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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윤석제 김헌년 임종권 김용진* 백준수 이수웅 이은정 유순주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

Effect of Environmental Factors on Phytoplankton Communities 
and Dominant Species Succession in Lake Cheongpyeong

Seok Jea Youn, Hun Nyun Kim, Jong Kwon Im, Yong-Jin Kim*, Jun-Soo Baek,

Su-Woong Lee, Eun Jeong Lee, Soon Ju Yu

Han River Environment Research Cent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cheon 22689, Korea

Abstract
Phytoplankton populations were examined at three sites in Lake Cheongpyeong, South Korea from March 2008 to 

December 2016, including measurement of phytoplankton communities and their dominant species, abundance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annual average ranges of water temperature, dissolved oxygen and conductivity were 15.2-18.8 , 
10.3-12.2 mg/L, 86-140 μS/cm, respectively, with similar values at all studied sites. The highest phytoplankton cell density 
was observed in spring and fall, and it subsequently decreased rapidly during heavy rainfall. Diatoms were dominant in spring 
(mainly Stephanodiscus hantzschii, Asterionella formosa) and fall (mainly Aulacoseira granulata), while greenalgae and 
cyanobacteria had high appearance in early-summer and summer, respectively, indicating that water temperatur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heir growth. Stephanodiscus hantzschii and Asterionella formosa frequently occurred at low 
water temperature (4.5-15.0 and 5.4-21.6 , respectively) while Aulacoseira granulata and Anabaena spp. were favored by 
high water temperature (8.6-28.4 and 14.9-26.2 , respectively) and phosphorus. Additionally, Fragilaria crotonensis
occurred at low nutrient conditions. Rhodomonas spp. frequently appeared year-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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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식물플랑크톤은 수중 생태계에서 먹이망의 기초가 

되는 1차 생산자로서 동물플랑크톤의 섭식활동에 의

해 조절되기도 하지만 환경요인에 따라 종이나 군집

의 크기가 변화된다(Seo et al., 2013; Chang et al., 
2014). 수온은 식물플랑크톤 계절별 천이 구조에 영향

을 미치며,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변화는 영양염류의 

농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Toman, 1996; Habib et al., 
1997; Jeong et al., 2010). 게다가 식물플랑크톤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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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강수량, 유량, 체류시간 등과 같은 수리수문학

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Moss and Balls, 1989; 
Wu et al., 2011). 호수나 하천에서 생물학적 지표로서 

식물플랑크톤은 환경에 따른 민감성(sensitivities)이
나 저항성(tolerances)에 대해 각각의 속이나 종 수준

까지 연구가 되어 있다(Reynolds et al., 2002; Soylu 
and Gönülol, 2010). 이와 같이 식물플랑크톤은 수중 

환경변화를 대변하는 지표로 활용가치가 높으며, 수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 식물플랑크톤의 발생

과 천이 양상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Pennock and Sharp, 1994; Guo et al., 2010).
국내의 댐들은 대부분 흐르는 하천을 막아 건설되

었으며, 넓어진 유역면적은 주변의 오염원 유입을 증

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국내 대부분의 인공

호는 부영양화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유

역의 인구의 증가 및 산업의 발달에 따른 산업 하수의 

과다 유입은 부영양화를 촉진시키고 있다(Kim et al., 
1997; Lee et al., 2002; Shin et al., 2003). 부영양화된 

호수나 저수지는 식물플랑크톤의 증식을 촉진시키며

(Shin et al., 1999), 높은 밀도의 식물플랑크톤에 의해 

물색이 변화되고 이취미 등을 발생된다. 또한 정수장

에서는 응집을 저해하거나 여과지 폐쇄를 일으킨다

(Park and Jheong, 2003). Lee et al.(2002)의 부영양화 

평가연구에 따르면 국내 주요 호소들은 다수가 부영

양화 단계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부영양성 식물플

랑크톤이 우점종으로 출현하였다. 그러므로 수질관리 

차원에서 식물플랑크톤의 발생을 제어 및 억제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며,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는 지속적인 식물플랑크톤의 모니터링 및 기초 조사

가 필요하다.
북한강 수계에서 하류에 위치한 청평호는 수변에 

수상 레저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펜션 및 음

식점 증가 등에 의한 오염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

강 상류 수계의 영양염류는 하류의 팔당호에 유입되

며, 북한강 상류에서 발생한 유해남조류가 북한강 하

류의 발생 원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Park and Jheong, 2003). 또한 강우기 등 특정 시기에 

