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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the solifluction soil and amount of flow

on the stream water quality of the Bukhansan National Park from March to october, 2002. The average

pH of stream water was higher than that caused by solifluction soil. The average electrical conductivity

of upstream water was about 2.1～2.8 times lower than that of downstream water. Linear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pH and amount of anion(Cl
-
, NO3

-
, SO4

2-
) of stream water were very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ose at the caused by solifluction soil. Structures for erosion control along both sides

of stream channel should be designed in order not to influence upon solifluction soil and stream water

quality.

Key Words：Bukhansan National Park, stream water quality, solifluction soil.

Ⅰ. 서 론

수중과 수변생태계를 포함하는 국립공원의

계곡생태계는 동ㆍ식물 서식에 필요한 다양한

미소환경을 가지고 있어 타 지역보다 종 다양성

이 매우 높고,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 희귀

종, 천연기념물이 다수 서식하는 지역으로 국립

공원내 생물다양성 보존 및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계류수질 특히 봄철의 계류

수질은 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3월에서 5월에 해당하는 봄철(기상청,

2001)에 계류수질의 변동특성에 관한 연구는 일

부 현상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다. 즉, 전재홍

(1995)과 박재철(2000)은 융설에 의한 유량이 증

가할수록 전기전도도는 높아지고, 유량이 감소

할수록 전기전도도는 낮아지는 등 융설시와 강

우시 유출량의 증감이 계류수의 전기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박재현

등(2001)은 북한산국립공원 북동사면 일대 계류

수질을 분석한 결과 3월에서 5월까지의 봄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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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no.
Slope( °)

Stand
Crown-Cover

Rates(%)

Average of Width of riparian(m)

Left Right Left Right

Watershed Ⅰ

1 21 21 Mixed 35 6.5/6.0～7.0 7.3/6.5～8.0

3

2

30

28

30

24

Mixed

Mixed

40

45

6.3/5.5～7.0

5.0/4.0～6.0

7.5/7.0～8.0

4.3/3.5～5.0

Watershed Ⅱ 4 22 22 Mixed 23 6.5/6.0～7.0 7.3/6.5～8.0

Table 1. Characteristics of sites to survey stream water quality.

는 여름과 다르게 계류수의 pH가 비교적 낮은

약산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Warren

(1985)은 융설수로 인하여 계류의 유출량이 증가

한다고 하였다.

봄철에 계류수질은 여름 등 다른 계절과는 다

른 특성을 가지는데, 이는 눈이 녹은 물의 토양

접촉 및 침식된 토양에 기인한다. Bain et

al.(1994), Soulsby et al.(1998)은 융설수로부터 계

류수질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Johannessen et al.(1980), Peters and Leavesley

(1995), Soulsby et al.(1997)은 온도 상승에 따른

만년설에서 융설수의 증가는 눈에 집적되어 있

던 Cl
-
, NO3

-
, SO4

2-
등의 음이온을 계류로 유출시

켜 계류수의 pH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박재현 등(2001)은 북한산국립공원 북동사

면 일대 계류수에서 2000년 봄(3월)에는 pH가 약

산성이었는데, 이는 봄에 계안비탈면의 동결융

해침식(박재현과 우보명, 1989)에 의한 침식토사

와 눈이 녹은 물이 산성표층토와 많은 부분이 접

촉하며 유출됨에 따라 계류수의 pH에 영향을 미

친데 따른 결과라고 하였다. Robert et al.(1997)은

강설 등으로 인해 얼음에 집적되는 이온은 고도

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NH4
+
와 NO3

-
가 유의

했다고 하였다. Foster et al.(1989), Hazlett et

al.(1992)은, 산림토양이 눈 녹은 물의 화학성에

영향하는 주요한 영향인자이고, 눈 녹은 물의 유

출은 이러한 표층토양과의 관계로 인해 계류수

의 산성화를 촉진시키는 주 요인이라고 하였다.

