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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수가 임하호 식물 랑크톤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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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Turbid Water on the Phytoplankton Community in Imha Reservoir. Jung Won Park, Sam 
Hwan Yu1, Soon Young Kim1, Jong Eun Lee1 and Eul Won Seo1*.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Namwon-si 590-811, Korea, 1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760-749, 
Korea -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turbid water on the phytoplankton community in the 4 sites 
of Imha reservoir. The turbidity of water was proportional to the concentrations of SiO2-Si. Therefore, 
as the turbidity of water grow, the concentration of SiO2-Si increased. And the both the turbidity of 
water and the concentrations of SiO2-Si were increased as the water run deep. The concentration of 
chlorophyll-a decreased as the depth of water increased. Seventy phytoplankton taxa were identified 
and the most abundant group was Chlorophyceae consisting of 32 taxa (46%), and Cyanophyceae and 
Bacillariophyceae consisted of 12 taxa (17%). And Euglenophyceae, Synulophyceae, Cryptophyceae 
and Dinophyceae consisted of 6 taxa (9%), 4 taxa (6%), 3 taxa (4%) and 1 taxon (1%), respectively in 
Imha reservoir. The concentrations of phytoplankton were increased according to the turbidity of wa-
ter because of the high amount of organic nutrition which is presented with turbid water. And espe-
cially, the concentrations of nitrogen increased easily because of the weak binding to the soil particle. 
In conclusion, total nitrogen and SiO2-Si flowed into the Imha reservoir with soil particle, and these 
inorganic nutritions affect the growth of al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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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탁수는 하천이나 호수 등에서 일상 으로 발생하는 자연

인 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계의 강우 강도가 집 되는 

기후 조건에서 발생하는 탁수는 집  강우에서 발생하는 일시

인 상이며, 탁수가 발생하더라도 곧 바로 물이 맑아졌다. 

발생한 탁수는 곧 하천의 하류로 내려가면서 침 되어 하천은 

다시 원상태를 회복하여 수 의 생물은 탁수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다[10]. 그러나 2000년 부터 발생하는 탁수는 발생

량이 증가하여 표 인 수질오염 상으로 두되기 시작하

다[10,25]. 탁수의 농도는 차 높아지고, 탁수 발생 기간도 

길어져 탁수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졌다. 장

기간 고농도의 탁수는 하천과 호수의 수질악화, 생태계 괴, 

상수도의 정수처리 비용증가, 자연경  훼손, 그리고 어족자

원의 감소 등을 래하여  리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9,21,24]. 탁수 발생의 주요 원인은 부분 강우에 

의한 상류 하천 유역에서 토양의 침식과 비 오염원의 유입, 

유역의 토지개발, 고랭지 채소밭 조성으로 인한 토양노출과 

같은 인 인 개발활동 등이 포함된다[3].

1992년에 완공된 임하 은 2001년 이 까지 발생한 탁수 

발생 일수는 1～3개월 이내 으나, 2002와 2003년에 발생한 

탁수발생기간은 10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탁도도 1,221 NTU

까지 나타났으며, 특히 2003년에 발생한 탁수는 315일간 지속

되었다[25]. 임하 의 탁수 유발 물질은 크기가 0.1～10 μm 

정도의 콜로이드성 미세입자로 활성도가 작아 다른 입자들과 

결합력이 약해 잘 침강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취수장

에서 정수처리를 어렵게 하여 임하  하류에 치한 취수장을 

탁수 발생이 은 안동 으로 이 을 추진하고 있다[11]. 그리

고 장기간 발생한 탁수는  내의 미 을 해치고, 하류 하천의 

수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어렵게 하고, 어류의 성장에 악

향을 미친다[22].

그러므로 고농도의 탁수 발생은 호수 내 수계생물의 종조성

이나 군집구조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두되

고 있다.  내로 유입되는 탁수는 다량의 양염류와 유기물

질을 함유하고 있고, 투명도의 하, 용존산소의 감소, 정수장

의 여과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탁수 발생

이 수계생태계의 기 생산자인 식물 랑크톤의 군집구조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미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하

에서 발생한 탁수가 식물 랑크톤 군집구조에 미치는 향

을 조사하 다.

재료  방법

조사 방법

임하호에서 탁수에 의한 식물 랑크톤 군집의 변화를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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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survey sites in Imha reservoir.

