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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1)

Vollenweider (1969)가 호수의 총인(total phosphorus)에
대한 단순수지모델(simple budget model)을 제시한 이후 현
재까지 총인의 외부부하(또는 유입농도)와 호수의 총인 농

도의 관계에 대한 여러 모델과 경험식이 제안되어 그 적합

성이 평가되었다(Brett and Benjamin, 2008; Dillon and 
Rigler, 1974; Hejzlar et al., 2006; Higgins and Kim, 1981; 
Kirchner and Dillon, 1975; Vollenweider, 1976).

Vollenweider and Kerekes (1982)는 호수의 식물플랑크톤
현존량(Chl.)을 유입수의 인 농도와 체류시간의 함수로 표
현하는 모델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총인의 단순수지모

델을 근간으로 다른 수질항목으로 확장한 사례이다. 그러나
상기한 모델들은 주로 자연호수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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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수체의 유기물의 기원은 주로 내부의 조류생산

(autochthonous algal production)에 의한 것이다. 더욱이 대
부분의 모델들은 경험적인 것이어서 모델 인자가 보정되지

않은 수체에서는 이용되기 어렵다(Kennedy and Walker, 
1990). 이는 관련 모델의 인자가 지나치게 덩어리 인자

(lumped parameter)로 단순화되어 있거나 지역특이적인(site-  
specific) 회귀(regression)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Yoon et al., 2010).
인공호의 수질과 생산성은 외부의 영양염류 부하의 양과

질에 의해 직접적으로 조절된다(Thornton et al., 1990). 일
반적으로 저수지는 흐르는 물을 막아 형성된 인공호로서

많은 경우에 큰 강과 유역에 연속되어 있는 개방체계(open 
system)이므로 그 유기물의 기원은 내부생산성 뿐만 아니

라 외래성(allochthonous)이다(Thornton et al., 1990). 따라
서 저수지의 유기물 수지에서는 조류의 내부생산에 더하여

외부로부터의 유기물 부하와 그 거동이 고려되어야 한다

(Yoon et al., 2010).
Yoon et al. (2010)은 총인은 물론 Chl.와 CODMn, BOD5

에 대한 수지식을 제안하고 인공호인 팔당호의 봄철(3 ~ 5
월) 자료를 가지고 그 적합성을 검토한 바 있다. 그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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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mple material budget models were developed to predict the spring season (March ~ May) water quality for a river-type 
reservoir Paldang, in the Republic of Korea. These models are available at mixed water bodies whose light intensity is 
negligible at the bottom. The calculated data from the models fit quite well with field data collected for 30 years, from 1988 
to 2017. The apparent settling velocity of total phosphorus was estimated to be 110 m d-1. The critical hydraulic load that 
determines the usability of phosphorus for algal production appeared to be about 2.0 m d-1. When a hydraulic load was 
larger than the critical value, the concentrations of chlorophyll  (Chl.), chemical oxygen demand (COD), and 5-day 
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in the reservoir water became insensitive to internal algal reactions. The model analysis 
showed that the allochthonous COD continued to increase while the allochthonous BOD slightly decreased after 1999. The 
decrease of allochthonous BOD is due to the expansion of sewage and wastewater treatment plants in the watershed. The 
increase of allochthonous COD seems to result from the increase in anthropogenic non-point sources as well as the increase 
in the discharge of natural organic matters due to climate change. Organic matter of algal origin continued to increase until 
the mid-2000s, but recently it has decreased as the phosphorus concentration has decreased. The COD and BOD of algal 
origin increased from 35 % and 27 % during 1988 ~ 1994 to 43 % and 40 % during 2000 ~ 2010, respectively, and then 
decreased to 25 % and 28 % during 2011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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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지모델을 통하여 수체의 총인 농도를 추정하고, 계
산된 총인 농도와 Chl.의 유입부농도를 바탕으로 수체의

Chl. 농도를 추정하며, 계산된 Chl. 농도와 각각의 유입

농도를 바탕으로 수체의 CODMn과 BOD5 농도를 추정한 것
이었다. 이 연구는 단순수지모델을 Chl.와 CODMn, BOD5

로 확장한 점과 아울러 모든 모델을 경험식이 아니라 논리

식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은 조류의 생산과정에 이용되는 인의 존재

형태를 무기인이 아니라 총인의 형태로 고려하였다는 것인

데 이는 논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질소에

대한 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질산화에

의한 Bottle BOD5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
팔당호는 한강의 중하류에 1973년에 댐이 조성되어 형성
된 비교적 수심이 얕은 인공호이다. 서울에서 45 km 떨어
진 곳에 위치한 팔당호는 1975년부터 취수를 시작하면서

수도권의 주요 상수원이 되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절반

에 해당하는 수도권 25백만 인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은 물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는 민감한 사

안이며 이에 따라 해당 유역은 각종 수질 보전 및 개선 대

책이 시행되는 집합장이 되어 왔다.
팔당호는 개방수체인 인공호이기 때문에 호의 유기물 농

도가 조류에 의한 내부생산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부하

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호의 수질은 기상

에 따른 변동과 함께 유역의 오염원 변화와 오염부하의 저

감대책에 따라 장기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1990년대는 팔당호 유역에 환경기초시설이 미비한 상태

에서 오염원이 증가하여 호의 영양염류 및 유기물 농도가

상승하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년 11월 20일에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을 수

립하여 유역 내 오염원 입지 예방을 위한 정책(수변구역
설정, 수질오염총량관리 등)을 시행하고 주로 활성슬러지

공법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였다. 이에 따라 팔당호의 생
분해성 유기물질의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부영

영화와 조류발생은 여전히 문제가 되었으며 특히 봄철 저

수기에 그 정도가 컸다(Kong, 2014).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
는 팔당호 유역의 일부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화학적 인

처리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후 2012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총인의 방류수

질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시책은 팔당호 수질

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이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한 사례는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Yoon 

et al. (2010)이 제시한 단순수지 모델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인의 존재형태를 무기인과 유기인으로 세분하여

모델에 반영하고 질소 모델을 추가하여 조류와 유기물 항

목에 대한 모델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둘째는 보완된
모델의 반응상수와 매개변수를 1988 ~ 2017년의 30년 간

봄철(3 ~ 5월)의 팔당호 수질자료를 가지고 보정한 후 모델

의 시나리오 해석을 통해 그간의 수질변화와 수질보전 대

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2. Model Development

2.1 Description of the study area
팔당호는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이 합류되는 곳(127o 26E, 

37o 29N)에 위치한다(Fig. 1).
북한 지역을 포함한 팔당호의 총 유역면적은 23,600 km2

에 달한다. 만수 시 수표면적은 38.2 km2로 수표면적에 대

한 유역면적의 비가 618로 매우 크기 때문에 호의 수질 및
생태계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Kong, 1992). 평균수
심은 6.5 m로 상대적으로 얕고 수심에 대한 호폭의 비가

104로 크기 때문에 조류의 성장에 호조건인 방사환경을 이
루고 있다, 또한 수위가 대개 해발 25.0 ~ 25.5 m의 범위에
서 유지되어 연안대(littoral zone)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
에 식물플랑크톤과 더불어 수생관속식물의 생산성도 높다

(Kong, 1992; Kong, 1997; Yoon et al., 2010).
팔당댐 축조 직후인 1974년부터 2016년까지(43년간)의
팔당호 유황(출처: www.wamis.go.kr, 2017. 8. 9)을 분석해

보면 연간 평균 유입량이 약 540 CMS이지만 6 ~ 9월의 몬
순기를 제외한 시기의 평균 유입량은 약 260 CMS로 연간
유입량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호의 연간 수

리학적 교체횟수(hydraulic flushing rate)와 연평균 체류시

간(hydraulic residence time)은 각각 22 ~ 141 yr-1(평균: 60 

Fig. 1. Map showing water sampling stations (●) in the 
Paldang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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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1)과 2.6 ~ 16.4일(평균: 6.1일)이었다. 여기서 극심한 가뭄
이 계속되었던 2014 ~ 2017년의 자료를 제외한다면 연간

교체횟수의 평균치는 65 yr-1이고 연간 체류시간의 평균치

는 5.6일이 된다.
팔당호의 봄철 유량은 상류에 위치한 대형 댐(남한강의 2
개 댐, 북한강의 5개 댐)에 의해 조절되고 있으며 강우도 적
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다. 또한 수심이 얕고 체류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층이 형성되지 않는 다순환(polymictic) 상태
이고 유기 오염도가 높지 않으므로 전 수주(water column)
가 호기성(aerobic)이다(Kong, 1997), 
팔당호로 유입되는 세 지류(남한강, 북한강, 경안천)의 유
역은 오염원의 분포가 달라 해당 수체의 수질 역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3개 유입 지점 (N, S, K)과 유출 지점 (P)
의 수질 자료를 수지모델의 평가에 활용하였으며, N, S, K 
지점의 각각의 유량으로 가중평균(weighted average)한 농

도 값을 유입수 농도로 반영하였다. 이 중 K와 P 지점은
팔당호의 경계에 위치하여 있고 N과 S는 호의 내측에 위

치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지모델의 평가에 실제로

적용된 수체는 각 조사지점으로 구획된 팔당호 호심부의

19.7 km2이었으며 해당 수체의 평균수심은 7.8 m였다. 