봄철에 계류수에 용존된 이온에 대하여

McGlynn et al.(1999)은 계류에서 Ca
2+

집적은 유

기물 두께와 관계가 깊고 눈이 녹을 때 많이 발

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Stottlemyer and

Toczydlowski(1999)는 봄에 눈 녹은 물이 토양에

축적되어 있는 다량의 NO3
-
를 계류로 유출시킨

다고 하였다. Williams and Melack(1991), Jenkins

et al.(1993), 佐藤 등(1999)도 적설에 용존되어 있

는 이온보다 눈 녹은 물에 용존된 이온이 많은

데, 이는 건성 및 습성침착물질 그리고 눈 녹은

물과 표층토양, 암석의 접촉으로 인하여 용존되

는 이온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Murdoch et al.(2000)도 봄에 온도 상승으로

인한 눈 녹은 물이 수질저하의 원인이며, 이로

인해 수생태계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Maeda et al.(1994)은 눈 녹은 물

은 하류 하천수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고, Margaret et al.(1997)도 강우에 따른

눈 녹은 물이 직접적으로 계류수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봄철

에 동결융해침식 토사 및 유량에 따른 계류수

의 이화학적 수질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립공

원내 계류수질 보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유역의 개황

수질조사지점의 입지적 특성은 조사 유역의

대부분이 신갈나무 등 활엽수가 우점하고, 소

나무가 혼재하며, 화강암을 모재로 한 갈색산

림토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질조사지점과 인

접한 계류변의 입지특성은 Table 1과 같다.

계류변 비탈면의 평균경사도는 21～30°이었

다. 계류변 식생의 상층식생울폐도는 23～45%로

낮았는데, 이는 겨울에 따른 활엽수의 낙엽 때

문이었다. 계류변의 폭은 좌측이 5.0/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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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ap of study sites at Uidong stream valley in Bukhansan National Park(● means stream water sampling

site).

m～6.5/6.0～7.0m이었고, 우측이 4.3/3.5～5.2m

～7.5/7.2～8.3m이었다. 동결융해침식토사에 의

한 계류수질 변동에 따른 조사유역은 우이동계

곡의 Ⅰ과 Ⅱ(Figure 1)의 상류유역(site 1과 2)

과 하류유역(site 3과 4)으로 구분하였다.

2. 연구방법

계류에서 동결융해침식 및 유출특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우이동계곡을 표본 대상으로 상시

계류수가 흐르는 상ㆍ하류유역 2개 지점을 선정

2002년 동결융해침식토사가 유출하는 3, 4, 5월

에 각기 1회 각 조사지점에서 계류수를 1ℓ씩

채수하여 수질 분석하였다.

융설수의 화학성에 영향이 큰 서릿발에 의하

여 토양이 들떠있는 상주로 인해 동결융해 침식

되는 계류변 토양(Heuer et al., 1999; Murdoch et

al., 2000)의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계

류로부터 좌ㆍ우측사면으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산지사면의 경사가 변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평균하여 계류 유하 방향으로부터 좌ㆍ우 각각

1m, 2m, 3m 총 6개 지점에서 동결융해침식토사

500gram을 채취하여 원심분리한 후 채취한 용액

을 이온 분석하였다. 한편, 계류변에서 상주로

인한 동결융해침식 된 토사가 계류로 유출되는

유출토사량은 각각의 수질조사지점에서 채수된

물에 포함되어 있는 부유토사의 무게를 측정한

거름종이에 걸러 건조시킨 후 전자식 정밀저울

로 무게를 측정하여 단위 ℓ당 평균유출토사량

으로 계산하였다. 계류수질분석은 선행연구결과

계류수질 평가인자라 판단되는 pH(HI 8314

Membrane pH meter), 전기전도도(Conductivity

meter)는 현장에서 측정하였으며, 양이온(Na
+
,

NH4
+
, K

+
, Mg

2+
, Ca

2+
) 5개 항목, 음이온(Cl

-
, NO3

-
,

SO4
2-

) 3개 항목 등 총 8개 항목에 대하여는 시료

를 Ice Box에 보관한 후 실험실에 가져와 0.45μ

m의 필터에 각각 2회 통과시킨 후 Ion Chro-

matography로 분석하였다. 토양용액은 계류수질

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또한, 각 계류에서의 계류수질 분석 결

과는 spss/pc+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봄철에 동결융해침식 토사가 계류수질에 미