하기 하여 평리, 축, 도수로, 지례리 등 네 지 을 선택

하 다. 식물 랑크톤과 수질 조사는 임하호 네 지 에서, 수

심 1 m, 수심 4 m, 수심 7 m에서 각각 채수한 후, 분석하 으

며, 2006년 8월에서 10월까지 매 2주에 걸쳐 9회 조사를 실시

하 다(Fig. 1).

수질 분석

시료는 각 지 별로 1～4 l 멸균 채수병을 이용하여 시료

를 채수하 으며, 채수 시 채수기는 PVC Van Dorn을 이용

하여 각 정 의 수심 1 m, 수심 4 m, 수심 7 m의 시료를 각

각 채수하 다. 채수된 시료는 조사 목 에 따라 펌 를 이

용하여 필터(GF/C ∅47 mm Circles)에 통과시켜 여과하

으며, 각 지 에서 채수 후 분석까지의 운반과 장은 아이

스박스와 차량용 냉장고를 이용하여 온상태를 유지하

다. 수질 조사항목  pH, 수온, 용존산소(Dissolved oxygen, 

DO), 탁도 분석은 장에서 다항목 측정기(YSI 6600, YSI)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SiO2-Si (이산화규소)는 유도결합 라

즈마 질량분석기(Elan DRC-e, Perkin Elmer)를 이용하여 측

정하 다. Chlorophyll-a (Chl-a)는 시료를 GF/C로 여과한 

후 아세톤으로 24시간 추출하여 spectrophotometer (Agilent 

8453, Agilent)로 분석하 으며, Total Nitrogen (TN)과 Total 

Phosphorus (TP)는 고압증기 멸균기로 12oC에서 30분간 가

열하여 냉각 한 후 TN은 자외선 흡 도법, TP는 아스코르

빈산환원법으로 각각 분석하 다.

식물 랑크톤 분석

식물 랑크톤의 수심별(수심 1 m, 수심 4 m, 수심 7 m) 정

량채집은 Van Dorn sampler를 이용하 고, 채집한 시료는 

장에서 Lugol 용액으로 고정하 으며, 정성채집은 랑크

톤 네트(Rhigosha Nxxx25)을 이용하 다. 출  종은 학 미

경(Labophot, Nikon)을 이용하여 동정․분류하 다. 존량

은 정량 채집한 시료를 3일간 방치한 후, 상등액을 사이펀으

로 제거하여 50 ml로 농축하여 농축된시료 1 ml를 

Sedgwick-Rafter chamber에 골고루 분산시켜 100 칸을 계수

하여 산출하 다. 출  종의 동정  분류는 녹조류  녹색

소구목은 Komarek과 Fott [15], 남조류는 Komarek과 

Anagnostidis [16], 그 외 분류군은 Hirose 등[8]을 참고하

다. 한 규조류의 동정은 시료를 Permanganate method [7]

에 따라 세정하고 Pleurax로 입하여 구 표본을 제작한 

후 실시하 다. 출  종의 동정은 Krammer와 Lange- 

Bertalot [17,18]를 주로 이용하 고, 분류 체계는 Simonsen 

[23] 체계에 따라 분류하 다. 규조류의 존량 산출은 먼  

Sedgwick-Rafter chamber에서 존량을 계수하고, 이어 동

정된 분류군의 상 빈도를 구하여 산출된 존량에 역산하

여 각 종류마다 존량을 나타냈다. 

결과  고찰

임하호의 수질 분석

본 조사는 탁수가 호소내 식물 랑크톤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는 것의 일환으로 임하호 4개 지 ( 평리, 축, 도수

로, 지례리)을 선 하여 9회(탁수포함)에 거쳐 호소내 수질측

정 항목  수온, pH, TN, TP  탁도, SiO2-Si  Chl-a 등을 

측정․분석하여, 탁수 발생이 식물 랑크톤 군집에 미치는 

향에 해 단하기 해 기본 인 수질 상태를 분석하

다(Table 1; Figs. 2, 3, 4). 수온은 평리와 지례리에서 수심 

1 m에서 32.2oC로 가장 높았고, pH는  조사 지 이 표층

에서 높았다. 탁도는 8월 16일에 가장 높았고, 9월 6일 이후

부터는 표층과 수심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Fig. 2). SiO2-Si

은 네 지역 모두 수심 1 m, 수심 4 m, 수심 7 m의 양은 다르

지만 비슷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SiO2-Si는 8월 26일에 최

치를 보 고, 이후부터 감소하 다. 도수로는 특이하게 수

심 7 m에서 9월 6일에 최 값을 나타냈고, 그 원인은 정확하

게 알 수 없다(Fig. 3). Chl-a의 경우, 모두 일정한 범  내에

서 유지되고 있으나, 수심이 깊을수록 그 수치가 낮아지고 

있다(Fig. 4). 총 질소는 평리의 수심 7 m에서 8월 26일에 

36.8 mg/l로 가장 높았으며, 총인은 축의 수심 1 m에서 9

월 6일에 0.046 mg/l로 가장 높았다. 