2.2 Basic concept of material mass budget
수체의 물질수지 식은 유입, 유출, 반응, 내부 증가로 구

성되며 그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2-a)

여기에서,
 : Volume of the water body (L3)
 : Material concentration of the water body (ML-3)
 : Inflow rate (L3T-1)
 : Concentration of inflow material (ML-3)
 : Outflow rate (L3T-1)
 : Concentration of outflow material (ML-3)
 : Reaction coefficient (T-1)
 : Internal production of material in the water body (MT-1)

팔당호 중심부는 성층이 형성되지 않는 다순환 상태이므로

(Kong, 1997) 이를 완전 혼합수체(completely mixed system) 
(≈)로 가정하였다.
춘계에는 팔당호 유역의 강우가 적고 유입유량이 상류

댐의 수문조작으로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유량

과 오염부하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또한 저수용량이 수

문에 의해 일정하게 조절되고 있으며, 유역이 넓고 호의

체류시간이 짧기 때문에 호면의 강우량이나 증발량은 유입

유량에 비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호의 유입

량과 유출량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연구 대상 수체의 물질량은 춘계에 정상상태

[  ]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단순화 및 가정에
기초할 때 식 (2-a)는 다음과 같이 재정리된다.

(Input)    (Output) (2-b)

2.3 Equations for budget models
2.3.1 Chlorophyll  and Phosphorus

플랑크톤성 조류(planktonic algae)는 수체에서 광합성에

의해 증가되고 호흡, 사멸, 분비, 피식, 침강에 의해 소멸된
다. 클로로필 (Chl.)로 대변된 조류량에 대한 물질수지 식
은 식 (2-b)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략될 수 있다.

   (1-1)
     (1-2)

여기에서,
 : Inflow Chl. concentration (ML-3)
 : Specific growth rate of algae (T-1)
 : Reservoir Chl. concentration (ML-3)
 : Decay (respiration, excretion and mortality) rate of 

algae (d-1)
 : Settling velocity of algae (LT-1)
 : Surface area of the water body (L2)
 : Hydraulic load () (LT-1)
 : Mean depth of the water body () (L)

조류의 성장률은 광도, 온도, 영양염류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광도함수는 Steele (1962) 모형을 적용하였고

온도함수는 Arrhenius 온도 의존 모형을 적용하였다.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수체에서 그러하듯이 팔당호 역시 질소/
인(N/P)의 무게비가 매우 크다. 1988 ~ 2017년의 30년간 봄
철 평균치를 기준으로 팔당호 P 지점의 총인에 대한 총질

소의 농도 비는 20 ~ 154(기하평균 62) 수준이고, 2000년
이후(2001 ~ 2017년간) 무기태의 질소/인 비는 기하평균치

로 500이 넘는다(환경부 물환경측정망 팔당댐2 지점의 3 ~
5월 자료 기준, www.water.nier.go.kr)이다. 이는 조체내 인에
대한 질소의 무게비 기준 평균 함량비인 Redfield number  
(Redfield et al., 1963) 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Park (2014)은 팔당호 우점 식물플랑크톤의 고형물내 탄소/
질소, 질소/인, 탄소/인 비를 분석한 결과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이 인의 제한을 받는 상태라고 추정하였다. 따라서 팔

당호의 조류발생에 대한 영양염류 제한요인(limiting factor)
은 인만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조류의 성장률

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1-3)

여기에서,
 : Maximum specific growth rate of algae (T-1)
 : Function of light intensity to algal growth
 : Function of temperature to algal growth
 : Function of phosphorus to algal growth
 : Light intensity (lyT-1) (ly: langley = cal cm-2)
 : Saturating light intensity of algae (ly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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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rrection factor of temperature
 : Water temperature (°C)
 : Inorganic phosphorus concentration of the reservoir 

(ML-3)
 : Half-saturation constant of inorganic phosphorus (ML-3)

Yoon et al. (2010)은 식 (1-3)에서 인의 형태를 총인으로
적용하였다. 이는 수중의 비생물성(non-living) 유기인 또는

조체내의 인이 빠른 속도로 무기화되어 조류에 이용된다는

가정하에 잠재적인 유기인을 성장요인으로 함께 포함한 것

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유기인은 조류가 직접 흡수하는 형

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류 성장에 대한 계산 결과가 정확하

지 않을뿐더러, 총인 농도의 수지식에 조체 내의 인이 분

리되어 계산되지 않음에 따라 인 농도의 해 역시 정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인의 존재형태를 유기인과 무기인으로

구분하여 수지식을 구성하고 조류에 의한 인의 흡수 형태

를 무기인으로 수정한 점은 이 문제를 개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중에서 광도는 수심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

소한다(Kalff, 2002; Wetzel, 2001).

  
  (1-4)

여기에서,
 : Light intensity at water depth  (lyT-1)
 : Light intensity just below the water surface during 

daylight hours (lyT-1)
 : Light attenuation coefficient (L-1)

빛감쇄계수(light attenuation coefficient)는 순수한 물 자

체, 수중의 비생물성 용존 및 고형 물질, 조류의 양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다음과 같이 대략 두 요소로 구분될

수 있다(Jørgensen, 1976). 

    (1-5)

여기에서,
 : Non-algal light attenuation coefficient (L-1)
 : Specific light attenuation coefficient to Chl. (L2 M-1) 

따라서 특정 수심에서 조류성장의 광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1-6)

식 (1-6)을 수심에 따라 평균하면 Jørgensen (1976)의 해

와 같이 다음의 식이 된다.

 








 
 


exp



    exp

  (1-7)

수표면에서의 시간에 따른 광도변화는 반 사인곡선을 이

루는데, 낮 길이()와 낮 동안의 평균광도()를 취하여 하

루의 광도함수를 평균적으로 개략할 수 있다(James, 1984). 
수심 및 시간을 평균한 일간의 평균 광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exp   exp   (1-8)

여기에서,

 

 : Average light intensity during daylight hours just 
below the water surface (lyT-1)

 : Fraction day that is daylight 

식 (1-8)을 식 (1-3)에 대입하면 일간의 조류의 성장률은

다음과 같다.

 


  

exp   exp  
  (1-9)

수체의 바닥에 도달하는 광도에 해당하는 식 (1-9)의


     항은 다소 탁하고 깊은 수체에서는 0에 가까워지므
로 이를 무시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기에 , 

수온, , 는 일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를 상수 로 간주하면 식 (1-9)는 다음과 같이 개략된다.

 


 

  (1-10)

비생물성 유기인에 대한 수지식은 다음과 같다.

     (1-11)

      (1-12)

여기에서,

   

 : Inflow non-living organic phosphorus (NOP) concen-  
tration (ML-3)

 : Inflow total phosphorus (T-P) concentration (ML-3)
 : Inflow inorganic phosphorus concentration (ML-3)
 : Stoichiometric ratio of phosphorus to Chl. of algae
 : Fraction of dead and respired algae recycled to the 

organic pool
 : Reservoir NOP concentration (ML-3)
 : Mineralization rate of NOP (d-1)
 : Settling velocity of NOP (LT-1)

에 대해 정리하면,

 

  (1-13)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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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체의 무기인은 조류의 생산과정에 흡수되고 호흡 및

분비 과정에 수중으로 회귀된다. 또한 유기인의 분해는 무

기인의 증가요인이 된다. 수중의 무기인은 고형물에 쉽게

흡착되어 공침될 수 있는데 이는 감소 요인이 된다. 이에
대한 수지식은 다음과 같다.

      (1-14)

        (1-15)

여기에서,
 : Reservoir inorganic phosphorus concentration (ML-3)
 : Settling velocity of inorganic phosphorus (LT-1)

식 (1-2)의    를 식 (1-15)에 대

입하여 재정리하면,

           (1-16)

식 (1-13)을 식 (1-16)에 대입하면,

  

   
  




  (1-17)

    (1-18)

여기에서,

  

  
 ,   

   






식 (1-18)을 식 (1-10)에 대입하여 를 재정리하면,

 


 


 




 (1-19)

여기에서,

  

 ,   
 ,  

 , 
 

식 (1-19)의 를 식 (1-2)에 대입하여 재정리하면,

 











  (1-20)

여기에서,

  

식 (1-20)으로부터 조류의 양에 대한 함수는 식 (1-21)과
같이 재정리된다. 조류의 성장인자를 총인의 형태로 단순화
하여 적용한 Yoon et al. (2010)의 연구에서 조류의 양은 2
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났었다. 인의 존재형태를 유기인과

무기인으로 구분하고 무기인을 조류의 성장인자로 적용한

본 연구에서 조류의 양은 3차 함수로 나타났다.