북한강 상류인 의암호에서 발생한 Anabaena spp.는 

하류인 청평호와 팔당호에 유입되어 증식할 가능성이 

보고되었다(Byun et al., 2014). 특히, 2011년 11월에 

북한강 상류 호수인 의암호부터 하류인 팔당호까지 

Anabaena spiroides(최대 11,325 cells/mL)가 이취미 

물질인 geosmin을 발생하며 한 달 이상 출현이 지속

되었다(You et al., 2013). 상수원인 팔당호에 대해서

는 비교적 다양한 식물플랑크톤 관련 자료가 축적되

어 있으나(Park et al., 2000; Park and Jheong, 2003; 
Uhm and Hwang, 2006), 팔당호 상류 호소인 청평호

에 대한 조사는 특정 계절이나 여러 호수를 단기간만 

조사하였을 뿐, 장기간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를 토대

로 한 식물플랑크톤 변동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Youn et al., 2010; Kim et al., 2012; Byun et 
al., 2014). 

본 연구는 청평호에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

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식물플랑크톤 군집과 우점종

의 발생양상을 조사하였고, 이에 미치는 환경 요인과

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청

평호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조사지점 및 조사기간

청평호는 1943년 수력발전용으로 북한강 수계하류

에 축조된 소형 인공호로 수표면적 17.6 km2, 유역면

적이 9,921 km2로 수위 변동은 연간 큰 차이가 없다

(Table 1). 청평호 상류는 소양호, 춘천호, 의암호 등이 

연속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호수의 유입유량

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청평호로 유입되는 주

요 유입천은 북한강 본류와 홍천강, 가평천 등이 있다. 
청평호는 1969년에 국민 관광지로 지정된 후 수상 레

저시설 및 별장, 음식점, 가두리 양식장이 입지하여 오

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청평호의 수질 및 식물플랑크톤의 계절별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2008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결
빙기 제외) 매월 1회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4년은 

3월, 5 8월, 10월만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지점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댐 앞 지점(Cheongpyeong 
Dam1; CPD1)과 남이섬 지점(CPD2)에서, 2014
2016년은 댐 앞 지점(CPD1)과 고성리 지점(CPD3)에
서 조사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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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ompletion date July. 1943

Drainage basin area (km2) 9,921

Surface area (km2) 17.6

Max water volume (106 m3) 186

Inflow (106 m3/year) 6,492

Outflow (106 m3/year) 6,487

Average depth (m) 11

Hydraulic residence time (days) 10

Table 1. Hydraulic characteristics in Lake Cheongpyeong

Fig. 1. A map showing the sampling site in the Lake Cheongpyeong.

2.2. 물리․화학적 환경요인

조사대상 호수의 제원 및 방류수량은 국가수자원

관리 종합정보(www.wamis.go.kr), 강수량은 기상청

(www.kma.go.kr)에서 제공하는 월 평균 자료를 이용

하였다. 조사 시 수온과 용존산소(Dissolved Oxygen), 
전기전도도(Conductivity)는 현장에서 다항목 수질측

정기(YSI 6600, USA)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측정하였

으며, 투명도는 투명도판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
료의 채수는 수심 0.5 m에서 van Dorn 채수기를 이용

하여 채수하였다. 채수한 시료는 암·냉 보관하여 이동

하였고, 시료 중 일부는 클로로필 a(Chlorophyll a),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총질소(Total Nitrogen; TN), 용존성 총질소

(Dissolved Total Nitrogen; DTN), 총인(Total Phosphorus; 
TP), 용존성 총인(Dissolved Total Phosphorus; DTP)

과 등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MOE, 2016)에 준하

여 분석하였다.