임하호의 네 지 ( 평리, 축, 도수로, 지례리)의 수질상

태를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 수심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고 있

다. 탁도와 SiO2-Si의 농도의 계에서 탁도가 최 값을 나타

낸 일주일 후에 SiO2-Si의 농도가 최 값이었고, 두 요인은 수

심이 깊어질수록 농도가 증가하 다. Chl-a는 수심이 깊어질

수록 농도가 낮아지고 있어 수심에 따라 수질의 상태가 변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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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nvironmental factors in Imha reservoir from Aug. to Oct. 2006

Site
Depth

(m)

Factors

W.T. (
oC) pH TN (mg/l) TP (mg/l)

Jungpyeong-ri 

1
Max.
Min.

Avg. (±SD)

32.2
19.8

24.3±3.51

9.77
6.69

8.04±0.9

14.5
1.56

4.89±4.43

0.021
0.012

0.02±0.003

4
Max.
Min.

Avg. (±SD)

27.6
19.7

23.3±2.63

8.48
6.82

7.63±0.63

23.6
2.17

7.19±7.95

0.018
0

0.016±0.003

7
Max.
Min.

Avg. (±SD)

22.6
18.1

20.7±1.59

6.73
8.07

7.38±0.54

36.8
3.22

11.23±13.35

0.021
0

0.002±0.002

Damchuk

1
Max.
Min.

Avg. (±SD)

30.2
21.3

24.6±2.81

9.49
7.48

8.42±0.68

2.1
1.15

1.57±0.33

0.046
0.016

0.02±0.011

4
Max.
Min.

Avg. (±SD)

26.9
20.3

23.7±2.71

8.12
6.93

7.64±0.41

1.49
1.15

1.38±0.13

0.019
0.01

0.01±0.003

7
Max.
Min.

Avg. (±SD)

23.4
18.7

20.7±1.63

8.12
6.93

7.39±0.41

2.08
1.31

1.61±0.32

0.014
0.011

0.01±0.001

Dosuro 

1
Max.
Min.

Avg. (±SD)

30.8
19.9

24.7±3.22

9.31
7.42

8.17±0.72

2.13
1.39

1.6±0.3

0.022
0.017

0.02±0.005

4
Max.
Min.

Avg. (±SD)

27.4
19.8

23.7±2.88

8.46
6.84

7.69±0.61

1.64
0.95

1.47±0.29

0.026
0.013

0.02±0.004

7
Max.
Min.

Avg. (±SD)

23.2
18.2

20.6±1.61

7.94
6.76

7.32±0.41

2.43
1.25

1.52±0.51

0.02
0.01

0.02±0.003

Jirye-ri 

1
Max.
Min.

Avg. (±SD)

32.2
20.1

24.6±3.61

9.57
6.99

8±0.72

2.42
1.14

1.77±0.37

0.021
0.013

0.02±0.002

4
Max.
Min.

Avg. (±SD)

28.5
19.8

23.4±2.94

8.12
6.9

7.64±0.41

2.18
1.46

1.74±0.29

0.02
0.012

0.02±0.004

7
Max.
Min.

Avg. (±SD)

22.2
18.5

20.4±1.22

7.94
6.76

7.3±0.49

1.68
1.23

1.55±0.18

0.023
0.011

0.02±0.004

식물 랑크톤 종조성

임하호에서 9회에 걸쳐서 채수한 시료에서 출 한 식물

랑크톤은 모두 70종류로 나타났다. 이 에서 녹조강이 32종

류(46%) 남조강과 규조강이 12종류(17%), 유 나강이 6종

류(9%), 시 라조강이 4종류(6%), 은편모조강이 3종류(4%), 

그리고 와편모조강이 1종류(1%)로 구성되어 녹조강, 남조강 

 규조강의 출 율이 높게 나타났다(Fig. 5). Park 등[21]은 

탁수가 매우 심하 던 2003년과 2004년에 임하호의 식물 랑

크톤은 모두 102종류가 출 하 고, 그  규조강이 가장 많이 

출 하 으나, 본 조사에서는 70종류의 식물 랑크톤이 출

하 으며, 이  녹조강이 가장 많이 출 하 다. 이러한 상이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2년의 기간이 경과한 과 Park 