    (1-21)

여기에서,

  ,    ,  

3차 함수의 일반해는 다음과 같다.

  cos 

cos     (1-22)

여기에서,


  , 









식 (1-22)는 물 바닥층의 광도가 무시될 수 있는 수체에

서 적용가능하다. 이례적으로 수심이 얕고 투명한 수체에서

는 식 (1-9)의 
    항이 무시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는 조류의 양에 대한 해석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식 (1-18)을 식 (1-9)에 대입하여 정리된 를

식 (1-2)에 대입하여 식 (1-23)과 같이 정리하고, 이 등식에
서 수치방법(numeraical method) 또는 엑셀 프로그램의 해

찾기 기능으로 좌우 항이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는  값을
구하면 된다.






   
  


 exp   exp   

(1-23)

총인 농도는 식 (1-24) 또는 식 (1-25)와 같이 계산된다.

   (1-24)



    (1-25)

여기에서,
 : Reservoir total phosphorus concentration (ML-3)

2.3.2 Nitrogen
비생물성 유기질소의 변화는 조류의 소멸과정에 증가하

는 양과 분해 및 침강에 의한 소실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에 대한 수지식은 다음과 같다.

    (2-1)

     (2-2)

여기에서, 

    

 :Inflow non-living organic nitrogen (NON) concentration 
(ML-3)

 : Inflow total nitrogen (T-N) concentration (M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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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low ammonia nitrogen (NH3-N) concentration (ML-3)
 :Inflow nitrate nitrogen (NO3-N) concentration (ML-3)
 : Stoichiometric ratio of nitrogen to Chl. of algae
 : Reservoir NON concentration (ML-3)
 : Mineralization rate of NON (d-1)
 : Settling velocity of NON (LT-1)

에 대하여 정리하면,

  

  (2-3)

수체의 암모니아성질소는 조류의 생산 과정에 흡수되고

호흡 및 분비 과정에 일정 부분 수중으로 회귀된다. 암모
니아성질소의 수지에서 비생물성 유기질소의 분해는 증가

요인이 되고 질산화는 감소요인이 된다. 이외에도 질소고정
에 의한 암모니아성 질소의 증가가 있을 수 있으나 팔당호

의 질소 농도는 보통 2 mg l-1를 상회하여 질소고정이 일

어나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지식에 질소고정

은 고려하지 않았다. 암모니아성질소는 질산성질소에 비해

환원된 형태로서 조류의 광합성에 더욱 쉽게 이용되기 때

문에 조류에 의한 흡수 과정에 선호도(preference, )가 고

려되어야 한다(Ambrose et al., 1993). 이 선호도는 호 내의
암모니아성질소와 질산성질소의 농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곧 구하고자 하는 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용하면

순환의 형태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입수의 암모
니아성질소와 질산성질소의 농도를 선호도 계산에 적용하

였다.

      (2-4)

      (2-5)

여기에서,

  

  


 

  (Ambrose et al., 1993)

 : Preference for ammonia uptake of algae
 : Michaelis value for ammonia preference (ML-3)
 : Nitrification rate of NH3-N (T-1)
 : Reservoir ammonia nitrogen concentration (ML-3)

에 대하여 정리하면,

  

     (2-6)

질산성질소는 조류의 생산 과정에 흡수된다. 질산성질소
의 수지에서 질산화는 증가요인이 되고 탈질은 감소요인이

된다. 탈질은 산소가 부족한 심수층이나 퇴적층에서 발생하
는데 팔당호는 수층이 호기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본 수지

에서는 무시될 수 있다. 탈질을 무시한 질산성질소의 수지

식은 다음과 같다.

     (2-7)

      (2-8)

에 대하여 정리하면,

 

    (2-9)

총질소 농도는 식 (2-10) 또는 식 (2-11)과 같이 계산된다.

     (2-10)

 

   (2-11)

여기에서,

 : Reservoir total nitrogen concentration (M L-3)

2.3.3 Chemical oxygen demand

비생물성 COD(조체속의 COD를 제외한) 농도는 조류의

사멸과 분비에 의해 증가하고 분해와 침강에 의해 감소한

다. 팔당호는 호기상태이기 때문에 메탄과 같은 저분자 유

기물 또는 황화수소와 같은 환원성 무기물질에 의한 용존

산소의 소비를 무시하면 비생물성 COD의 수지식은 다음과
같다.

    (3-1)

     (3-2)

여기에서,

  

 :Inflow non-living COD concentration (ML-3)
 : Inflow COD concentration (ML-3)
 : COD conversion factor to Chl. of algae
 : Mineralization rate of non-living COD (T-1)
 : Settling velocity of non-living COD (LT-1)

에 대하여 정리하면,

  

  (3-3)

식 (3-3)에서 수체의 조류량을 제외한 외래성 비생물성

CODMn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4)

여기에서,
 : Reservoir non-living CODMn concentration originating 

from the allochthonous load (ML-3)

조체의 CODMn 전환비()는 조류의 Chl.에 대한 탄소

무게비(), 조류의 호흡과정의 탄소에 대한 산소의 화학양
론비(stoichiometric ratio) (), 조류의 탄소에 대한 KMnO4 
산화제의 산화율( )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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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CODMn 농도는 식 (3-6) 또는 (3-7)과 같이 계산된다.

  (3-6)

 

  
  (3-7)

여기에서, 
 : Reservoir COD concentration (ML-3)

2.3.4 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수지는 전환율을 제외하곤 COD 수지와 비슷하다. 비
생물 탄소성 BOD5 (non-living carbonaceous BOD5, CBOD5)
의 수지식은 다음과 같다.

    (4-1)

    (4-2)

여기에서,

   

 : Inflow non-living CBOD5 concentration (ML-3)
 : Inflow CBOD5 concentration (ML-3)
 : CBOD5 conversion factor to Chl. of living algae
 : NBOD5 conversion factor to NH3-N through nitrification
 :CBOD5 conversion factor to Chl. of dead algae
 : Mineralization rate of non-living CBOD5 (T-1)
 : Settling velocity of non-living CBOD5 (LT-1)
 : Reservoir CBOD5 concentration (ML-3)

에 대하여 정리하면,

  

  (4-3)

식 (4-3)에서 수체의 조류량을 제외한 외래성 비생물성

BOD5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4-4)

여기에서,
 : Reservoir non-living CBOD5 concentration originating 

from the allochthonous load (ML-3)

조류사체의 BOD5 전환비()는 와  및 20°C에서 5
일 동안 박테리아에 의한 조류사체의 분해비율에 의존한다. 
이때 BOD 실험 병에서 5일 동안 조류가 분해되는 과정에
배출되는 암모니아의 질산화에 의한 NBOD5는 고려하지

않았다.

   
   (4-5)

여기에서,
 : Decomposition rate of dead algae at 20°C bottle (T-1)

조류생체의 BOD5 전환비()는 와  및 20°C에서의
5일 동안 내생호흡(endogenous respiration)에 의한 조류생

체의 분해비율에 의존한다.

  
   (4-6)

여기에서,
 : Endogenous respiration rate of living algae at 20°C 

bottle (T-1)

암모니아성질소의 질산화에 따른 BOD5 전환비()는 질

산화 과정의 질소와 산소의 화학양론비 4.57(Ambrose et 
al., 1993)과 질산화속도()에 의존한다.

  
  (4-7)

여기에서,
 : Nitrificaton rate at 20°C (T-1)

BOD5 농도는 식 (4-8) 또는 (4-9)와 같이 계산된다.

  (4-8)

 


    

  (4-9)

여기에서,
 : Reservoir BOD5 concentration (ML-3)

3. Materials and Method

3.1 Measured data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질자료는 환경부 물환경측정망 및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의 자료이다. 각각은 1988
년부터 2017년까지 3 ~ 5월 중 Fig. 1의 4개 지점의 여러

깊이에서 주간, 격주, 또는 월간으로 채수하여 분석된 것이
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유량자료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
정보시스템(www.wamis.go.kr)의 자료에서 추출한 것이다.

3.2 Sensitivity analysis
모델의 인자 즉 반응상수 및 매개변수의 민감도는 각 인

자 값의 변화에 따른 모델 계산 값의 변화의 비로 산정하

였다(Orlob, 1983). 