2.3. 식물플랑크톤 분석

식물플랑크톤의 세포수 및 출현종을 조사하기 위

하여 채수한 시료의 일부는 Lugol’s solution으로 

2%(v/v)가 되도록 첨가하여 고정하였다. 고정된 시료

는 Sedgwick-Rafter counting chamber 안에 1 mL을 

넣고 검경하였다. 식물플랑크톤의 생물량은 위상차 

현미경(ECLIPSE Ni, Nikon, Japan)하에서 100
1,000배에서 관찰한 후 단위체적당 세포수로 산출하

였다. 식물플랑크톤 종에 대한 동정은 한국담수조류

도감(Chung, 1993), Hirose et al.(1997), John et al. 
(2002)를 참조하였다. 식물플랑크톤 군집은 규조류, 
녹조류, 남조류로 구분하였으며, 그 외 식물플랑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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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nthly variation of precipitation and outflow in Lake Cheongpyeong (2008-2016).

들은 기타조류로 묶어서 분류하였다.
식물플랑크톤 군집과 환경요인과의 상호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식물플랑크톤 세포수와 환경요인을 이용

하여 Pearson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을 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은 SPS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물리․화학 환경요인의 변화

청평호는 저류능력이 적어 저수위는 50 m 내외를 

유지하였으며, 방류량은 강우에 따라 유입된 유량이 

하류로 그대로 방류되기 때문에 계절적인 강수량의 

변동과 유사하였다(Fig. 2). 조사기간 평균 연강수량

은 1,222 mm이었고, 시기별 강수량은 봄과 가을, 겨
울에는 강수량이 매우 적고 여름에 매우 높았다. 강수

량은 홍수기인 6 9월에 집중됨으로써, 한해 누적강

수량의 55 79%를 차지하였다. 연도별 강수량은 

2011년에 1,640 mm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에 704 
mm로 가장 적었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은 100 mm 
이상의 일 강수량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연강

수량이 800 mm이하로 다른 해에 매우 적었다(Fig. 2).
조사기간 동안 청평호의 연평균 수온은 15.2 18.8 
의 범위로 조사되었다. 강우와 일사량의 감소는 수

온의 감소를 유발하나 2015년은 연중 강우 빈도나 강

수량이 적어 다른 해에 비해 2 이상 높은 수온을 기

록하였다. 용존산소는 수온 변동과 반대 양상이었으

며, 연도별 평균값은 10.3 12.2 mg/L의 범위였다

(Table 2). 전기전도도는 연평균이 86 140 μS/cm의 

범위였다. 여름 강우가 있었던 2008년 2013년은 전

기전도도가 100 μS/cm이하로 대체로 낮았다. 강수량

이 적었던 2014년과 2015년은 각각 112 μS/cm과 125 
μS/cm로 다른 해에 비해 높았으며, 2016년도 강우이

전에 높은 전기전도도를 나타내었다. 온대호수에서 

전기전도도는 강수량과 음의 상관관계로 강우에 의해 

희석되는 효과를 보이며(Delpla et al., 2009; Park and 
Shin, 2011), 대청호의 연구에서도 가뭄의 영향으로 

전기전도도가 이전 해에 비해 높게 나타난 사례가 있

다(An et al., 2001). 
청평호에서 클로로필 a의 연평균 농도는 3.4 17.5 

mg/m3이었고, 지점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BOD
는 강우가 적었던 2014년과 2015년에 1.0 mg/L이하

로 다른 연도에 비해 낮은 농도를 보였다(Fig. 3). TP 
연평균은 0.010 0.039 mg/L의 범위였고 조사기간 

평균은 0.021 mg/L이었다. DTP는 조사기간 평균 농

도 0.009 mg/L이고 0.005 0.015 mg/L으로 조사되었

다. TN은 연평균의 농도변화가 1.465 2.105 mg/L이

었고, DTN은 1.393 1.870 mg/L이었다. TP는 평균 

농도가 0.021 mg/L으로 중영양상태(mesotrophic)이
나 TN의 평균 농도는 1.817 mg/L으로 부영양상태

(eutrophic)로 조사되었다(Forsberg and Ryding, 1980). 
청평호의 강수량과 환경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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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Site W.T
( )

DO
(mg/L)

Transp.
(m)

Cond.
(μS/cm)