등[21]이 축에서만 조사한   당시 탁도가 최고 1,221 

NTU의 매우 높았던 에 비추어 수질환경의 변화에 따라 차

이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식물 랑크톤 출  종수의 시․공간  거동 분석

수심 1 m에서 출 한 종수는 42∼48종류, 수심 4 m에서는 

34∼43종류, 그리고 수심 7 m에서는 27∼30종류가 출 하

다(Table 2). 각 조사 지  모두 녹조강의 출 율이 높았고, 

수심 1 m의 경우 규조강과 남조강의 출 율이 비슷하 으며, 

수심 7 m는 규조강의 출 율이 남조강에 비해 높았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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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turbidity in Imha reservoir from Aug. to Oct. 

2006. A, Jungpyeong-ri; B, Damchuk; C, Dosuro; D, 

Jirye-ri.  1 m,  4 m,  7 m.

Fig. 3. Changes in SiO2-Si in Imha reservoir from Aug. to Oct. 

2006. A, Jungpyeong-ri; B, Damchuk; C, Dosuro; D, 

Jirye-ri.  1 m,  4 m,  7 m.

Fig. 4. Changes in chlorophyll-a concentration in Imha reservoir 

from Aug. to Oct. 2006. A, Jungpyeong-ri; B, Damchuk; 

C, Dosuro; D, Jirye-ri.  1 m,  4 m,  7 m.

Fig. 5. Distribution of phytoplankton class in Imha reservoir. 

Table 2. Distributional ratio (%) of phytoplankton class in Imha 

reservoir 

Depth

(m)
Sampling site

Phytoplankton community

*Chl. Cya. Bac. Eug. Syn. Cry. Din.

1

Jungpyeong-ri

Damchuk

Dosuro

Jiirye-ri

29

43

50

42

24

24

19

17

22

18

19

17

7

2

2

5

9

4

2

10

7

7

6

7

2

2

2

2

4

Jungpyeong-ri

Damchuk

Dosuro

Jiirye-ri

40

40

47

45

21

22

21

8

21

22

19

20

0

0

2

8

6

5

2

8

9

8

7

8

3

3

2

3

7

Jungpyeong-ri

Damchuk

Dosuro

Jiirye-ri

28

29

36

44

21

26

19

10

24

30

30

30

0

0

0

0

14

0

4

3

10

11

7

10

3

4

4

3

* Chl., Chlorophyceae; Cya., Cyanophyceae; Bac., Bacillario-

phyceae; Eug., Euglenophyceae; Syn., Synulophyceae; Cry., 

Cryptophyceae; Din., Dinophyceae.

나강은 수심 7 m에서  출 하지 않았다. 평의 수심 1 

m와 수심 7 m에는 녹조강, 규조강  남조강의 출 율이 비슷

하 고, 유 나강은 수심 1 m에서만 출 하 으며, 축에

서는 수심 1 m와 수심 4 m에서는 녹조강이 수심 7 m에서는 

규조강의 출 율이 약간 높았다. 도수로에서는 수심 1 m와 

수심 4 m에서 확인된 출  종수는 비슷하 고, 유 나강은 

수심 1 m, 수심 4 m에서 출 하 다. 지례에서는 규조강 출

율이 수심 7 m에서 수심 1 m와 수심 4 m에 비해 높았다. 내

의 수심별 조사에서 녹조강의 출 율이 높은 것은 팔당 과 

비슷한 양상이었으며[2], 규조강이 수심 7 m에서 출 율이 높

은 것은 표층에서 사멸한 종류가 함께 채집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단을 내리기 해서는 핵염색법[4,5] 등을 

통한 사세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물 랑크톤 존량의 시․공간  거동과 환경요인과의 상

계

식물 랑크톤의 총 존량은 도수로의 수심 1 m에서 

238,970 cells/ml (8월 16일) 최 고, 지 에서 수심 4 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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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in total standing crop of phytoplankton com-

munity according to the depth and time in Imha 

reservoir. A, Jungpyeong-ri; B, Damchuk; C, Dosuro; D, 

Jirye-ri.

