류에서 수행되었다(Fig. 1). 공지천 중류

는 복단면 구조와 함께 제외지 양측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수심이 비교적 얕고, 인공 보가 연속적으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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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어서 지속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Chuncheon-si, 2014). 공지천 하류는 의암호 수체와 

공지천 유입수가 합류하는 합류부 초입으로 최대 2 m의 수심을 가지며, 중류의 약 5 배의 하폭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류의 합류부에서는 체류시간이 연중 20일 이상으로 호수에 가까운 형상을 가지고 있다(Park et al., 2013). 대조수역

인 의암호 좌안은 의암호 상류부에 속하고, 호수의 형상을 띄고 있으며, 춘천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가 방류되는 지점

이다. 의암호의 수체 흐름은 의암댐, 춘천댐, 소양댐의 방류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는 공지천 하류부에도 영

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Park et al., 2013).

Fig. 1. Map of the Gongji stream watershed.

현장조사 및 실험분석

본 연구에서는 2019년 10월 29일부터 2020년 3월 29일까지 1 주일 간격으로 총 22회 공지천 중류(S1), 하류(S2) 

및 의암호 좌안(S3)에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겨울철 결빙 시에는 불가피하게 현장 채수를 생략하였다. 현

장조사시 유의한 결과를 얻기 위해 오후에 시작하여 일몰 전까지 채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폴리에틸렌 용기

를 하천수로 세척 후 하천 중앙 지점의 표층에서 채수하였다. 또한, 수온이 충분히 높아진 2020년 3－4월 월 1회 공지

천 중류에서 부착조류 생체량을 조사하였다. 

채수한 시료의 수온, pH (Potential of Hydrogen), 전기전도도, DO (Dissolved Oxygen), 탁도(Turbidity)는 YSI 

PRO PLUS 다항목 수질 측정기와 탁도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였으며, 현장 측정 후 2시간 내에 실험실

로 옮긴 즉시 환경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실험실 분석항목으로 클로로필-a (Ch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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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ophyll-a), BOD (Biological Oxygen Demand), COD (Chemical Oxygen Demand), 총 인(TP, Total Phosphorus)

을 환경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 분석하였다. 부착조류 클로로필-a는 3⨯3 방형구를 이용하여 50 mL 

DMF 용액으로 용출 후 부유 클로로필-a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면적당으로 환산하였다. 

또한, 물환경정보시스템 공지천, 공지천2, 의암호3 지점의 과거 월별 수질 모니터링 자료를 수집하여 본 연구 결과

와 비교하였으며, 강수 자료는 공지천과 가장 근접한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춘천기상대 정보를 이용하였다. 

의암댐, 소양댐, 춘천댐의 유입량, 방류량, 댐 수위 등 댐의 수문자료는 국가수자원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일 자료

를 이용하였다(Fig. 1).

부영양화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생활환경기준, OECD 부영양기준 및 한국형 부영양화 지수(TSIko)를 활용하여 부영양화 특

성 및 수질 오염도를 파악하였다. 환경부 생활환경기준은 하천과 호소로 구분되며, 행정적인 정책 목표로 이용되고 

있다. 생활환경기준 매우 좋음－좋음 등급은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를 의미하며, 약간 좋음－보통 

등급은 일반적인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생태계, 약간 나쁨 이상의 등급은 상당량의 오염물질을 포함하는 생태계를 의

미한다(Table 1).

OECD 부영양화 기준은 부영양화 지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총 인 농도가 0.035 mg/L, 클로로필-a 농도가 8 µg/L 

이상 나타나면 부영양 수역으로 규정하고 있다(OECD, 1982)(Table 2). TSIko는 한국의 호소수를 분석한 부영양화 지

표로, 각 항목별로 저수지 분포확률을 조사 후 지수화 하여 영양단계로 나누어 구분하였다(Table 2). 각 항목별 TSIko

는 식(1)－(3) 과 같이 산정하며, TSIko (Chl-a) 값이 TSIko (TP) 값보다 크면 총 인이 조류성장에 있어서 제한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다. 그리고 TSIko (TP) 값이 TSIko (Chl-a) 값보다 크면 총 인이 조류성장에 있어서 제한요인으로 작용 되

지 않고 다른 요인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외부기원 유기물의 가중치를 50%, 내부기원 유기물의 

가중치를 25%, 내부기원 유기물의 밀도를 결정하는 총 인을 25%두어 종합 TSIko를 식(4)와 같이 산정되고, 종합 지수

가 50을 초과하면 부영양 수역을 의미한다(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06; Kal et al., 2018). 