 


  (Orlob, 1983) (3-a)

여기에서,
 : Sensitivity coefficient of the model parameter
 : Nominal reference value for the parameter ()
 : Nominal reference value for the predicted state variable 

() response

본 연구에서는 인자의 범위를 보정된 값()의 1.5배와
0.5배의 값을 적용하여 식 (3-b)로 민감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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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lob, 1983)

(3-b)

3.3 Statistical analysis
실측치에 대한 계산치의 적합도는 Nash and Sutcliffe 

(1970)의 지수로 검정하였다. 지수의 값은 1.0 (완전 적합)
에서 ∞ (완전 부적합) 사이의 값을 가지며 대체로 그 값
이 0보다 작으면 모델의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c)

여기에서,
 : Nash-Sutcliffe coefficient
 : Mean of observed values
 : Observed value
 : Simulated value

4. Results and Discussion

4.1 Water quality
팔당호 호심부의 봄철 평균 수리부하는 1.38±0.509 m d-1 

(1988 ~ 2017년의 30년 연간 평균±표준편차)였는데, 최근 4
년간(2014 ~ 2017년)은 가뭄이 지속되어 수리부하가 평균치
를 밑도는 수준이었다(Table 1). Vollenweider (1976)가 인

농도 수지모델을 적용한 자연호수들의 수리부하가 100 m 
yr-1를 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팔당호 호심부의 봄철

수리부하(평균 504 m yr-1)는 그보다 휠씬 크다.
총인 농도는 1990년대에 증가한 후 최근 2014년 이후에

는 1980년대 후반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최근에 총인 농
도가 감소한 것은 1) 유역 내 환경기초시설에서의 화학적

인처리에 의한 점오염원으로부터의 인 부하 감소, 2) 연속
되는 가뭄으로 유역 내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인 부하 감

소, 3) 유량 감소로 수체의 물 흐름이 느려져 인의 침강에

의한 소실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추정된다.
Chl. 농도와 투명도(Secchi-disc depth)의 관계는 뚜렷하지

Year


(m d-1)
TP

(mg m-3)
TN

(mg l-1)
Chl.

(mg m-3)

(m)



(m-1)


(m-1)
1988 0.66 18 2.729  5.1 3.24 0.10 0.42 
1989 1.13 24 2.056  7.6 1.98 0.15 0.71 
1990 2.73 31 1.832  7.3 1.56 0.15 0.95 
1991 1.62 56 0.781  7.7 1.65 0.15 0.88 
1992 1.78 52 1.043 12.0 1.39 0.24 0.99 
1993 1.93 39 1.728 15.3 1.32 0.31 0.99 
1994 1.09 31 1.929 11.3 1.27 0.23 1.12 
1995 1.25 31 1.581 21.2 1.37 0.42 0.82 
1996 1.12 21 2.530 12.1 1.52 0.24 0.88 
1997 1.54 44 2.678 15.1 1.18 0.30 1.13 
1998 2.18 43 2.585 29.3 1.20 0.59 0.83 
1999 1.66 37 2.502 25.2 1.77 0.50 0.46 
2000 1.00 32 1.935 15.8 1.66 0.32 0.71 
2001 0.90 51 2.365 23.9 1.31 0.48 0.82 
2002 1.10 51 2.297 24.4 1.19 0.49 0.93 
2003 2.40 40 2.308 23.8 1.17 0.48 0.98 
2004 1.26 44 2.296 31.6 1.27 0.63 0.71 
2005 0.95 36 2.181 27.4 1.46 0.55 0.62 
2006 1.23 50 2.352 27.5 1.34 0.55 0.72 
2007 1.36 52 2.494 22.3 1.14 0.45 1.04 
2008 1.11 38 1.951 19.1 1.40 0.38 0.83 
2009 0.99 33 1.795 21.3 1.50 0.43 0.71 
2010 1.94 26 2.051 15.8 1.40 0.32 0.90 
2011 1.89 38 2.480 14.6 1.17 0.29 1.17 
2012 1.59 41 2.221 16.4 1.47 0.33 0.83 
2013 1.75 24 2.167 14.4 1.40 0.29 0.93 
2014 0.96 19 1.958 10.4 2.03 0.21 0.63 
2015 0.88 20 1.990  8.4 2.90 0.17 0.42 
2016 1.33 26 2.512 15.8 1.50 0.32 0.82 
2017 0.79 17 2.075  8.6 2.57 0.17 0.49

 : Secchi-disc depth,  : light attenuation coefficient due to algae (0.02 m2 mg-1),  : non-algal light attenuation coefficient

Table 1. Annual variations of hydraulic load () and water quality parameters (mean values of data measured weekly or 
biweekly during spring at sit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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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지만 서로 부적(negative)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이고 있
다(Fig. 2). 팔당호의 Chl. 농도와 투명도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은 인공호인 팔당호 유역에 부정기적으로 비가 내릴

때 고형물이 다량으로 호에 유입되어 투명도를 저하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팔당호의 봄철 투명도는 1980년대
말 경에 2 ~ 3 m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 1 m를 약간 넘는 수
준으로 감소하였다가 최근에는 2 ~ 3 m로 다시 증가하였다. 
최근의 투명도 증가는 인 농도의 감소에 따른 조류량의 감소

와 더불어 연속적인 봄철 가뭄으로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고

형물 유입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수중의 흡광계수()는 순수한 물 그 자체의 산란 및 흡수
와 더불어 용존 또는 고형 물질이나 조류의 양에 영향을

받는데, 조류 이외의 요인에 의한 영향을 하나의 상수로 묶
는다면 그 관계는 다음과 같이 개략된다(Lorenzen, 1980). 
흡광계수는 Secchi-disc로 측정된 투명도()와의 멱함수

(  )로부터 개략하여 추정할 수 있다(Wetzel, 2001). 

    (4-a)

팔당호 P 지점의 지난 30년간 봄철의 투명도()로부터
추정된 흡광계수(, m-1)와 Chl. 농도(, mg m-3)의 관계는
   (     )로서 상관계수는 높지 않으
나 통계적으로 고도로 유의한 회귀관계를 보였다(Fig. 3). 
이 관계로부터 비흡광계수()는 0.02 m2 (mg Chl.)-1, 비조
류성 흡광계수()는 평균 0.8 m-1로 추정할 수 있다. 흡광
계수가 추정치의 99 % 신뢰구간의 하한치의 아래로 크게

벗어나는 시기는 1988, 1999, 2015, 2017년으로서 1999년
을 제외하고는 수리부하가 작은 시기였다. 수리부하가 작다
는 것은 유입유량이 적음을 의미하고 이는 유역에 강우가

적어 고형물의 유입에 의한 빛 감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으로 연계 해석된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흡광

계수는 수리부하가 큰 시기에는 대체로 회귀선의 위쪽에, 
수리부하가 작은 시기에는 회귀선의 아래쪽에 위치하는 경

향을 보였다.
Megard et al. (1980)은 조류의 비흡광계수가 0.009 ~ 0.02 

m2 (mg Chl.)-1의 범위에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
에서 나타난 비흡광계수는 Lorenzen (1980)과 Yoon et al. 
(2010)의 0.02 m2 (mg Chl.)-1와 동일하였으며, WASP5 매
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0.017 m2 (mg Chl.)-1 (Ambrose 
et al., 1993), Kong (1992)이 팔당호의 값으로 보고한 0.018 
(mg Chl.)-1과는 유사한 수준의 값이다.
조류의 비흡광계수를 0.02 m2 (mg Chl.)-1으로 적용하였

을 때 팔당호의 호심부에서 비조류성 흡광계수()는 조류

에 의한 흡광계수( )에 비해 2배보다 더 큰 수준이다

(Table 1). Table 1의 비조류성 흡광계수와 수리부하의 관계
는   ln (     )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Fig. 4). 추정치의 99 % 신뢰구간을
벗어나는 시기에 대한 특이적 이유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Chl. 농도와 수리부하에 대한 투명도의 다중회귀 결과는
식 (4-b)와 같다. 투명도에 대한 두 독립변수의 결정계수는
0.53이었으며, 표준화 된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로 비교할 때 수리부하의 변화에 비해 Chl. 농
도의 변화가 투명도의 변화에 1.5배 더 큰 영향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Chl. 농도와 수리부하로 설명되지 않
는 투명도의 변화(47 %의 비설명력 부분)는 같은 농도라도

Chl. 함량의 변동에 따라 조류 현존량이 다르고 같은 강

우량이라도 강우의 시간적 분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m  Chlmgm    md   
(   )  (4-b)

팔당호의 봄철 조류 현존량은 제한 영양소인 인에 의존

하지만 하천형 호수의 특성에 따라 수리학적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즉 팔당호에서 강우로 인한 유량의 증가는

Fig. 2. Variations between the concentration of chlorophyll  
and Secchi-disc depth at site P in the Paldang 
reservoir as yearly average values during the dry 
period in 1988 ~ 2017.