치는 영향

1) 유출토사량
봄철에 융설수에 동반하여 계류로 유입되는

동결융해침식 토사량은 계류수질 변동에 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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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no.
pH Cl-(㎎/ℓ) NO3

-(㎎/ℓ) SO4
2-(㎎/ℓ)

1 2 3 1 2 3 1 2 3 1 2 3

1 5.72 5.70 5.72 1.91 1.82 1.89 5.28 5.31 5.25 3.75 3.65 3.66

2 5.33 5.31 5.32 1.39 1.35 1.40 3.53 3.51 3.50 3.33 3.32 3.35

3 5.98 6.00 6.01 3.23 3.15 3.16 8.78 8.91 8.90 6.93 6.92 6.91

4 5.90 5.79 5.80 1.48 1.45 1.46 14.07 14.00 14.00 4.71 4.61 4.71

Table 3. Average concentration of pH, Cl-, NO3
- and SO4

2- in solifluction soil.

Table 2. Average amount of the caused by solifluction

soil in survey site.

Site no. Year Site 1 Site 2 Site 3 Site 4

Average amount

of the caused by

solifluction soil

(㎏/㎡)

2001

2002

0.32

0.33

0.25

0.27

0.43

0.45

0.67

0.70

향을 미친다(Soulsby et al., 1997; Stottlemyer

and Toczydlowski, 1999; 박재현 등, 2001). 조사

기간 동안 북한산국립공원 북동사면 일대 계류

변에서 동결융해침식 되어 계류로 유출된 토사

량은 Table 2와 같다.

조사기간 동안 계류변 비탈면에서 동결융해침

식 되어 유출된 토사량은 2001년에는 상류유역

에서 0.25～0.32㎏/㎡이었으나(박재현 등, 2001),

2002년에는 0.27～0.33㎏/㎡로 전년보다 많았다.

또한, 하류유역에서는 2001년에 0.43～0.67㎏/㎡

이었던 값이 2002년에는 0.45～0.70㎏/㎡으로 전

년보다 증가하였는데 이는 토양이 동결되었다가

융해되는 시기에 내린 강수량이 2001년(18.1mm)

보다 2002년(31.5mm)이 많은데 기인한 결과라

생각된다. 아울러 동결융해침식 되어 유출된 토

사량은 하류유역이 상류유역에서 보다 약 1.4～

2.6배 많았는데, 이는 하류유역에서 융설수에 의

한 유량이 많고 이로 인하여 계류변에서 동결융

해침식 된 토사가 계류로 쓸려 내려갔기 때문(박

재현과 우보명, 1989)으로 생각된다.

2) 동결융해침식 토사가 계류수질에 미치는 
영향

봄철에 계류수의 수질특성 중 산성화에 영향

하는 동결융해침식 토사에 용존되어 있는 Cl
-
,

NO3
-
, SO4

2-
(Stottlemyer and Toczydlowski, 1999;

Heuer et al., 1999; Murdoch et al., 2000) 등 음

이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1, 2, 3은 동결융해침식토사 조사구 좌,

우 1, 2, 3m에서 각각의 평균을 의미한다.