TSIko (COD) = 5.8 + 64.4 log (COD mg/L) (1)

TSIko (Chl-a) = 12.2 + 38.6 log (Chl-a mg/m
3

) (2)

TSIko (TP) = 114.6 + 43.3 log (TP mg/L) (3)

TSIko = 0.5 TSIko (COD) + 0.25 TSIko (Chl-a) + 0.25 TSIko (TP) (4)

각 변수들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한 Spearman’s Rank법을 이용하여 유의성 p < 0.05, p < 0.01에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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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quality standards

Quality
pH DO (㎎/L) BOD (㎎/L) COD (㎎/L) T-P (㎎/L) Chl-a (µg/L)

Stream Lake Stream Lake Stream Lake Stream Lake Stream Lake Stream Lake

Excellent 6.5-8.5 7.5 ≤ ≤ 1 - ≤ 2 ≤ 2 ≤ 0.02 ≤ 0.01 - ≤ 5

Great 6.5-8.5 5.0 ≤ ≤ 2 - ≤ 4 ≤ 3 ≤ 0.04 ≤ 0.02 - ≤ 9

Good 6.5-8.5 5.0 ≤ ≤ 3 - ≤ 5 ≤ 4 ≤ 0.1 ≤ 0.03 - ≤ 14

Medium 6.5-8.5 5.0 ≤ ≤ 5 - ≤ 7 ≤ 5 ≤ 0.2 ≤ 0.05 - ≤ 20

Little bad 6.0-8.5 2.0 ≤ ≤ 8 - ≤ 9 ≤ 8 ≤ 0.3 ≤ 0.1 - ≤ 35

Bad 6.0-8.5 2.0 ≤ ≤ 10 - ≤ 11 ≤ 10 ≤ 0.5 ≤ 0.15 - ≤ 70

Very bad - < 2.0 10 < - 11 < 10 < 0.5 < 0.15 < - 70 <

Table 2. Water quality parameters

Trophic state
OECD

TSIko
T-P (㎎/L) Chl-a (µg/L)

Hypertrophic 0.100 < 25 < 70 <

Eutrophic 0.035-0.100 8-25 50-70

Mesotrophic 0.010-0.035 2.5-8 30-50

Oligotrophic < 0.010 < 2.5 < 30

결과 및 토의

수문기상특성 분석

본 연구 모니터링 기간인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강수량은 239.9 mm로, 연 강수량의 25 %에 해당하

였다. 또한 2019년 6－9월은 연 강수 67 %가 집중되는 전형적인 몬순기후 특징을 보여줌으로 조사기간의 11－4월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빈약한 갈수기로 볼 수 있다. 기상특성과 함께 댐 수문은 공지천의 수문 변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et al., 2013; kim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공지천 수문특성분석을 위하여 의암댐, 소양

댐, 춘천댐의 방류량과 수위 변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모든 댐에서의 총 방류량은 조사기간 이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Fig. 2). 특히, 하류 댐인 의암댐은 유입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방류량이 증가해 수위는 소폭 감소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사기간 나타난 댐 수문 형태는 공지천의 수질에 복합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지천 중 · 하류 유기물 오염지표 비교 분석

영양염에 의한 수질오염과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수질오염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유기물 오염 지표인 BOD, 

COD를 분석하였다. 평균적으로 공지천의 유기물 오염도는 영양염에 의한 오염보다 좋은 상태를 보였다. 공지천 중

류는 평균적으로 BOD, COD 모두 환경부 하천 생활환경기준 매우 좋음을 나타내고 있어서 유기물 오염도는 매우 좋

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중류의 총 인 농도는 생활환경기준 평균 좋음으로 유기물 오염 지표보다 한 단계 나빴