Fig. 3. Relationship between the light attenuation coefficient 
and the concentration of chlorophyll  in the Paldang 
reservoir calculated from each yearly average value 
during the dry period in 1988 ~ 2017 (Short dashes 
lines and numbers indicate 99 % confidence range 
and the year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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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의 교체(flushing)는 물론 유역으로부터 혼입된 고형물

질에 의한 투명도의 저하로 이어져 각각 조류의 소실을 야

기하고 성장을 저해한다. 지난 30년간 봄철에 팔당호 P 지
점의 Chl. 농도는 유입수의 총인 농도가 높아질수록 증가

하였고, 같은 총인 농도 조건이라면 수리부하가 작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5).
예외적으로 총인 농도가 0.03 mg l-1보다 낮은 저농도의

조건에서는 수리부하가 클 때보다 1.5 m d-1보다 작을 때

Chl. 농도가 더욱 낮았는데, 이는 총인이 저농도인 조건에
서는 조류의 순성장률이 음의 값을 보이면서 체류시간이

길수록 호 내의 조류량이 유입수의 그것보다 낮아지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2 Simple phosphorus budget model
수중에서 인은 비생물성 입자성인, 조체내의 인, 용존 유

기 및 무기인의 다양한 존재형태를 보인다. 인은 보존성

물질로서 총인의 형태로 본다면 수중에서의 소실 요인은

침강이 유일하다. 완전혼합 수체에서 겉보기 침강속도()
를 적용한 총인의 수지식은 다음과 같다(Vollenweider, 1969).




  (4-c)

여기에서,
 : Apparent settling velocity of T-P (LT-1)

식 (4-c)에서 정상상태 [  ]를 가정하면 식 (4-c)
는 식 (4-d)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정리된다(Vollenweider, 
1975). 이때 인의 침강속도는 식 (4-f)로 정리된다. 




 







 (4-d)

여기에서,
 : Apparent settling rate ( , T-1)
 : Hydraulic residence time (, T)







  (4-e)

여기에서,
 : Retention coefficient of phosphorus [  ]

  

 (4-f)

팔당호 호심부에서 1988 ~ 2017년간 봄철에 인의 체류

계수(retention coefficient, )는 -0.04 ~ 0.38(평균±표준편차: 
0.18±0.115)의 범위를 보였다. 이 평균값 0.18은 팔당호에서
Kong(1992)이 1988 ~ 1990년의 연간 평균값으로 산정한 0.15, 
Kong(1997)이 산정한 1988 ~ 1994년의 연간 평균값 0.14보다
는 약간 크고 Yoon et al. (2010)이 1988 ~ 2007년의 봄철 자
료로 산정한 평균값 0.22보다는 약간 작았다. 팔당호 호심부
의 총인의 평균 체류계수 0.18을 식 (4-f)에 적용하면 침강속
도     ·    m d-1가

되고 침강율        d-1가 된다. 
저수용량이 일정하고 완전 플럭흐름(plug-flow)인 수체에

서 시간과 거리()에 따른 총인 농도는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으로 정리된다.







 (4-g)

 : Water velocity (MT-1)
 : Apparent settling rate of total phosphorus (T-1)

식 (4-g)에서 정상상태 (  )를 가정하고 인 농도를

거리에 따라 적분하면 다음 식이 유도된다.

 
 





  (4-h)

Fig. 5. Change of the Chlorophyll  concentration at the 
outflow site (Site P) according to hydraulic load 
and the inflow total phosphorus concentration in 
the Paldang reservoir as yearly average values 
during the dry period in 1988 ~ 2017.

Fig. 4. Relationship between the non-algal light attenuation 
coefficient and the hydraulic load in the Paldang 
reservoir calculated from each yearly average value 
during the dry period in 1988 ~ 2017 (Short dashes 
lines and numbers indicate 99 % confidence range 
and the year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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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i)

여기에서,
 : Concentration of outflow material (ML-3)

완전 플럭흐름인 수체에서 인의 침강속도는 식 (4-j)를
거쳐 식 (4-k)와 같이 정리되며, 팔당호의 해당 값은   
ln · ln   m d-1 (   d-1)
로서 완전혼합 상태를 가정하여 계산된 0.303 m d-1에 비

해 약간 작은 값이 된다. 실제 팔당호 호심부는 완전혼합

도 아니고 완전 플럭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팔당호 총인의

겉보기 침강속도의 평균치 값은 0.274 ~ 0.303 m d-1의 범

위 속에 있을 것이다.




 

     (4-j)

 ln  (4-k)

Higgins and Kim (1981)은 미국 Tennessee의 18개 인공

호 중 침강속도가 음의 값을 가지거나 유입수 농도가

0.025 mg l-1 보다 낮은 경우를 제외한 10개 저수지의 결과
에서 완전혼합 상태와 플럭흐름을 가정한 침강속도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30
년간 자료에서 두 조건별 각 연도의 침강속도에 대한 쌍체

 검정 결과 역시 고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완전 플럭흐름 상태에서 수체 내 총인 농도()는 유출수
의 농도()와는 다르며 수식 (4-l)로 정리된다. 

 







  

 
 



 
ln 

 (4-l)

여기에서,
 : Average concentration of the reservoir T-P at the 

complete plug-flow system (ML-3)

완전혼합 상태를 가정할 때 수체 내 총인 농도  
  로 정의되기 때문에 두 가정하에 계산되는 농도

비()는 식 (4-m)과 같다.




  

ln 
 ln 

 (4-m)

식 (4-m)에 팔당호 호심부의 봄철 평균 인 체류계수 0.18
을 적용할 경우  로서 혼합정도의 가정에 따라 수

체의 총인 농도의 예측이 최대 10 %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의 팔당호 호심부는 완전혼합

도 아니고 완전 플럭흐름도 아닌 그 중간의 상태라 할 수

있는데, 극단의 상태를 가정하더라도 그 차이가 최대 10 % 
이내이기 때문에 비록 수체의 혼합정도에 따라 침강속도의

계산 값이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하더라도 혼합상태를

전제로 한 인수지 분석에 큰 무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팔당호 호심부를 완전혼합으로 가정한 평균 침강속도

0.303 m d-1(110 m yr-1)는 외국의 자연호에서 조사되거나

분석된 값들(Vollenweider, 1975: 10 m yr-1, Dillon and 
Kirchner, 1975: 13.2 m yr-1, Chapra, 1975: 16 m yr-1)에
비하여 약 7 ~ 10배 정도 빠른 것이다. 또한 이는 Walker 
and Kühner (1978)가 미국 중서부의 27개 인공호에서 분석
한 -1 ~ 125 m yr-1(중위수 12.7 m yr-1), Higgins and Kim 
(1981)이 미국 Tennessee의 18개 인공호에서 정상상태를

가정하여 계산한 -90 ~ 269 m yr-1 (중위수 42.2 m yr-1)의
상위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팔당호의 체류시간이

짧고 인이 흡착된 토양 입자들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인 것

으로 추정된다(Kong, 1992; 1997; Yoon et al., 2010). 비록
겉보기 침강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팔당호의 인의 체류계수

는 외국의 자연호수의 값 0.2 ~ 0.5(Larsen et al., 1981) 또
는 소양호의 0.59(Heo et al., 1992)에 비해 작은데 이는 팔
당호가 체류시간이 짧고 물 흐름이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Hejzlar et al. (2006)은 온대지역에 위치한 93개의 자연호
와 119개 인공호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인의 체류계수
는 식 (4-n) 또는 식 (4-o)의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때
식 (4-n)은 Larsen and Mercier (1976)와 Vollenweider 
(1976)의 모델을 기본으로 수체내의 인의 불균질성을 고려

하여 보정치를 더한 것으로서 인공호를 대상으로 도출된

경험식이다. 식 (4-m)은 OECD 모델(Vollenweider and 
Kerekes, 1982)을 재보정한 것으로 자연호와 인공호를 대상
으로 도출된 것이다.

 

  ( : yr) (4-n)

  

 
 



( : μg l-1) (4-o)

팔당호 호심부의 봄철 평균 체류시간 5.64일(0.0155년)과
유입수 평균농도 43.34 μg l-1를 적용하여 계산된 식 (4-n)
의 결과는 0.19, 식 (4-o)의 결과는 0.18로서 실측된 체류계
수 0.18과 거의 같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 (4-d)를 부하량의 함수로 변환하여 재정리하면

Vollenweider (1975, 1976)가 유도한 식이 된다.



 

 

 






  

 (4-p)

여기에서,
 : T-P loading rate (ML-2T-1)
 : Areal T-P loading rate (ML-2T-1)

 
식 (4-p)에서 수체의 영양상태(trophic state)를 구분하는

총인 농도의 임계치를 라 하고 이에 부합하는 임계부하

를 라 하면 그 관계는 식 (4-q)가 된다.