2008
CPD1 16.2 11.6 1.6 92

CPD2 15.4 12.0 1.2 88

2009
CPD1 15.2 11.0 1.7 86

CPD2 14.8 11.3 1.3 82

2010
CPD1 16.3 11.0 2.0 91

CPD2 15.5 11.7 1.8 90

2011
CPD1 16.1 11.0 2.1 92

CPD2 14.7 11.7 1.6 86

2012
CPD1 16.0 10.9 2.1 97

CPD2 16.8 10.8 1.5 94

2013
CPD1 16.1 12.2 1.7 88

CPD2 15.9 12.1 1.6 82

2014
CPD1 18.8 10.5 2.2 106

CPD3 19.7 10.4 2.2 109

2015
CPD1 18.1 10.3 3.2 125

CPD3 18.4 10.1 3.0 128

2016
CPD1 17.3 10.3 2.8 138

CPD3 16.9 10.3 2.6 140

W.T; Water Temperature, Transp.; Transparency, Cond.; Conductivity

Table 2. Annual changes of environmental factors in Lake Cheongpyeong at studied sites

에서 수온은 강수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Table 3), 몬순기후로 수온이 높은 여름철에 강수량

이 많아졌을 뿐 계절적인 수온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

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양염류(TP, DTP, TN, 
DTN)는 강수량과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으며, 여름철 강우에 의해 유입하천 유입량

의 증가와 유역의 점오염원이 유입되어 영양염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2. 시기별 식물플랑크톤의 변동 및 천이

조사 기간 동안 청평호의 식물플랑크톤 세포수는 

242 11,610 cells/mL이었으며, 평균 3,029 cells/mL
이었다(Fig. 4). 시기별 식물플랑크톤의 변동은 봄철(3
월 5월) 식물플랑크톤의 평균 세포수는 4,562 cells/mL
으로 전체 세포수의 약 52%를 차지하여 봄철에 생물

량이 집중되었다. 식물플랑크톤의 생물량은 수온, 영
양염 등에 의해 좌우될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집중

된 강우에 의해 생물량이 낮아진다(Lee et al., 2005). 
청평호의 식물플랑크톤 총 세포수는 강수량과 음의 

상관관계(r=-0.231, p<0.05, n=86)으며, 여름철 강우

는 영양염류 농도를 증가시켜 조류증식에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강우로 인한 유량의 증가

는 수체의 수온저하 및 빠른 유속을 유발하여 식물플

랑크톤 증식을 저해하였다. 가을철은 강우 이후 유입

된 영양염류와 수체가 안정되어 식물플랑크톤의 세포

수가 회복되는 특징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청평호의 식물플랑크톤의 발생양상은 봄과 초가을에 

생물량이 높고 여름과 겨울에 낮은 출현양상을 보였

다. 
조사기간 동안 청평호에서 출현한 식물플랑크톤 

분류군의 계절별 점유율은 규조류가 54.1 82.8%로 

다른 분류군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모든 계절에서 높

은 점유율이 확인되었다. 녹조류는 4.2 11.9%로 낮

았고, 남조류는 0.0 20.4%였으며, 기타조류는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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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nual changes of water quality factors in Lake Cheongpyeong at studied sites.

Parameters W.T
( )

DO
(mg/L)

Cond.
(μS/cm)

TP
(mg/L)

DTP
(mg/L)

TN
(mg/L)

DTN
(mg/L)

Phyto.
(cells/mL)

Precipitation 0.325** - - 0.297** 0.371** 0.251* 0.345** -0.231*

 * p<0.05, ** p<0.01, n=86, Phyto.; Total phytoplankton cell density

Table 3. Pearson correlation matrix between precipit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at site CPD1 in lake Cheongpyeong

18.2%로 계절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5). 
청평호에서 규조류는 연중 내내 많은 세포수를 보여 

주요 우점 분류군으로 출현하였다. 규조류는 수온과 

음의 상관관계(r=-0.263, p<0.01, n=171)를 보였으며, 
수온이 비교적 낮은 봄과 가을철에 많은 세포가 발생

하였다(Fig. 4). 규조류의 봄철 높은 발생은 겨울에 얼

어 있던 수체가 해빙되면서 수온과 광투과도의 증가

로 인해 Stephanodiscus 등 냉수성 소형규조류가 빠르

게 증식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Kim, 1996). 가을

철 규조류의 증가는 강우 후 수체가 안정되고 상류에

서 유입되어 증가된 영양염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온대호수에서 녹조류는 규조류의 발생 이