다. 하류는 평균적으로 하천 생활환경기준 BOD, COD 모두 좋음을 나타냈고, COD 호소 기준으로는 약간 좋음을 보

였다. 한편, 중류의 총 인 농도는 하천 생활환경기준 평균 좋음, 호소 생활환경기준 평균 보통으로 유기물 오염 지표보



정동성, 홍은미 / 춘천 도시하천 공지천의 중ㆍ하류 갈수기 부영양화 특성 분석 ∙ 337

0

60

120

180

240

3000

36

72

108

144

180

2019-10-29 2019-11-23 2019-12-18 2020-01-12 2020-02-06 2020-03-02 2020-03-27

P
re

ci
p
it
a
ti
o
n
 (
m

m
)

O
u
tf

lo
w

 (
m

3
/s

)

Date (Y-M-D)

Daily precipitation (mm)

SOD Outflow (m3/s)

CHD Outflow (m3/s)

UID Outflow (m3/s)

(a) Outfow of Chuncheon, Soyang, Uiam dam

69.6

69.88

70.16

70.44

70.72

71

10

44

78

112

146

180

2019-10-29 2019-11-23 2019-12-18 2020-01-12 2020-02-06 2020-03-02 2020-03-27

W
a
te

r 
le

v
e
l 
(E

L
.m

) 
 

In
fl
o
w

 (
m

3
/s

)

Date (Y-M-D)

UID Inflow (m3/s)

Water level (EL.m)

(b) Water level and inflow of Uiam dam

Fig. 2. Hydrological and weather characteristics during the monitoring period.

다 비슷하거나 한 단계 나빴다. BOD와 COD는 평균적으로 공지천 중류에서 낮고, 하류에서 높은 양상을 보였는데, 

긴 정체기간을 가지는 하류에서 유역의 오염물이 축적된 효과로 사료된다. 또한, 중류의 유기물 오염도는 불규칙하게 

나타난 반면에 하류는 조사 초기 높은 농도를 보였으나, 점차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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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Gongji midstream region (S1)

Width

(m)

Discharge

(m
3
/s)

Depth (m) Velocity (m/s) TSIko OECD

Max. Mean Max. Min. Mean COD TP Chl-a TSIko TP Chl-a

18.4 0.215 63 36 0.044 0.001 0.024 25 50 41 35 Meso Meso

Peri

phyton

March Apri

Sidepoint Midpoint Sidepoint Midpoint

37.0 67.0 26.4 30.2

공지천 중 · 하류 부영양화 특성 분석

갈수기 공지천은 유기물 오염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를 보인 것에 반하여 간혈적인 부영양화 현상을 보였

다. 물환경정보시스템 2014－2020년 갈수기(11－4월) 공지천, 공지천2 지점 TN 월 평균은 3.7, 2.9 mg/L로, 부영양 

기준(Forsberg et al., 1980)인 1.5 mg/L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2016－2020년) 공지천, 공지

천2 지점 갈수기(11－4월) TN/TP 비는 각각 월 평균 158.6, 101.9로, 조류의 성장에 있어서 인이 심각한 제한 인자인 

것을 알 수 있다(smith, 1980).

공지천 중류 공간적 특성

공지천 중류의 공간적인 특성 및 부영양화 특성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갈수기 공지천 중류의 한국형 부영양

화 지수(TSIko)는 35로 중영양을 보였고, 총 인 농도는 평균 0.031 mg/L, 클로로필-a 농도는 5.5 µg/L 로 총 인은 

OECD 부영양화 기준인 0.035 mg/L와 비슷한 농도를 보였으며, 클로로필-a은 중영양 기준인 2.5 µg/L 를 초과하였

다. 그러나 이 기준들은 호소 기준이며, 유수환경인 하천에서는 부유식물플랑크톤이 번식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

문에,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심이 낮은 유수환경 수역에서 부착조류는 중요한 

1차 생산자이며, 부유 식물플랑크톤보다 부착조류가 우점하는 하천의 영양상태는 저서성 조류의 생채량으로 분류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6). 부착조류의 생체량이 