       (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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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 Critical areal T-P loading rate (ML-2T-1)
 : Critical T-P concentration (ML-3)

Vollenweider (1976)는 침강속도 를 10 m yr-1로 적용하

고 빈영양과 중영양을 구분하는 임계 농도를 0.01 mg l-1, 
부영양의 임계 농도를 0.02 mg l-1로 정하여 영양상태를 평

가하였다. Vollenweider (1976)의 임계농도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침강속도 110 m yr-1를 적용하였을 때의 임계부하

곡선은 Vollenweider (1976)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였고

(Fig. 6), Higgins and Kim (1981)이 미국 Tennessee 주 내
여러 저수지들에서 침강속도 92 m yr-1를 적용하였을 때의

그것과는 유사하였다.
팔당호 호심부의 영양상태를 자연호에서 도출된 Vollenweider 

(1976)의 부하곡선에 따라 평가한다면 같은 외부부하 조건

에서는 과도한 평가 결과를 얻게 된다. 관측자료로부터 추

정된 침강속도를 적용하여 임계부하곡선으로 평가할 때 팔

당호 호심부의 영양상태는 1988년에 중영양 상태였으나 그
이후 외부부하가 증가하면서 줄곧 부영양 상태였다가 최근

2014년부터는 외부부하의 감소로 중영양 상태로 회귀되었

다고 볼 수 있다.

4.3 Results of revised models
4.3.1 Estimations of model parameters

Kong (1992)은 봄철(3 ~ 5월)의 팔당호 수표면의 평균 일
사량을 395 ly d-1, 낮길이의 비율은 0.55로 산정하였다. 따
라서 낮 기간의 평균 일사량은 약 718 ly d-1 (=395/0.55 ly 
d-1)가 된다. 수표면에서의 반사율을 평균 0.1로(Talling, 
1957) 보았을 때, 낮 기간에 수표면 직하의 평균 광도는

약 646 ly d-1 (=0.9×718 ly d-1)가 된다. Steele (1962)의
광도함수 식을 적용하고 있는 WASP 모델에서 조류의 광

합성에 대한 포화광도는 200 ~ 500 ly d-1로 추천되고 있다

(Ambrose et al., 1993). 본 연구에서는 위 포화광도의 중간
값인 350 ly d-1를 Steel 식의 포화광도 값으로 선택하였다. 

이 값은 기존의 일부 모델링 연구(Chen and Orlob, 1975; 
Thomann et al., 1975)에서 적용된 바 있으며 이를 적용할

때 식 (1-8)의  값은 1.85 (=646/350)가 된다.
팔당호 P 지점의 1988 ~ 2017년간 봄철(3 ~ 5월)의 수온은

11.1°C였다. 조류의 성장에 대한 수온 보정계수() 값은
1.068 (Ambrose et al., 1993)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온도함
수 값          이 된다. 이에 따라
조류의 최대성장속도 을 2.5 d-1라 할 때(Gargas, 1976) 
지역특이적인 성장률  

     ··
··    d-1가 된다(Table 2).

Park (2014)에 따르면 팔당호에서 식물플랑크톤이 주를

이루는 고형물의 화학양론 비는 C/Chl.가 5.1±3.4 mol 
g-1(C/Chl. 무게비: 61.2), C/N과 C/P는 무게비로 각각

6.1±1.8과 199.6±118.3이었다. 평균치를 가지고 Chl.에 대
한 무게비를 환산하면 모델인자 에 해당하는 N/Chl.는
10, 모델인자 에 해당하는 P/Chl.는 0.3이 된다. 
조체의 COD 전환비()는 식 (3-5)와 같이 여러 인자가

관여된다. 이중 조류의 Chl.에 대한 탄소 무게비는 Park 
(2014)이 보고한 C/Chl. 비는 변이계수(표준편차/평균)가
67 %로 매우 크게 나타났고 Park (2014)의 연구에서 사용

된 고형물이 식물플랑크톤이 주를 이룬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Chl.를 함유하지 않은 비생물성(non-living) 유
기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델에 적용하기 위한

대표 값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Chl., CODMn, BOD5의 측정치로부터 각각의 전환비를 추

정하였다. 지난 30년간 팔당호의 봄철 유입수의 Chl., 
CODMn, BOD5 농도의 유량가중평균치( )와 P 지점의
해당 측정치( )에서 Chl. (, mg m-3)에 대한 CODMn 
(, mg l-1)과 BOD5 (, mg l-1)의 관계는   
(     ,   (     )로 나

타났다(Fig. 7).
Fig. 7에서 Chl. 농도에 대한 CODMn과 BOD5의 회귀계

수는 각각 식 (3-7)과 식 (4-9)의 Chl. 농도에 대한 계수 값

Fig. 6. Relationship between surface load of phosphorus, 
hydraulic load and apparent settling velocity of 
phosphorus in the Paldang reservoir during the 
dry period in 1988 ~ 2007.

Fig. 7.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ntration of Chlorophyll 
 and the concentration of CODMn/BOD5 of inflow 
and outflow water in the Paldang reservoir during 
the dry period in 1988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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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의 값은 평균적으로 0.072보다 작
고 조체의 BOD5 전환비과 의 값은 각각 0.031보다 평
균적으로 작다. 식 (3-7)의 Chl.의 계수 항에 포함된 인자

중 측정치가 있는 수심과 수리부하를 제외한 나머지 인자들

은 모델의 계산치가 실측치에 부합되도록 와 함께 보정되

었는데(Table 2), 이를 적용할 때   의 평균값

은 0.268이었다. 이에 따라 의 값은    
mg l-1 CODMn/mg m-3 Chl.가 된다.

Kim et al. (2007)은 팔당호 상류의 호수들에서 봄철에

조류의 탄소성 유기물에 대한 KMnO4 산화율을 0.7±0.3 
(평균±표준편차)로 보고한 바 있다. 팔당호에서는 2008년
부터 환경부 물환경측정망 지점들에서 정기적으로 TOC가
측정되기 시작되었는데, 2008 ~ 2017년간 봄철(3 ~ 5월)의
기간 동안 지점 P에서 측정된 자료에서 TOC로부터 환산된
CBOD ( ·TOC) 값에 대한 CODMn 측정값의 비는

0.65±0.061 (평균±표준편차)이었다. 수중의 총유기탄소가

모두 조류의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팔당호

의 CBOD에 대한 CODMn 측정값의 비는 Kim et al. (2007)
의 결과와 매우 비슷하다.
의 값에 0.056, 산화과정의 조류 탄소에 대한 산소의

화학양론비()를 2.67 (Ambrose et al., 1993), 조류의 탄

소성 유기물에 대한 KMnO4 산화율()을 0.7로 하여 식

(3-5)에 적용하면, 조류의 Chl. (mg m-3)에 대한 탄소(mg 
l-1)의 비     · 이 된다. 
이 C/Chl.의 값은 무게비로 30이 되는데, 이는 WASP 모
델에서 추천하고 있는 C/Chl.의 값 20 ~ 50(Ambrose et 
al., 1993)의 범위에 있는 것이다.
조류 사체의 BOD5로의 전환비()는 식 (4-5)에서 조류
사체의 분해율()을 0.1 d-1로 적용하여    

   
 · ·    mg l-1 BOD5/mg m-3 Chl.
로 적용하였다. 또한 식 (4-9)의 Chl.의 계수 항의 인자에
실측 또는 보정된 값을 적용하여 계산된  

값의 평균값은 0.213이었다. 이에 따라 조류 생체의 BOD5로
의 전환비 회귀계수  의 관계에서 그
값은 ·  mg l-1 BOD5/mg m-3 Chl.이
된다.

Table 2에 수록된 모델 인자의 값 중 상기한 인자들의

값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계산치를 실측치에 최적으로

부합시키는 과정에 시행착오를 통하여 보정된 값들이다.