후 여름철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Sze, 1998). 본 연

구에서 녹조류는 수온과 양의 상관관계(r=0.218, 
p<0.01, n=171)로 다른 시기에 비해 초여름과 가을에 

많이 발생하였으나, 여름철 평균 세포수는 320 
cells/mL로 우점을 할 정도의 세포수를 보이지는 않았

다(Fig. 4, 5(a)). 남조류의 세포수는 수온과는 양의 상

관관계로 수온이 증가한 여름철에 많았다. 남조류의 

점유율 또한 여름철에 주로 높았으나, 이례적으로 

Anabaena 둥을 포함한 남조류가 2011년에는 수온이 

15 이하로 감소한 11월에도 최대 3,455 cells/mL 
(CPD2)으로 출현하였다. 기타조류는 일부 봄과 겨울

에 높은 세포수를 보였으나 수온과 크게 관계없이 일

정한 비율로 연중 내내 발생하였다.

3.3. 우점종의 시기별 천이 양상

청평호 세 지점에서 5%이상의 세포수를 보인 우점

종은 Asterionella formosa (18%), Fragilaria 
crotonensis (14%), Stephanodiscus hantzschii (11%), 
Aulacoseira granulata (11%), Rhodomonas spp. 
(8%), Anabaena spp. (5%)였으며, 시기별로 다른 증

식패턴과 발생량이 조사되었다. 우점종의 천이는 수

온이 낮은 시기인 봄에 S. hantzschii을 시작으로 A. 
formosa, F. crotonensis로 규조류 간의 천이를 나타내

었다. 남조류인 Anabaena spp.는 여름철에 주로 출현

을 하였으며, 가을철에는 규조류인 Aul. granulata가 

우점종이였다. 기타조류인 Rhodomonas spp.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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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걸쳐 출현하였다(Fig. 6).
청평호의 우점종 중에서 Stephanodiscus hantzschii

는 국내 부영양화된 수계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며,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반복적으로 높은 발생을 

보인다(Cho et al., 1998; Youn et al., 2010). S. 
hantzschii는 수온이 낮은 시기부터 우점종으로 출현

하여 봄(3월 4월)에 높은 발생을 보였으나, 수온이 

높아진 여름과 가을에는 출현하지 않았다(Fig. 6). S. 
hantzschii의 배양실험결과, 최적 성장 수온은 10 이

하였으며, 15 , 20 에서는 성장이 낮았다(Jung et 
al., 2011). 본 연구에서 S. hantzschii는 3.3 24.7 의 

수온에서 출현하였으나, 4.5 15.0 의 낮은 수온범

위에서 500 cells/mL이상의 높은 세포수를 나타내었

다(Fig. 7). 또한 수온이 10 이하였던 3월에 최대 

5,000 cells/mL 이상으로 가장 많은 세포수를 기록하

였다. S. hantzschii의 발생은 약 90%가 3 4월 사이

에 나타나며, 수온이 증가하는 5월부터 감소하여 낮은 

수온(r=-0.312, p<0.01, n=171)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Table 4).
조사지점에서 Asterionella formosa는 수온이 낮은 

3월부터 5월까지 많은 세포수를 보여 청평호에서 봄

철 우점종으로 조사되었다. A. formosa는 온대기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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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nthly variation of six dominant species with water temperature from 2008 to 2016.

호수에서 자주 출현하는 종으로 봄철에 생물량이 높

고(Krivtsov et al., 2000; Reynolds et al., 2002), 수온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Suzuki and Takahashi, 1995). 
특히 다른 조류에 비해 낮은 수온에 저항성을 지니므

로 낮은 수온에서도 성장이 활발한 경향이 있다

(Vaconcelos, 1991). Bertrand et al.(2003)의 연구에

서 온대 수계 중 A. formosa 출현은 2.6 19 의 수온 

범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국내

의 경우에 수온이 낮은 겨울철과 봄철에 주로 우점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01; Kim, 2012). 
본 연구에서는 수온과 음의 상관관계였으며(Table 4), 
500 cells 이상의 세포수를 보인 수온 범위는 5.4
21.6 로 조사되어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범위를 

나타내었다(Fig. 7). A. formosa의 감소는 수온의 증가

뿐만 아니라 규소 농도의 고갈 등에 의해 야기될 수 있

다고 알려져 있다(Tilman and Kilham, 1976; Bertrand 
et al., 2003). 조사 기간 동안 A. formosa는 5월 6월 