7-20 µg/cm
2
 이상이면 부영양 수역으로 분류되며, 미관상 불쾌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Dodds et al.,1998). 이

에 본 연구에서 공지천 중류에서의 부착조류 모니터링을 분석한 결과, 공지천 중류에서 부착조류 클로로필-a 농도

는 3월 하천 중앙 지점에서 67.0 µg/cm
2
, 가장자리 지점에서 37.0 µg/cm

2
 로 나타났으며, 4월 하천 중앙 지점에서 

30.2 µg/cm
2
, 가장자리 지점에서 26.4 µg/cm2로 나타났다. 3, 4월 모두 부착조류 기준 심각한 부영양 수준이었으며, 

이 시기 DO 상대포화 퍼센트 농도가 2월, 3월 평균 129 %, 최대 142 %의 과포화 상태가 유지되었고, pH는 3월 평균 

8.5 를 초과하여 하천 생활환경기준 등급 외로 나타났다(Fig. 3(f)). 이러한 동태는 과다 번식한 부착조류의 광합성으

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되는데, 과도한 부착조류 번식은 과도한 DO 일주기 변동을 일으켜 수생태계 환경에 

용존산소 고갈에 따른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2). 따라서 이 시기 중류지점은 밤 시간대

에 DO의 고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주기 변동과 수중 생물의 피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3월 현장 조사 당시 하상에서 부착조류의 대규모 번식과 부착조류가 수표면으로 부상하여 하류로 떠

내려가는 모습을 관찰되었다. 따라서 하류 정체 구간에서 발견되는 대규모 부착조류 스컴은 중ㆍ상류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부착조류의 과도한 부상은 이 시기 중류구간 클로로필-a의 농도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류의 클로로필-a 농도는 초반 일정하다가 2020년 늦겨울부터 급격하게 높아지는 모습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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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Gongji stream.

타났는데, 유수환경을 가진 공지천 중류 지점에서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클로로필-a 농도는 봄철 나타나는 부착조

류의 부상, 갈수기 가뭄으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 저수온기 수온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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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천 하류 공간적 특성

공지천 하류의 부영양화 특성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갈수기 공지천 하류에서의 한국형 부영양화 지수(TSIko)

는 49 로 부영양(50)에 가까운 상태를 보였고, TSIko (Chl-a)는 60, TSIko (TP) 52 로 총 인 농도가 조류 성장제한에 영

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Park et al., 2018), 대조 수역인 의암호의 종합 TSIko가 39인 것과 대조된다(Table 

4). 총 인 농도는 평균 0.037 mg/L, 클로로필-a 농도는 16.9 µg/L 로 총 인은 OECD 부영양화 기준인 0.035 mg/L을 초

과하였으며, 클로로필-a은 부영양 기준인 8 µg/L 를 초과하였다(OECD, 1982). 공지천 하류에서는 최대 39.5 µg/L의 

클로로필-a의 양을 보이기도 했는데, OECD 과영양기준 농도인 25 µg/L을 초과하거나 비슷한 농도가 5회 나타났다. 

이는 대조수역인 의암호 좌안 클로로필-a 농도가 평균 7.8 µg/L로, 과영양 해당하는 농도가 단 1회도 나타나지 않은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였다. 또한 조사기간 공지천 하류는 중류와 다른 이화학적 양상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

기전도도는 수중에 용존해 있는 이온들의 총량을 나타내는 항목으로서 수역의 오염 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Jeong et al., 2015), 조사 초기 공지천 하류(평균 101.8 µS/cm)와 의암호(평균 104.0 µS/cm)가 비슷한 전기전도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초겨울부터 하류의 전기전도도 값이 증가하여 평균 158.7 µS/cm의 값을 보였다(Fig. 3 

(e)). 이는 봄철 중류 전기전도도 값(평균 180.6 µS/cm)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봄철 의암호 전기전도도 값

(평균 95.6 µS/cm)과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하류의 수체가 초기에는 의암호에서 역류해온 물로 이루어져 있다

는 것을 의미하고, 점차 공지천 본류의 물이 하류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감과 동시에 하류의 수체가 교체되었음을 추정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하류의 체류시간이 점차 짧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소양호의 방류량이 증가하고 의

암호 수위가 감소할 시 합류부 정체구간이 해소된다는 선행연구와 조사기간 댐 수문형태와 일치하였다(Park et al., 

2013). 또한, 이러한 이화학적 형태는 BOD, COD, 클로로필-a 농도 변화에서도 나타났는데, 모두 전기전도도와 상관

성이 나타났다(Table 6).