사면에서 동결융해침식 된 토사의 평균 pH는

상류유역과 하류유역에서 모두 5.31～6.01의 범

위로 모두 약산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하류유

역의 평균 pH는 상류유역보다 비교적 높은 pH

를 나타내었다. 이때 계류수의 pH는 6.32～6.59

로 하류유역의 평균 pH가 상류유역의 평균 pH

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하류유역에서의 유량의 증가, Ca
2+

, Mg
2+

등

용존 양이온의 상대적인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결과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봄철에 계류수의 pH가 약산성을 나

타내는 것은 동결융해침식 토사가 계류로 유출

되면서 계류수의 pH에 영향함을 의미하는 것이

다. 즉, Murdoch et al.(2000), Maeda et al.(1994)은

봄에 기온의 상승으로 인하여 유출된 융설수 및

동결융해침식토양이 계류로 유입되면 계류수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수생태계에 까

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 연

구에서도 그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ure 2와 같이 동결융해침식 토사의 평균

pH와 계류수의 pH를 직선회귀 분석한 결과 계

류수의 pH는 동결융해침식 토사의 평균 pH와

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77%의 설명역

을 나타내었다. 이를 직선회귀식으로 나타내면,

계류수의 pH = 0.3051 x 동결융해침식 토사의

평균 pH + 4.7195(R
2

= 0.7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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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Linear regression of average pH of stream

water and that caused by solifluction soil.

한편, 사면에서 동결융해침식 된 토사의 평

균 Cl-량은 상류유역과 하류유역에서 모두 1.3

5～3.23㎎/ℓ의 범위로 하류유역이 상류유역 보

다 약 0.8～2.4배 많았다. 이는 하류유역이 상

류유역에서 유입되는 유출토사량의 증가 등에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oulsby

et al., 1997; Stottlemyer and Toczydlowski,

1999). 즉, 계류수에 용존된 Cl-량과 동결융해침

식 토사에서의 평균 Cl-량과의 관계를 직선회귀

분석한 결과(Figure 3), 계류수에 용존된 Cl-량과

동결융해침식 토사에서의 평균 Cl-량은 정의 상

관관계를 가지며 98%의 설명역을 나타내었다.

이를 직선회귀식으로 나타내면, 계류수에 용존

된 Cl-량 = 0.425 x 동결융해침식 토사에서의

평균 Cl-량 - 0.5798(R2 = 0.98)이었다.

사면에서 동결융해침식 된 토사의 평균 NO3
-

량은 상류유역과 하류유역에서 모두 3.50～

14.07㎎/ℓ의 범위로 하류유역이 상류유역 보다

약 1.7～4배 많았다. 이는 하류유역에서 동결융

해침식 토사량이 많았고, 이러한 침식토사에

용존되어 있는 Cl-, NO3
-, SO4

2- 등 음이온이 융

y = 1.425x - 0.5798

R2 = 0.9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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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Linear regression of average Cl- of stream

water and that caused by solifluction soil.

설수에 동반하여 계류로 유입되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Peters and Leavesley, 1995; Soulsby et

al., 1997; Stottlemyer and Toczydlowski, 1999). 즉,

계류수에 용존된 NO3
-
량과 동결융해침식 토사에

서의 평균 NO3
-
량과의 관계를 직선회귀 분석한

결과(Figure 4), 계류수에 용존된 NO3
-
량과 동결

융해침식 토사에서의 평균 NO3
-
량은 정의 상관

관계를 가지며 99%의 설명역을 나타내었다. 이

를 직선회귀식으로 나타내면, 계류수에 용존된

NO3
-
량 = 1.0454 x 동결융해침식 토사에서의 평

균 NO3
-
량 + 0.0859(R

2
= 0.99)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Robert et al.(1997)이 보고한 봄철 계류수

질 변동에 NO3
-
량이 유의했다는 연구결과를 뒷

받침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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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Linear regression of average NO3
- of stream

water and that caused by solifluction soil.