4.3.2 Calibration and verification

본 연구지역은 상당히 탁하고 평균수심이 다소 깊어(약 8 
m) 식 (1-22)식에 의한 해석 해는 식 (1-23)의 수치 해와

Parameters Units Calibrated values

Planktonic
Algae
(C)

Maximum specific growth rate () d-1  2.5
Fraction day that is daylight () _ 0.55
Ratio of light intensity () _ 1.85
Site-specific growth constant () d-1 1.75
Decay rate () d-1 0.10
Settling velocity () m d-1 0.15
Fraction of decayed algae recycled to the organic pool () _  0.5
Non-algal light attenuation coefficient () m d-1  0.8
Specific light attenuation coef. of algae () m2(mgChl.)-1 0.02
Half-saturation conc. of inorganic phosphorus () mg l-1 0.005

Phosphorus
(P)

Stoichiometric ratio of phosphorus to Chl. of algae () _  0.3
Mineralization rate of non-living organic phosphorus () d-1 0.03
Settling velocity of non-living organic phosphorus () m d-1 0.30
Settling velocity of inorganic phosphorus () m d-1 0.30

Nitrogen
(N)

Stoichiometric ratio of nitrogen to Chl. of algae () _  10
Mineralization rate of non-living organic nitrogen () d-1 0.02
Michaelis value for ammonia preference () mg l-1 0.025
Settling velocity of non-living organic nitrogen () m d-1 0.05
Nitrification rate of ammonia nitrogen () d-1 0.05

COD
(O)

CODMn conversion factor of algae () mg l-1 CODMn/mg m-3 Chl. 0.056
Degradation rate of non-living CODMn () d-1 0.015
Settling velocity of non-living CODMn () m d-1 0.10

BOD
(B)

CBOD5 conversion factor of living algae () mg l-1 CBOD5/mg m-3 Chl. 0.024
CBOD5 conversion factor of dead algae () mg l-1 CBOD5/mg m-3 Chl. 0.031
NOD5 conversion factor of nitrification () mg O2/mg N 1.184
Degradation rate of non-living CBOD5 () d-1 0.06
Settling velocity of non-lining CBOD5 () m d-1  0.10

Table 2. Parameter values calibrated in material budget models in the Paldang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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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alculation results of the simple budget models in the Paldang reservoir during the dr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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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에 불과한 오차를 보였다. 따라서 모든 해는 식 (1-22)
로 구하였다. 총인, 총질소, Chl., CODMn, BOD5의 모델의

계산치는 실측치에 적절히 부합하여 Nash-Sutcliffe 값이
0.7 ~ 0.9로 높았다(Fig. 8). 질소와 인의 세부 존재형태(유
기인, 용존무기인, 유기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에서는 실측치에 대한 계산치의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낮

았다.
총인 농도는 변동이 크지만 1980년대 후반에 비해 1990
년대에 높아진 후 2010년대에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Hejzlar et al. (2006)이 제시한 식 (4-o)에 따르면 인

의 체류계수는 유입수 농도가 낮아질수록 작아지는데 팔당

호 호심부에서도 2013년부터는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

유입수와 유출수의 농도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유기인은
총인과 유사한 변동을 보이는데 계산치가 실측치의 변화를

적합하게 재현하였다. 용존 무기인은 실측농도가 낮아진

2010년대에는 계산치가 실측치를 약간 상회하였지만 전체

적인 변화 경향은 실측치와 같았다.
Chl. 농도는 전반적으로 유입수와 유출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일부 시기에는 그 차이가 적지 않았다. 모델의
계산치는 대부분 실측치에 부합하였으나 유입수와 유출수

의 농도 차이가 큰 시기에는 낮은 적합도를 보였다. 팔당
호에서 유입수와 유출수의 Chl. 농도가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식 (1-1)에서 조류의 성장과 소실(호흡, 
침강 등)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모델에서 계산되는

조류의 30년간 봄철의 평균 성장률은 1.99 mgChl. m-3 
d-1, 소실율은 2.02 mgChl. m-3 d-1로서 팔당호 호심부는

조류의 증감이 상보적인 수준이었디.
총질소의 계산치는 실측치에 잘 부합되었으나 Nash-Sutcliffe 
값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총질

소 농도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측치에
대한 계산치의 적합도가 어느 정도 높다 하더라도 실측치

의 변이가 적게 되면 Nash-Sutcliffe 값은 낮아지는데 본 연
구의 결과가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질소의 존재형태 중

에는 유기질소의 Nash-Sutcliffe 값이 특히 낮았는데 이는

2000년 전후의 모델 계산치 일부가 실측치와 큰 차이를 보
인데서 비롯된 것인데 그 차이의 원인은 알 수 없었다.
유입수의 BOD5 농도는 유출수의 그것보다 낮은데 모델

은 이를 적합하게 재현하였다. CODMn 농도 역시 유입수에
비해 유출수에서 낮지만 그 차이는 BOD5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CODMn이 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보정된 CODMn의 비

분해율은 0.015 d-1로서 보정된 BOD5의 비분해율 0.06 d-1

에 비해 낮았다(Table 2).

4.3.3 Sensitivity analysis
Table 3은 Chl., CODMn, BOD5에 대한 각 반응상수 및

매개변수의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Chl. 농도에 대해

서는 성장률()과 소실률() 및 비조류성 흡광계수()의

Parameters Chl. CODMn BOD5

Planktonic
Algae
(C )

Site-specific growth constant ()  0.46  0.18  0.16
Decay rate () -0.45 -0.10 -0.09
Settling velocity () -0.09 -0.04 -0.04
Fraction of decayed algae recycled to the organic pool () -0.02  0.07  0.05
Non-algal light attenuation coefficient ( ) -0.36 -0.14 -0.13
Specific light attenuation coef. of algae () -0.14 -0.06 -0.05
Half-saturation conc. of inorganic phosphorus () -0.19 -0.08 -0.07

Phosphorus
(P)

Stoichiometric ratio of phosphorus to Chl. of algae () -0.04 -0.02 -0.01
Mineralization rate of non-living organic phosphorus ()  0.06  0.02  0.02
Settling velocity of non-living organic phosphorus () -0.01 -0.00 -0.00
Settling velocity of inorganic phosphorus () -0.03 -0.01 -0.01

Nitrogen
(N)

Stoichiometric ratio of nitrogen to Chl. of algae () -0.03
Mineralization rate of non-living organic nitrogen ()  0.01
Michaelis value for ammonia preference ()  0.00
Settling velocity of non-living organic nitrogen ()  0.01
Nitrification rate of ammonia nitrogen () -0.06

COD
(O)

CODMn conversion factor of algae ()  0.10 　

Degradation rate of non-living CODMn () -0.05
Settling velocity of non-living CODMn () -0.04

BOD
(B)

CBOD5 conversion factor of living algae () 　  0.08
CBOD5 conversion factor of dead algae ()  0.07
Degradation rate of non-living CBOD5 () -0.14
Settling velocity of non-lining CBOD5 () -0.03

Table 3.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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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가 높았으며, 조류성장에 대한 인의 반포화농도()
와 조류의 비흡광계수()는 중간 수준의 민감도를 보였고

다른 인자의 민감도는 낮았다. CODMn과 BOD5 농도 모두

조류의 성장률()에 가장 민감하였으며, BOD5 농도는 분

해율()에 민감하였으나 CODMn 농도는 분해율()에 대한

민감도가 낮았는데 이는 보정된 분해율 자체가 낮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4.3.4 Scenario analysis
수리부하와 유입 무기인 농도의 변화에 따른 팔당호 호

심부의 Chl.와 CODMn, BOD5 농도의 변화를 모의하였다. 
총인의 농도는 무기인과 조체가 포함하고 있는 입자성 인

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수리부하가 약 2 m d-1 
이상에서 Chl., CODMn, BOD5 농도는 유입수의 인 농도에
관계없이 각각 유입수의 농도에 수렴하였다(Fig. 9). 즉 팔

당호 호심부의 조류생산을 위한 인의 이용성에 대한 임계

수리부하는 대략 2 m d-1로 볼 수 있다. 수리부하가 임계

치에 달하면 세척율(flushing rate)       
d-1가 되는데 이는 식 (1-19)로부터 추정되는 비증식속도의

평균치 0.12 d-1에 비해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조
건에서는 호내의 Chl., COD, BOD 농도가 유입수의 인

농도에 둔감하고 호심부에서 일어나는 생산과 소실에 민감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유입수의 인 농도가 낮은 경우(0.01, 0.03 mg l-1)에는 호
의 Chl. 농도가 유입수의 농도에 비해 감소하며 수리부하

가 감소할수록(즉 체류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정도가 커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면 유입수의 인 농도가 높은

경우(0.1, 0.2 mg l-1)에는 호의 Chl. 농도가 유입수의 농도
에 비해 증가하는데 이는 수리부하가 감소할수록 그 정도

가 커져 대략 0.2 ~ 1.0 m d-1의 범위에서 증가폭이 두드러

진다. 유입수의 인 농도가 0.1 mg l-1 정도의 고농도라도

수리부하가 0.1 m d-1보다 작으면 호의 조류 현존량이 유

입수에 비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침강에 인

한 인의 소실로 인해 조류의 생산성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

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팔당호 호심부의 봄철

수리부하는 1988년에 0.66 m d-1가 가장 작은 값이므로 극

단적으로 작은 수리부하를 가정하는 것은 실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인 농도가 높아 조류의 순증가

율이 양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수리부하가 작을수록 유입

수에 비해 호내의 조류 현존량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인

농도가 낮아 조류의 순증가율이 음의 값을 가지면 수리부

하가 작을수록 유입수에 비해 호내의 조류 현존량이 낮아

지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임계농도는 유입수의

조류 현존량이 높아질수록 커지게 되는데 최근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유입수 평균 Chl. 농도 15 mg m-3을 적용