Table 4.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Gongji downstream region (S2) and Uiam Lake (S3)

Station
TSIko OECD

COD TP Chl-a TSIko TP Chl-a

S2 42 52 60 49 Eu Eu

S3 33 41 47 39 Meso Meso

클로로필-a 상관성 분석을 통한 조류 성장 제한요인 추정

갈수기 공지천 조류 번식의 제한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조류와 조류 성장제한 항목간의 상관계수를 통한 상관분석

을 수행하였다(Tables 5－7). 갈수기 강수에 따른 조류 생체량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 중ㆍ하류 지점의 선행무강우 일

수와 클로로필-a 농도를 상관분석 하였다. 공지천 중류에서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중류는 전형적인 하천 형

상으로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유수 환경이기 때문에 부유 식물플랑크톤이 번식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이며, 유

량, 저수기 수온 상승 등 다른 성장제한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Kim et al., 2003). 공지천 하류

는 선행무강우일과 약간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속 위치한 공지천 유역의 본류에 해당하여 비교적 약

한 강수에도 유량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심각한 정체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강수에 의한 세척 효과에 

의해 일시적으로 체류시간이 짧아져 조류의 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Kim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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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of water quality parameters at S1 (Gongji midstream)

S1 Chl-a temp. pH Cond. DO Turb. BOD COD T-P Ant. dry

Chl-a   1.000

temp.   0.535
*

1.000

pH 0.809
**

 0.546
*

 1.000

Cond.  0.282   0.733
**

 0.155  1.000

DO -0.037  -0.718
**

-0.120 -0.321  1.000

Turb. -0.087 0.209 -0.288  0.437 -0.266 1.000

BOD 0.348 0.236  0.068  0.283 -0.182 0.513
*

1.000

COD 0.434 0.389  0.389  0.485
*

-0.018 0.294    0.647
**

1.000

T-P -0.251 0.205 -0.310  0.337 -0.504
*

  0.653
**

0.355 0.251 1.000

Ant. dry 0.009 - - - - - - - - 1.000
*

p < 0.05, 
**

p < 0.01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of water quality parameters at S2 (Gongji downstream)

S2 Chl-a temp. pH Cond. DO Turb. BOD COD T-P Ant. dry

Chl-a  1.000

temp.  0.035 1.000

pH -0.462 0.155 1.000

Cond.    -.603*  0.547*    0.643**  1.000

DO -0.003  -0.932** -0.090 -0.421  1.000

Turb. -0.297 0.302    0.656**    0.635** -0.147  1.000

BOD    0.835** 0.107 -0.372 -0.550* -0.038 -0.335 1.000

COD   0.894** 0.066 -0.334 -0.500* -0.035 -0.332   0.812** 1.000

T-P   0.650** 0.234 -0.107 -0.047 -0.162  0.209 0.347   0.538* 1.000

Ant. dry   0.686** - - - - - - - - 1.000
*

p < 0.05, 
**

p < 0.01

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s of water quality parameters at S3 (Uiam Lake)

S3 Chl-a temp. pH Cond. DO Turb. BOD COD T-P Ant. dry

Chl-a  1.000

temp.   0.506*  1.000

pH  0.090  0.264  1.000

Cond.  0.187   0.509* -0.458 1.000

DO -0.073 -0.321   0.514* -0.587*  1.000

Turb.  0.187  0.406  0.316 0.306 -0.146 1.000

BOD  0.451    0.602**  0.185 0.334 -0.251 0.343 1.000

COD    0.612**    0.672**  0.086  0.486* -0.201 0.377   0.725** 1.000

T-P   0.480*  0.303 -0.044  0.470* -0.195   0.715** 0.235 0.335 1.000

Ant. dry  0.275 - - - - - - - - 1.000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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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과 클로로필-a 농도의 관계는 공지천 중류에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반하여 공지천 하류는 총 인과 약