이후 급격한 세포수의 감소하였다(Fig. 6). 본 연구에

서 규소 농도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봄철에 S. 
hantzschii나 A. formosa와 같은 규조류의 대발생은 

수체 내의 규소를 급격히 고갈시켜(Krivtsov et al., 
2000; Jung et al., 2009) 6월 이후 규소 농도에 민감

성을 지닌 Asterionella의 감소를 유발한 것으로 판

단된다.
Asterionella의 발생이 줄어든 후 Fragilaria 

crotonensis로 천이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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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toplankton
groups

W.T
( )

DO
(mg/L)

Cond.
( /cm)

 TP
(mg/L)

DTP
(mg/L)

TN
(mg/L)

DTN
(mg/L)

A. formosa -0.312** 0.331** -0.208** - -0.175* - -

F. crotonensis 0.182* - - -0.176* -0.193* -0.156* -0.165*

S. hantzschii -0.371** 0.416** - - - - -

Aul. granulata 0.199** -0.218** - 0.222** - - -

Rho. spp. - - 0.206** - - - 0.189*

Anabaena spp. 0.150** - - 0.268** - - -

 * p<0.05, ** p<0.01, n=171, A; Asterionella, F; Fragilaria, S; Stephanodiscus, Aul; Aulacoseira, Rho; Rhodomonas

Table 4. Pearson correlation matrix between physico-chemical factors and dominant species at studied site in lake 
Cheongpyeong

crotonensis는 부영양화된 온대 기후의 호수에서 자주 

출현하는 종으로 다른 규조류에 비해 비교적 침강률

이 높기 때문에(Horn and Horn, 1993) 상층부에서 계

속 머무르기 위해서는 수체의 혼합이 필요하며, 성장

에 효율적인 광량을 얻기 위해 낮은 탁도가 요구된다

(Hartig, 1987).  또한 Římov 호수에서 F. crotonensis
는 7월에 높은 발생을 보이고 여름 장마 이후 유입된 

영양염에 의해 두 번째 증식을 보이며, 높은 Si:P 비에 

의해 발생이 증가된다고 조사되었다(Znachor et al., 
2008). 본 연구에서 F. crotonensis는 A. formosa와 4
월부터 혼재하여 출현하다가 청수현상으로 물이 맑아

져 투명도가 증가한 5월과 6월에 최대 4,200 cells/mL 
(2013년)로 발생이 높았다(Fig. 6). 여름에 거의 출현

하지 않다가 강우기 이후 수체가 안정되고 성층이 약

해진 가을(9월 10월)에도 일부 증식하였다. F. 
crotonensis는 증식하기 위해 인보다는 높은 질소 농

도가 요구된다고 보고되었으나(Saros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인과 질소 모두와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

내고 Stephanodiscus와 Asterionella가 발생하여 영

양염을 소비한 이후 높은 출현을 보여 다른 우점종에 

비해 낮은 영양염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4). 
Aulacoseira granulata는 부영양화 수계에서 지표

종으로 활용되며 수온이 낮은 시기보다 높은 시기에 

출현을 더 많았으며(Tsukada et al., 2006; Wang et al., 
2009), 국내에서도 한강이나 낙동강 수계 등의 하천이

나 호소에서 가을에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1998; Youn et al., 2010; Son, 2013). 본 연구에

서 Aul. granulata는 500 cells 이상의 세포수를 보인 

수온 범위는 8.6 28.4 로 조사되었으며, 수온이 높

은 시기에 주로 출현하여 강우기 직후인 9월과 10월
에 많이 발생하고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Fig. 6). Aul. granulata는 TP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가 확인되었으며, 500 cells/mL 이상 세포수를 보인 

TP의 농도는 최소 0.004 mg/L에서 최대 0.089 mg/L
으로 조사되어 Aul. granulata가 다른 종보다 높은 농

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Fig. 7, Table 4). 
Wang et al.(2009)에 의하면 수온이 높은 시기(봄이나 

가을)에 이 규조류가 우점하는 원인은 첫째로 이 시기

에 주로 빛의 세기(light intensity)가 강해서 활발한 광

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강우 시 유입된 

영양염류에 의해 높은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Anabaena는 14 23 에서 발아되어 수온이 15