또한, 사면에서 동결융해침식 된 토사의 평균

SO4
2-량은 상류유역과 하류유역에서 모두 3.32～

6.93㎎/ℓ의 범위로 하류유역이 상류유역 보다

약 1.2～2.1배 많았다. 이는 하류유역에서 동결융

해침식 토사량이 많았고, 상류유역의 계류수가

합류되는 등 침식토사에 용존되어 있는 Cl-,

NO3
-, SO4

2- 등의 음이온이 융설수에 동반하여 계

류로 유입되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Johannessen et al., 1980; Peters and Leavesley,

1995; Soulsby et al., 1997). 즉, Bain et al.(1994),

Soulsby et al.(1998)은 기온의 상승에 따른 상주

로 인한 동결융해침식의 증가는 눈이나 표층토

양에 집적되어 있던 Cl-, NO3
-, SO4

2- 등의 음이온

을 계류로 유출시켜 계류수의 pH를 낮추고 계류

수에 용존되는 Cl-, NO3
-, SO4

2- 등의 양을 증가시

킨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그와 같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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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Linear regression of average SO4
2-

of stream

water and the caused by solifluction soil.

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Helliwell et al.(1998)은 수

생태계의 직접적인 영향요인은 SO4
2-라고 하였

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생

각된다. 따라서 계류수에 용존된 SO4
2-량과 동결

융해침식 토사에서의 평균 SO4
2-량과의 관계를

직선회귀 분석한 결과(Figure 5), 계류수에 용존

된 SO4
2-량과 동결융해침식 토사에서의 평균

SO4
2-량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97%의 설명

역을 나타내었다. 이를 직선회귀식으로 나타내

면, 계류수에 용존된 SO4
2-량 = 1.0092 x 동결융

해침식 토사에서의 평균 SO4
2-량 + 0.2921(R2 =

0.97)이었다.

2. 봄철에 조사유역에서 계류수의 수질특성

1) pH
각 수질조사지점에서 계류수의 pH 변화는

Figure 6과 같다. Ⅰ유역과 Ⅱ유역 내 4개 수질

조사지점에서의 수질분석 결과 평균 pH는 pH

6.46(6.32～6.59)으로 그 변화 폭이 적고 보건복

지부 하천수질환경기준에 의한 상수원수 1급수

에 접근하는 약산성을 띠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때 봄철에 유량이 적고 고도가 높으며 음

식점 등 인위적인 영향이 없는 상류유역에서의

평균 pH는 6.39(6.32～6.47)로, 유량이 많고 고

도가 낮으며 음식점 등 인위적 영향이 있는 하

류유역에서의 평균 pH의 값인 6.54(6.45～6.59)

보다 비교적 낮은 값을 나타내 봄철에는 유량

이 적고 인위적 오염이 없는 상류유역 계류수

의 pH는 유량이 많고 인위적 오염이 발생되는

하류유역에서의 pH와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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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Variations of pH of stream water during the

period of March to May of 2002.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상류유역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선행연구결과(Johannessen et al., 1980;

Peters and Leavesley, 1995; Soulsby et al., 1997)

와 같이 지하수의 유출 및 동결융해침식 토사

와 접촉하여 Cl-, NO3
-, SO4

2- 등 음이온이 계류

로 유출되어 계류수의 pH를 낮추는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나, 하류유역에서는 이러한 작용

을 억제하는 Ca2+, Na+ 등 양이온이 인근 대형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오폐수 등에 다량 포함되

는 등 그에 따른 영향으로 계류수의 pH가 상승

된 것(오영민와 신봉석, 1991; 강병욱 등, 1996)

으로 생각된다.

2) 전기전도도
봄철에 Ⅰ유역과 Ⅱ유역의 상류유역에서 계류

수에 용존되어 있는 이온총량을 나타내는(박재

현, 1999) 평균 전기전도도(μS/cm, Figure 7)는

66.3(60.5～70.3)으로 하류유역의 값 160.0(150.