5 cells/ml (9월 6일)로 최소 다(Fig. 6). 총 존량의 변화에서 

수심 1 m는 8월 16일과 8월 23일에 최 다가 이 후부터 격

히 감소하 으며, 수심 4 m는 평, 축  도수로가 9월 19일 

이 까지 감소한 존량이 이 시기부터 다시 증가하 다. 수

심 7 m의 존량 변화는 각 조사 지 별로 경향이 다르게 나타

났다. 표층에서 8월 23일 이 에 식물 랑크톤의 총 존량이 

높은 것은 남조류의 Microcystis aeruginosa가 량 발생했기 

때문이며, 이 후부터 M. aeruginosa의 존량 감소와 함께 총

존량도 격히 감소하 다. Microcystis aeruginosa는 일반 으

로 늦 부터 가을까지 량 번성하나 하계인 8월 에 본 종의 

존량 감소는 에서 발생한 탁수를 방류할 때 M. aeruginosa

가 방류수와 함께 유출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수심별 분

포는 수심 1 m에 비해 존량이 많이 낮았으나, 축과 도수로

의 수심 4 m는 평과 지 에 비해 높은 값을 유지하 다. 

Lee [19]는 식물 랑크톤이 수심 16 m까지 존량이 높은 것

은 하계 강우로 인한 주변 경작지, 산업 페수  도시 하수의 

량 유입에 기인한다고 하 다. 본 조사에서도 수심 7 m까지 

존량이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특히 축과 도수로의 4 m에

서 존량이 높은 것은 축의 여수로와, 도수로 지 의 천

도수로를 통한 탁수의 방류로 임하  상류에 있던 식물 랑크

톤과 두 조사 지 의 주변에 있던 식물 랑크톤이 수심 4 m 

지 에서 함께 채집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녹조강의 존량은 도수로의 수심 1 m에서 9,690 cells/ml 

(8월 23일)로 가장 높았고, 축, 도수로 그리고 지 는 8월 

23일에 존량이 최 으나 평은 한 달 후인 9월 23일에 

최 값을 나타냈다(Fig. 7). 수심별 존량은 축과 지 의 

수심 4 m에서 일시 인 증가가 있었으나 존량 값은 낮았다. 

남조강의 존량은 도수로에서 230,730 cells/ml (8월 16일)로 

최 다(Fig. 8). 남조강의 존량은 주로 표층에서 8월 에 

Fig. 7. Changes in standing crop of Chlorophyceae according to 

the depth and time in Imha reservoir. A, Jungpyeong-ri; 

B, Damchuk; C, Dosuro; D, Jirye-ri.

Fig. 8. Changes in standing crop of Cyanophyceae according to 

the depth and time in Imha reservoir. A, Jungpyeong-ri; 

B, Damchuk; C, Dosuro; D, Jirye-ri.

존량이 높게 유지되다가 추계인 9월부터는 속히 감소하

다. 수심별 분포에서 수심 4와 7 m에서는 존량이 표층에 

비해 매우 낮았고, 일시 인 존량 증가는 수심 1 m에 존재하

던 남조류가 낮은 수온으로 죽어 침강된 세포가 조사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규조강의 존량은 평의 수심 1 m에서 

12,335 cells/ml (9월 29일)로 최 으며(Fig. 9), 조사 지  

모두 9월에 존량이 높았으며, 10월부터 감소하 다. 수심별 

분포에서 수심 4와 7 m에는 표층과 거의 같은 시기인 9월에 

존량이 최 고, 10월에 감소하 다. 그러나 규조강의 

존량이 지례리에서는 10월 10일에 측정된 모든 수심에서 최

치를 보이는 특이성이 있었다. 은편모조강의 존량은 평의 

수심 4 m에서 2,980 cells/ml (9월 22일)로 최 값을 나타냈다

(Fig. 10). 은편모조강이 출 한 시기는 8월부터 나타났으며, 

존량은 조사 지 과 수심 1, 4  7 m 모두 9월 22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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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phytoplankton community in Imha reservoir