하여 1.38 m d-1의 수리부하 조건에서 모델을 통해 산출된

임계 인 농도는 0.035 mg l-1였다. 즉 최근의 조건으로 본

다면 팔당호 호심부에서는 총인 기준으로 0.035 mg l-1가

유입수와 유출수의 조류 현존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

지하게 하는 임계 농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수체
에 대한 유입지점 중 S 지점과 N 지점은 팔당호 전체로

볼 때는 각각 남한강과 북한강의 전이대(transition zone)에
해당되며 P 지점은 호심대(lacustrine zone)가 된다. 일반적
으로 인공호의 조류 현존량은 전이대에서 높고 호심대에서

낮아지는데(Thornton et al., 1990) 팔당호 역시 이러한 경

향을 보인다.
모델 분석 결과 유입수의 인 농도에 따라 정도차이는 있

지만 호심부의 BOD5 농도가 유입수에 비해 거의 예외 없

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ig. 8), 이는 호심부에서

분해 및 침강에 의해 소실되는 생분해성 유기물의 양이 조

류의 광합성에 의해 생산되는 유기물에 비해 더욱 많기 때

문이다. 수리부하가 작고 유입수의 인 농도가 고농도일 때

에 한해 호심부의 CODMn 농도는 유입수의 CODMn 농도에
비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분해성 물질이 포

함된 CODMn은 생분해성인 BOD5와는 달리 분해속도가 낮

Fig. 9. Change in reservoir water quality according to hydraulic 
loads and inflow inorganic phosphorus concentrations 
(0.01, 0.03, 0.1, 0.2 mg l-1) at the condition of Chl.: 
15 mg m-3, CODMn: 4 mg l-1, BOD5: 2 mg l-1 in 
the in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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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데 따른 것이라 추정된다. 그러나 여러 수리부하의 조건

에서 호심부의 CODMn 농도가 유입수의 농도보다 높아지는
인의 임계농도는 약 0.08 mg l-1인데, 대상수체의 실제 유

입수 인 농도는 이에 달하지 않으므로 호심부의 CODMn 농
도는 유입수에 비해 대부분 약간 낮은 양상을 보인다(Fig. 
8).
팔당호 호심부의 COD와 BOD의 기원은 모델을 통해 분
리하여 해석할 수 있는데, 외래부하(allochthonous load)로
부터 기인하는 비생물성 CODMn과 BOD5는 각각 식 (3-4)
와 식 (4-4)에서 구할 수 있다. 또한 조류의 생산으로 기인
하는 내래성(autochthonous) CODMn과 BOD5는 각각 식

(3-6)과 4-8로부터 모의된 농도로부터 식 (3-4)와 식 (4-4)
에서 구한 외래 비생물성 부분을 빼어 구할 수 있다.
팔당호의 비생물성 COD는 그간의 유역내 오염원 관리에
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
히 1995 ~ 1999년의 비생물성 COD 농도는 1988 ~ 1994년
에 비해 매우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2011 ~ 2017년
도는 2000 ~ 2010년의 기간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Fig. 10). 
조류기원의 내래성 COD는 1988 ~ 1994년에 비해 1995 ~

1999년의 기간에 고도로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2000
~ 2010년의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1 ~
2017년의 기간에는 매우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0년대에 들어 유역내 하·폐수처리장에
서의 화학적 인처리로 수체의 인 농도가 낮아지면서 조류

의 생산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팔당호의 비생물성 BOD는 1988 ~ 1994년에 비해 1995 ~
1999년에 매우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1998년 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 이후 약간 감소된 추세를 유지하고 있

다. 조류기원의 내래성 BOD는 1988 ~ 1994년에 비해 1995
~ 1999년의 기간에 고도로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2011 ~ 2017년의 기간에는 매우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였

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체의 인 농도 감소에
따라 조류의 생산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COD와 BOD에서 조류기원의 내래성 COD와 BOD의 비

율은 1988 ~ 1994년의 기간에 각각 35 %와 27 %에서 2000
~ 2010년에 43 %와 40 %로 증가한 후 2011 ~ 2017년에는
25 %와 28 %로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유역에서 생활하수에 대한 처리로 생분해성 유기물이

감소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나 주로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유입되는 난분해성 유기물은 증가하고 있으며, 조류에 의한
내래성 유기물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수질변화는 유역 내 하·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화학적 인처

리를 확대하면서 수체의 인 농도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조

류의 생산성이 저하된 점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Conclusions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인, 질소, Chl., CODMn, BOD5의 단

순수지 모델은 바닥에 도달하는 광도가 무시될 수 있는 수

준의 수심과 탁도를 가진 일반적인 수체를 대상으로 완전

혼합 상태를 가정하여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이 모델들은

수심이 매우 얕거나 수심이 깊더라도 투명도가 매우 깊은

수체는 물론 플럭흐름에 가깝거나 성층이 형성되는 수체에

는 적합하지 않다.
모델을 적용한 팔당호의 호심대는 바닥 광도의 고려 유

무에 따른 Chl. 농도 계산결과의 오차가 0.02 %에 불과하

고, 총인을 기준으로 완전 플럭흐름과 완전혼합 조건의 계

산결과의 차이가 10 % 수준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수지모

델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총인, 총질소, 
Chl., CODMn, BOD5의 모델 결과는 실측치에 적절히 부합

되었으며, 팔당호 호심부의 수질에 미치는 여러 인자들의

영향도를 파악하거나 유기물의 기원을 밝히는 수단으로 모

델을 활용할 수 있었다.
인공호인 팔당호의 호심부에서 분석된 인의 침강속도는

외국의 자연호의 그것에 비해 수배에 달했다. 이는 총인

수지모델을 우리나라의 인공호에 적용할 경우 사전에 반드

시 인의 침강속도를 검토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총인
수지모델의 임계부하곡선으로 평가할 때 팔당호 호심부의

영양상태는 오랫동안 부영양 상태였다가 최근 2014년부터
는 1980년대 후반의 중영양 상태로 회귀되었다고 볼 수 있
다. 그 주요 원인은 2012년 이후 본격화된 유역 내 환경기
초시설에서의 화학적 인처리에 의한 인 부하의 감소이며, 
부가적인 원인은 연례적인 봄 가뭄으로 유역 내 비점오염

원으로부터의 인 부하가 감소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팔당호

Fig. 10. Estimation of the origins of CODMn and BOD5 in 
the Paldang reservoir during the dr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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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심부의 봄철 총인 농도의 감소에 따라 조류 현존량이 감

소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가뭄으로 토사의 유입이 감소하면
서 최근 수년간 봄철의 투명도는 1980년대 후반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
모델에 의한 계산결과 팔당호 호심부의 조류생산을 위한

인의 이용성에 대한 임계 수리부하는 대략 2 m d-1로 볼

수 있는데, 수리부하가 임계치에 달하면 세척율이 커지면서
호내의 Chl., COD, BOD 농도가 호심부에서 일어나는 생

산과 소실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입수
인 농도와 수리부하는 각각 호심부 조류 현존량의 증감 방

향과 그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데, 최근 수년간의

조건에서 모델로부터 도출된 무기인의 임계농도는 0.01 mg 
l-1였다. 유입수의 무기인 농도가 이 임계농도보다 높으면

수리부하가 작아질수록 유출수의 조류 현존량이 유입수의

그것에 비해 더욱 커지며, 임계농도보다 작으면 그 반대가

된다. 팔당호 호심부의 BOD5 농도는 유입수에 비해 거의

예외 없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수체에서
조류가 광합성을 통해 생산하는 유기물에 비해 호내에서

소실되는 생분해성 유기물의 양이 더욱 많기 때문이다. 난
분해성 물질이 포함된 CODMn은 생분해성인 BOD5와는 달

리 분해속도가 낮아 수리부하가 작고 유입수의 인 농도가

고농도일 때에는 유입수의 농도에 비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유입수의 농도가 그 임계농도에 비

해 약간 낮기 때문에 대상수체의 CODMn 농도는 대부분 유
입수의 그것에 비해 약간 낮아진다.
모델에 의한 분석결과 최근 외래성 BOD는 약간 감소하

였으나 외래성 COD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외래성 BOD가
감소된 것은 1998년에 수립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에 따라 유역내에 하수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이 확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외래성
COD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에는 인위적인 비점오염

원의 증가는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유출량의 증가도

있을 수 있다. 조류기인성 유기물은 계속 증가해 오다가

최근 화학적 인처리를 통해 수중의 인 농도가 감소하면서

더불어 줄어 든 것으로 보인다. COD와 BOD에서 조류기원
성 COD와 BOD의 비율은 1988 ~ 1994년의 기간에 각각

35 %와 27 %에서 2000 ~ 2010년에 43 %와 40 %로 증가한

후 2011 ~ 2017년에는 25 %와 28 %로 감소된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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