3～170.6)보다는 작은 값이었다. 즉, 평균 전기전

도도는 하류유역이 상류유역 보다 약 2.1～2.8배

높은 값을 나타내어 계류의 상류보다 하류에서

의 오염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결융

해침식토사의 영향에 더하여 음식점 및 사찰에

서 배출하는 유출수가 유입된데 기인한 결과라

생각된다(박재현 등, 2001). 즉, 이와 같이 하류유

역에서의 전기전도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청정

한 산림내 계류수인 지리산 칠선계곡, 백무동계

곡, 뱀사골계곡의 전기전도도 19.7～73.4μS/cm

(전상린과 황종서, 1993), 소백산국립공원 내 계

류수의 전기전도도 27～40μS/cm(전상린과 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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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pH
EC Cl- NO3

- SO4
2- Na+ NH4

+ K+ Mg2+ Ca2+

μS/cm ㎎/ℓ

Site 1 6.62 42.5 2.06 3.86 6.60 2.61 0.01 0.30 1.02 6.62

Site 2 6.60 40.0 2.50 3.53 4.54 2.29 0.02 0.32 0.90 5.69

Site 3 6.74 120.5 12.35 8.00 9.10 7.16 0.26 0.91 1.32 12.42

Site 4 6.71 100.7 8.72 7.30 8.03 5.68 0.16 0.83 1.38 8.77

Table 4. Comparison of average concentration of ions in stream water of Uidong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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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Variations of electrical conductivity of

stream water during the period of March to

May of 2002.

서, 1995)보다 약 2.0～8.7배로 많았다. 이는 사찰

과 음식점 등에서 배출하는 물에 용존된 각종 이

온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북한산국립공원 우이

동계곡 하류유역의 계류수는 오염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정지역이라

고 생각되는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사찰 및 음식

점에서 배출하는 유출수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와 그에 따른 수질보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박재현 등, 2001).

한편, 북한산국립공원 내 계곡에서 인공구조

물이 계류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각 인공구조물의 위치에 따른 상ㆍ하류의

영향을 분석하여야 하는데 2002년 4월 우이동계

곡을 대상으로 돌기슭막이, 콘크리트옹벽 등 개

별 인공구조물의 상ㆍ하류에서 수질을 분석한

결과(Table 4), 상ㆍ하류간의 수질은 차이가 없

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개별 인공구조물이

수질에 크게 영향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된다. 그러나 각 계곡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구

조물은 공종ㆍ공법에 있어 다양하고, 그 영향은

개별 인공구조물에 의한 영향보다는 전체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구

별하기 위하여는 인공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류 계곡과 인공구조물이 집중적으로 배

치되어 있는 하류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할 필

요가 있다. 즉, 인공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

은 상류계곡의 평균 pH는 6.61 (6.60～6.62)로 보

건복지부 하천수질환경기준에 의한 상수원수 1

급수의 범위 내였으며, 하류유역의 평균 pH도

6.73(6.71～6.74)으로 보건복지부 하천수질환경

기준에 의한 상수원수 1급수의 범위 내였으나

상류유역보다는 비교적 높은 값이었다. 그러나

전기전도도는 하류유역에서 평균 110.6(100.7～

120.5)μS/cm로 상류유역의 평균전기전도도

41.3(40.0～42.5)μS/cm보다 약 2.4～3.0배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 값의 차이는 계곡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구조물의 영향뿐만 아

니라 계곡 주변에 위치하여 있는 휴게소, 음식

점, 사찰 등에서 유출한 오폐수의 영향이 포함된

것으로 엄밀하게 계곡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

구조물만의 영향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다. 즉,

우이동계곡의 상ㆍ하류유역의 계류수질을 분석

해 보면 계류수질에 영향한다고 판단되는 음이

온의 경우에는 그 총량평균이 상류유역에서는

3.85(2.06～6.60)㎎/ℓ로 하류유역의 음이온총량

평균 8.92(7.30～12.35)㎎/ℓ보다 약 1/2.32의 수

준에 그쳐 하류유역에서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

다. 이는 계곡 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에서 유출

된 이온성분 때문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계곡

인근에 위치한 사찰, 음식점 등에서 유출한 오폐

수의 영향이 큰 데 기인한 결과 때문이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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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봄철에 계류수의 pH, 전기전도도와 유량과