이상 증가하면 발생이 높아지며, 일부 종은 anatoxin
과 같은 독소를 생산할 수 있다(Tsujimura and Okubo, 
2003; Becker et al., 2010). 본 연구에서 Anabaena 
spp.는 20 이상 수온이 상승된 여름(6월 8월)에 주

로 출현하였으며, 500 cells/mL 이상의 세포수를 보인 

수온 범위는 14.9 26.2 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11년은 수온이  낮아진 11월과 12월에도 많은 세포

수를 보이며 출현하였다(Fig. 6). 청평호의 하류 호수

인 팔당호에서도 2004년에 여름이 아닌 수온이 낮은 

늦가을(11월)에 Anabaena가 1,000 cells/mL 이상의 

발생이 있었으며(Park et al., 2005), 2011년 11 12월 

저온수기(4 15 )에 Anabaena의 증식은 다른 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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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lationship between water temperature and TP concentration of six dominant species in Lake Cheongpyeong.

비해 높은 수온, 체류시간 증가 등과 같은 수환경 변화

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You et al., 2013). 
Anabaena는 고수온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N/P 비가 

낮으면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

에서 500 cells/mL 이상 세포수를 보인 Anabaena는 

0.008 0.102 mg/L의 TP농도 범위에서 출현하였으

며(Fig. 7), TP와 양의 상관관계로 높은 TP농도에서 

많이 발생하여 높은 수온과 적절한 농도의 인이 주어

진다면 언제든 증식할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은편모조류는 겨울동안 얼음 밑이나 연이은 봄에 

수적인 증가가 일어나며(Stewart and Wetzel, 1986), 
은편모조류 중 Rhodomonas는 담수 호수에서 때때로 

수온이 낮은 봄에 높은 발생을 나타낸다(Graham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은편모조류인 Rhodomonas spp.는 

전 시기에 걸쳐 고르게 출현하였으며, Rhodomonas의 

출현 수온 범위는 3.3 29.2 이었다(Fig. 7). 그러나 

주로 봄에 세포수가 많았으며, 2011년 4월과 5월에는 

1,000 cells/mL 이상의 많은 발생을 보였다(Fig. 6). 
Rhodomonas는 국내 임하호에서도 2월에 우점종으로 

출현한 적이 있으며, 낮은 수온과 적은 광량에서도 증

식이 가능하다고 보고되었다(Hammer et al., 2002; 
Lee et al., 2002). 이번 연구에서 Rhodomonas의 봄철 

높은 발생은 배양 실험이나 다른 환경요인의 연관성

을 조사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강 수

계의 청평호에서 9년간 식물플랑크톤의 군집의 변동

과 우점종의 천이를 조사하였고, 호수의 수리수문학

적 요인과 이화학적인 요인이 식물플랑크톤 군집 및 

우점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1) 청평호에서 연도별 누적 강수량은 704 1,640 

mm으로 2011년에 가장 많았다. 강수량은 전체 강수

량의 55%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되었다. 평균 수온 범

위는 15.2 18.8 , 용존산소는 10.3 12.2 mg/L였

다. 전기전도도는 86 140 μS/cm로 조사되었으며, 강
수량이 적었던 2014년과 2015년은 전기전도도가 다

른 해에 비해 높았다.
2) 청평호의 TP는 평균 0.021 mg/L으로 중영양상

태를, TN는 평균 1.817 mg/L으로 부영양상태로 조사

되었다. 청평호의 영양염류는 강수량과 양의 상관관

계로 강우에 의해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증가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 
3) 식물플랑크톤 생물량은 봄과 가을에 높은 출현

양상이 조사되었다. 분류군별 발생량은 수온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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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크게 받았으며, 규조류는 봄과 가을에 최대로 발생

하였다. 녹조류는 규조류 발생 이후 초여름에 주로 출

현하였다. 남조류는 높은 수온을 선호하였으며, 기타

조류는 연중 내내 출현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4) 청평호의 우점종 발생 특징은 Stephanodiscus 

hantzschii와 Asterionella formosa는 수온이 낮은 봄

에서 주로 출현하였다. Fragilaria crotonensis는 낮은 

영양염을 선호하였으며, Aulacoseira granulata와 

Anabaena spp.는 수온 및 TP와 양의 상관관계로 보여 

높은 수온과 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된다. 
Rhodomonas spp.는 전 시기에 걸쳐 출현하였으며, 봄
에 가장 많은 세포수가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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