Phytoplankton
community

Factor

Total phytoplankton

standing crop
Cyanophyceae Chlorophyceae Bacillariophyceae Cryptophyceae

WT

SiO2-Si

pH

DO

Chl-a

TN

TP

0.494

-0.041

0.449

0.245

0.824

0.061

0.214

0.495

-0.011

0.424

0.221

0.804

0.077

*0.228

0.408

-

0.425

0.206

0.745

-0.075

0.123

-0.163

-0.471

0.265

0.271

0.103

-0.112

-0.22

0.022

-

0.087

0.244

-0.021

-0.119

-0.255

WT, water temperature; DO, dissolved oxygen; Chl-a, chlorophyll a; TN, total nitrogen; TP, total phosphorus. *: p<0.05, no mark: 

p<0.01

Fig. 9. Changes in standing crop of Bacillariophyceae according 

to the depth and time in Imha reservoir. A, 

Jungpyeong-ri; B, Damchuk; C, Dosuro; D, Jirye-ri. 

최 고, 9월 25일부터 존량이 감소하기는 하 으나 완

히 소멸되지는 않았다. 

식물 랑크톤 군집의 존량과 환경인자(수질)와의 상

계에서, 수온은 총 존량, 남조강, 녹조강  은편모조강

과 양의 상 계(r=0.022∼0.494, p<0.01)로, 은편모조강과 

상 계가 낮았고, 규조강과는 음의 계로 매우 낮았다

(Table 3). SiO2-Si와 규조강은 음의 계(r=-0.471, p<0.01)를 

나타냈고 다른 군집과는 매우 낮은 음의 계 다. pH는 총

존량, 남조강, 녹조강  은편모조강과 양의 상 계

(r=0.087∼0.449, p<0.01)로 은편모조강과 매우 낮았다. 용존

산소와 삭물 랑크톤군집은 낮은 양의 계(r=0.206∼0.271, 

p<0.01) 고, Chl-a와는 총 존량, 남조강, 녹조강  규조강

과 양의 상 계(r=0.745∼0.824, p<0.01)로 규조강과 상

계가 매우 낮았으며, 은편모조강과는 음의 계 다. TN

과 TP 그리고 식물 랑크톤 군집과의 상 계수는 매우 낮

았다.

수온은 식물 랑크톤의 생리  활성과 매우 한 계

Fig. 10. Changes in standing crop of Cryptophyceae according 

to the depth and time in Imha reservoir. A, 

Jungpyeong-ri; B, Damchuk; C, Dosuro; D, Jirye-ri. 

가 있기 때문에 성장율에 매우 요하다[1]. 수온과 은편모조

강의 상 계가 매우 낮은 것은 은편모조강의 존량이 특

정시기(9월 22일)에 격히 증가하 다가 속히 감소하 기 

때문이다(Fig. 10). 은편모조강은 임하 에서 2005년에 처음 

보고된 종으로[21], 그 이 의 조사에서는 보고된 이 없는 

분류군이다[12-14,20]. 2005년 출  시 존량이 높았던 시

은 3월과 4월의 시기만 제시되어 있는데, 본 조사에서 존

량이 최  시 의 수온은 22.2∼24.5oC (평균 23.4oC) 다. 은

편모조강은 특정의 수온을 선호하는지 혹은 다른 요인과 복

합 으로 작용하여 특정시기에 존량이 최 로 나타나는지

는 춘계의 조사와 다른 환경요인들에 한 세 한 조사가 필

요하다. SiO2-Si는 규조강의 피각의 구성 물질이 규산질로 되

어 있기 때문에 SiO2-Si와 상 성이 높다[6]. 그러나 본 조사

에서 음의 계를 나타낸 것은 고농도의 SiO2-Si을 규조류가 

과량으로 흡수하여 량 번성하 고, 이어 낮은 농도의 

SiO2-Si가 존재한 상태에서 규조류의 존량이 높아졌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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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interrelation between turbidity and total standing 

crops of phytoplankton community in Imha reservoir 

(*: p<0.01). A, Total phytoplankton standing crops; B, 

Cyanophyceae; C, Chlorophyceae; D, Bacillariophyceae; 

E, Cryptophyceae.