의 관계 분석

1) 계류수의 pH와 유량
봄철에 계류수에서 pH와 유량과의 관계를 직

선회귀 분석한 결과(Figure 8), 직선회귀식은, 계

류수의 pH = 0.8754 x 유량 + 6.216(R
2

= 0.60)이

었다. 즉, 大類 등(1992)이 보고한 것처럼 계류수

의 pH는 유량이 증가할수록 농도가 하강하고, 유

량감소시에는 농도가 상승하는 관계를 나타내었

다. 이 결과는 平井 등(1990)의 보고와 유사한 결

과이었다. 그러나 박재철과 이헌호(2000)는 유량

이 증가하면 pH가 낮아지다가 첨두유량을 전환

점으로 유출량이 감소하면 pH가 높아졌다고 보

고하여 이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입지적, 계절적 특성

등에 따른 차이에 기인하는 결과로 생각되며, 보

다 장기적인 자료의 수집으로 계류수의 pH와 유

량과의 관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2) 계류수의 전기전도도와 유량
봄철에 동결침식토사의 전기전도도와 유량과

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Figure 9), 회귀식은,

계류수의 전기전도도 = 593.87 x 유량 - 54.65(R
2

= 0.94)이었다. 즉, 大類 등(1992), 박재철(200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계류

수질 오염의 지표인 전기전도도는 유량이 증가

할수록 농도가 증가하고, 유량감소시에는 농도

가 하강하는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봄철에 동

결융해침식 토사의 계류로의 유입에 의한

Cl
-
,NO3

-
, SO4

2-
등 음이온 량의 증가에 기인하는 결

y = 0.8754x + 6.216

R2 = 0.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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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Linear equation for stream water

quantity(㎥/sec) and pH.

과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志水 등(1987)은

유량이 증가할 수록 전기전도도는 낮아지며, 유

량이 감소할 수록 전기전도도는 높아진다고 하

여 이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헌호(1997)도 계류수의 pH, 용존산소량은 유

출수량의 증가에 따라 값이 상승하나, 전기전도

도는 값이 낮아졌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암 등

입지적, 지역적, 계절적 요인에 따른 차이에 기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봄기간 동안 유량

변동에 따른 계류수에서의 전기전도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산국립공원 일대 계류수의 수질

보전을 위해서는 계류변에서의 동결융해침식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계곡 내에 인공구조물

의 설치에 따라 계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훼손시에는 식생을 도입하거나 환경

친화적인 구조물을 이용하여 계안을 보호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계안에 침식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식생복원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아울러 적설이 많은 해 혹은 일교

차가 클 때 융설수와 이로 인한 동결융해침식

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현장여

건 등의 사유로 인해 강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하지 않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동결융해침식토사와 강수량과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래 계속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강수에 대한 자료의 수집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y = 593.87x - 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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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Linear equation for stream water quantity(㎥

/sec) and electrical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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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이 연구는 북한산국립공원에서 계류수질에 미

치는 동결융해침식토사와 유출수량의 영향을 파

악함으로써 국립공원내 계류수질 보전을 위한

과학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 3

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계

류수의 평균 pH는 동결융해침식토사의 평균 pH

보다 높았으며, 계류수의 평균 전기전도도는 상

류유역이 하류유역 보다 약 2.1～2.8배 낮은 값

을 나타내었다. 또한, 직선회귀분석결과 동결융

해침식된 토사와 계류수에서의 pH와 음이온량

(Cl-, NO3
-, SO4

2-)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계류수의 pH는 유량이 증가할수록 농도가

하강하고, 유량감소시에는 농도가 상승하는 관

계를 나타내었으며, 전기전도도는 유량이 증가

할수록 농도가 증가하고, 유량감소시에는 농도

가 하강하는 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북한산

국립공원 북동사면 일대 계류수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계류변에서의 동결융해침식 토사의 유

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특히 계곡 내에 인공구조물은 계류수질보

전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구조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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