간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인의 양은 조류 번식에 있어서 가장 큰 성장제한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Ahn, et al., 2013), 공지천의 중류는 선행무강수일 상관분석과 같은 이유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

다. 하류의 경우는 약간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급격한 유량 변화 없이 수체가 안정적일 경우 심한 정체수역인 

하류에서는 총 인 농도에 따라 조류 성장이 제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온과 클로로필-a 농도의 관계에서는 공지천 중류에서 상관성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공지천 하류에서는 상관성

이 나타나지 않았다. 저수온기에서 수온은 조류 성장제한인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Kwon, et al., 2006), 수온이 상승

하기 시작하는 2월 이후 공지천 중류에서는 조류 생체량이 저수온기 수온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r = 0.662, p < 0.01). 수온과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 공지천 하류에서의 조류 생장은 저수온기에서도 온도가 성장제한

인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데, 팔당호에서 Anabaena spp.는 수온이 약 13°C 이하 조건에서도 체류시간이 최소 약 

11일 이상이면 출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Rhew, et al., 2013), 조사기간 공지천 하류의 수질은 체류시간에 의

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지천 하류는 조류의 종 조성 혹은 체류시간 같은 다른 성장제한 요소가 복합

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 론

본 연구는 갈수기 공지천 중ㆍ하류 구간의 공간적인 부영양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

까지 다양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시기 공지천은 몬순기후의 전형적인 특징이 잘 나타났는데, 조사기간은 갈수기로

서 비교적 빈약한 강수량을 보였다.

조사기간 공지천은 공통적으로 유기물 오염보다 부영양에 의한 오염이 비교적 더 크게 나타났으며, 영양염에 있어

서 인이 절대적인 제한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지천 중류지점은 수온상승기 부착조류에 의한 부영양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형 부영양화 지수는 중영양, 

총 인 농도는 OECD 중영양을 보였으나, 부착조류 클로로필-a 농도는 3, 4월 모두 부착조류 기준 심각한 부영양 수준

이었으며, 미관상에도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 하류 정체 구간에서 발견되는 대규모 부착조류 스컴은 중ㆍ상

류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류는 저수온기 수온 상승 시기에 조류의 생체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보

였다. 부유조류가 성장하기 힘든 유수환경에서도 수온 조건에 따라 조류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공지천의 하류지점에서는 중류와 달리 체류시간 변화에 따라 부유조류에 의한 부영양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

형 부영양화 지수는 부영양에 가까웠고, 총 인 농도는 OECD 부영양화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클로로필-a 농도는 부영

양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는 인접해 있는 의암호 좌안 클로로필-a 농도가 OECD기준 평균 중영양을 보인 것과 대조된

다. 또한, TSIko (Chl-a)값이 TSIko (TP)보다 높고, 조류와 총 인 농도가 약한 상관성을 보였기 때문에 총 인 농도에 따라 

조류의 성장이 제한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지천 하류는 중류와 달리 체류시간 변화에 따른 부영양화 양상이 잘 

나타났다. 공지천 하류의 조류 생체량은 선행무강수일수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각한 정체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강수에 의한 세척 효과에 의해 일시적으로 체류시간이 짧아져 조류의 농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추정 할 수 있

다. 하류의 전기전도도, Chl-a, BOD, COD의 양상을 통해 하류의 수체가 의암호에서 역류해온 물로 정체되어 있다가, 

댐 방류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공지천 본류의 물로 교체됨과 동시에 체류시간이 짧아졌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갈수기 공지천에서 매년 나타나는 수질 오염 이슈에 대해 수치적으로 확인하였고, 공간적으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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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영양화 현상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갈수기 공지천의 부영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특성을 고려해

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공지천 중류의 경우 부착조류에 의한 DO, pH의 급격한 일주기변동이 나타날 수 있어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많은 친수공간이 밀집된 공지천 하류의 경우 의암호와 인접해 있으면서 비슷한 

형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부영양화 상태에 있어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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