탁수와 식물 랑크톤 군집 그리고 환경 요인과의 상 계 

분석

탁수와 식물 랑크톤 군집의 상 계에서, 총 존량은 

r=0.111(p<0.01), 남조강은 r=0.133(p<0.01), 녹조강은 r=0.043 

(p<0.01)으로 낮은 양의 계를 그리고 규조강은 r=-0.315 

(p<0.01), 은편모조강은 r=-0.230(p<0.01) 음의 계를 나타냈

다(Fig. 11). 탁수와 TN, TP  SiO2-Si와 상 계에서, TN과

는 r=0.881(p<0.01)로 매우 높은 양의 계를 보 고, TP와는 

r=0.258(p<0.01)로 낮은 양의 계를, 그리고 SiO2-Si와는 

r=0.650(p<0.01)로 높은 양의 계를 나타냈다(Fig. 12). TN과 

탁수와의 상 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질소의 경우 토양 미립

자에 단단하게 부착하지 않고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은 강우라도 쉽게 유출되기 때문이다[6]. 탁수와 식물 랑크

Fig. 12. The interrelation between turbidity, TN, TP and SiO2-Si 

in Imha reservoir (*: p<0.01).

톤 군집 간에 상 계수는 반 으로 낮은 값이었다. 그러나 

군집 간에는 양 혹은 음의 상 계를 나타냈는데, 탁도 소멸 

후 각 군집의 존량이 속이 낮아지거나 혹은 오히려 증가

하 기 때문이다. 탁도 형성 시 오히려 존량이 높은 분류군

은 녹조강( 평리 외)과 남조강이었고, 녹조강과 남조강은 

탁도 소멸과 함께 존량이 속히 감소하 다(Figs. 7, 8). 녹

조강과 남조강은 일반 으로 하계에 존량이 최 의 증가치

를 나타내는데[6], 탁도 소멸과 함께 존량이 속히 감소한 

원인을 알 수 없다. 임하  탁수의 주성분은 일라이트와 카올

리나이트이고 이들 성분은 풍화토양에서 유래된 것으로 성분

은 Al과 Si과 주성분이다[11]. 따라서 SiO2-Si는 탁수와 함께 

내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두 요인의 농도 증ㆍ감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Figs. 2, 3). 규조강의 피각은 

SiO2-Si가 주성분이다. 규조강이 탁도 소멸 후 존량이 지속

으로 증가한 것은 SiO2-Si가 탁수와 함께 임하  내로 유입

되어 규조강의 주성분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은

편모조강도 탁도 소멸 후 특정시기에 존량이 최 를 나타냈

다(Fig. 10). 2005년에도 탁도 소멸 후 존량이 증가하 는데

[21], 탁도 소멸 후 특정 시기의 존량 증가에 해서는 빛 

투과도 증가, 질소와 인 등 여러 환경요인들에 한 세 한 

분석이 필요하다. 탁수는 수계를 흐리게 하기 때문에 빛을 이

용하는 식물 랑크톤에게는 치명 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

나 탁수의 유입 시 탁수와 함께 식물 랑크톤에 필요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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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요인들이 함께 유입되기 때문에, 탁도 소멸 후에는 오히

려 특정 분류군 개체 수 증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

서 탁도가 식물 랑크톤 군집 거동에 한 평가는 여러 환경 

요인들에 한 세 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탁수 발생이 식물 랑크톤 군집에 어떠한 

변화를 미치는가에 해 이해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임하호의 

네 지 ( 평리, 축, 도수로, 지례리)에서 9회에 걸쳐 시료 

채취  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하호의 수질의 경우 

탁도와 SiO2-Si의 농도는 그 수치가 비례하여 탁도가 높으면 

SiO2-Si의 농도도 증가하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탁도와 SiO2-Si

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hl-a는 수심이 깊어질수

록 농도가 낮아지고 있어 수심에 따라 수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하호에서 출 한 식물 랑크톤은 모두 

70종류 고, 녹조강이 32종류(46%) 남조강과 규조강이 12종

류(17%), 유 나강이 6종류(9%), 시 라조강이 4종류(6%), 

은편모조강이 3종류(4%), 그리고 와편모조강이 1종류(1%)로 

구성되었다. 탁수와 조류의 상 계에서 식물 랑크톤의 

존량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탁수와 함께 유입된 양물질 

등이 식물 랑크톤의 증가에 향을  것으로 단된다. 즉, 

탁수와 TN  SiO2-Si 등과 높은 상 계가 나타난 것은 TN

과 SiO2-Si가 탁수와 함께 임하  내로 유입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질소의 경우 토양 미립자에 단단하게 부착하지 않고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은 강우라도 쉽게 유출된

다. 그리고 SiO2-Si는 탁수의 성분으로 고려해 볼 때 TN과 

SiO2-Si는 탁수와 함께 임하 내로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탁수 유입 후 그리고 탁수 소멸 이후에는 오히려 식물

랑크톤 존량이 더욱 증가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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