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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ldang is a river reservoir in the Midwest of Korea, which is a drinking water source for the metropolitan area. Since 

the Paldang Reservoir is shallow, and has a short hydraulic residence time, its water quality is directly impacted by 

two incoming rivers, the north Han River (NHR) and the south Han River (SHR). The NHR has different seasonal 

patterns of water temperature from the SHR because the NHR is greatly impacted by the discharge water from 

upstream dams. The electrical conductivity (EC) and other material concentrations of the SHR are usually higher than 

those of the NHR because its basin is limestone-based. The difference in water temperature in the two rivers causes 

density flow, and the distribution of the EC within the reservoir can be an indicator for monitoring density flow. From 

the vertical gradient of the EC at the dam site, from spring to fall, it was confirmed that the SHR flowed into the upper 

layer, and the NHR flowed into the lower layer, and vice versa at other times. The relative difference (RD) of the EC 

between the upper layer and the lower layer at the dam site was used as an indicator for density flow. The RD of the 

EC showed a ver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RD of total organic carbon ( = 0.70,  < 0.001) and the RD of total 

nitrogen ( = 0.58,  < 0.01). This relationship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difference in electrical conductivity 

and water quality between the SHR and the NHR is constant. However, in many cases this assumption is inconsistent. 

Thus, further study is needed on more suitable indicators to evaluate the impact of density flow on wate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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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팔당호는 남한강과 북한강  경안천이 합류되는 곳에 

1973년 말에 이 축조되어 형성된 인공호이다. 1975년에 

팔당호로부터 수도권으로 용수 공 을 시작한 이래, 재 팔

당호는 약 2,500만 명에 달하는 수인구를 가진 우리나라 

최  역상수원이자 한강하류의 수질과 생태를 유지하기 

한 용수원이다. 따라서 취수 는 하류로 방류되는 팔당  

측의 수질은 언제나 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한 취수는 

표층에서, 방류는 층에서 이루어지므로  측 수질의 연직

분포도 원수의 품질 리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

팔당호는 평균수심이 6.5 m에 불과한 반면 유입유량이 방

하여 연평균 체류시간이 2.6 ∼ 9.0(평균 5.3)일로 짧고 반

으로 성층형성이 없는(Kong, 1997; Kong et al., 1996) 부 양 

상태의 하천형 인공호로 분류된다(Kong, 2019; Kong and Kim, 

2019). 그러나 최고 수심이 약 25 m인  측은 여름철에 수온 

구배에 따른 성층이 약하게 발달하고 이에 따른 수질의 연직

인 차이가 나타난다(Kim, Park et al., 2002; Kong et al., 2007). 

Kim, Park et al. (2002)은 팔당  측의 수온, 기 도도, 

용존산소포화도의 연직분포를 분석하고 특히 심층의 기

도도가 5월부터 9월까지는 감소하고 11월 이후 2 ∼ 3월까지

는 증가하 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심층 기

도도의 감소는 북한강 물의 유입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었으

나 북한강 물이 심층으로 유입되는 기작에 한 설명이 제시

되지 않았으며 수층 간 기 도도의 차이에 한 정량 인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다. 

Na et al. (2002)은 2차원 수리모델링을 통해 팔당  측의 

성층은 미약하고 연직 수온 분포와 무 하게 층의 수문 방

류량의 격한 증감에 따라 수체의 연직 혼합이 야기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Na and Park (2007)은 3차원 수리모델링을 

통해 팔당호는 수온성층이 미약하지만 남·북한강에 비해 수

온이 높은 경안천의 물이  측의 표층으로 도류를 형성하

며 유입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측 

상층부와 하층부 기 도도의 연직구배의 계 인 역 에 

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국내의 다른 인공호와 마찬가지로 팔당호의 수리와 수질은 

여름철 몬순을 후한 계  변동은 물론 비주기 인 가뭄과 

태풍으로 인한 연간 변동도 크다(Kim, Heo et al., 2002; 

Kong et al., 2018). 특히 팔당호의 상층부 수질은 여름철 이

후의 수기에 비하여 철 는 여름철에 식물 랑크톤의 

번성과 더불어 수질이 악화되는 경향을 가진다(Kong et al., 

2007; Park and Jheong, 2003). 하천형 호수인 팔당호의 수질

은 유입하천의 향을 직 으로 받고 있는데, 유입원인 남

한강과 북한강  경안천의 유역은 형상과 지질이 뚜렷이 다

르고 오염원의 유형과 분포도 다르다. 뿐만 아니라 남한강과 

북한강은 군이 치한 형 인 조 하천(regulated river)

이기 때문에 수문조작(sluice control)에 따라 수리  수질의 

변동도 심하다(Kong et al., 2018). 

Kong et al. (2007)에 의해 북한강과 남한강의 수온 차에 

의한 도류의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나 해당 연구에서도 수

층 간 기 도도의 차이에 한 정량 인 평가는 수행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도류에 의한 수질 향은 검토되지 않았

다. 한 최근에 Kong (2018)  Kong et al. (2018)에 의해 

팔당호의 유입수, 이 , 유출수로 이어지는 종 인 수질분

포의 특성이 악된 바 있으나 연직 인 수질분포의 특성에 

한 세부 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팔당호의 도류는 정 한 수리학  조사를 통해 분석되어

야 하겠으나 그 략 인 경향은 정성 인 지표로도 악할 

수 있다. 팔당호의 도류 분석을 한 정성  지표  가장 

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추 자는 기 도도이다. 

팔당  측 수온의 연직구배만으로 수층별 유입원을 변별하

는 것은 어렵지만 기 도도의 연직구배는 특정 수층에 남

한강과 북한강의 물  어떤 물이 우세하게 유입  유출되

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기로부터의 열의 도와 류의 

정도가 팔당  측 수온의 연직구배를 결정하는 주요인이겠

으나 이와 더불어 유입원의 수온차이 역시 성층을 강화하고 

도류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 팔당  측의 연직 인 수질구배는 유 층과 무 층의 

생산과 호흡, 표층과 심층의 순환 정도로만 해석될 수 없다. 

이는 수질이 서로 상이한 남한강과 북한강의 물이 각각 도

류를 이루며 어떤 층으로 선택 유입되었느냐에 따라서 연직

으로 수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팔당  측 기 도도의 연직구배에 한 평가

를 바탕으로 남한강과 북한강의 도류 형성을 정성 으로 

진단하고, 도류가 수질의 연직 인 구배에 미치는 향을 

검토한 것이다. 이는 팔당호 취수원 수질의 시기 인 변화에 

한 이해와 더불어 향후 보다 정 한 도류 해석을 한 

사  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

2. Materials and method

2.1. 조사 지   시기

팔당호 본류에 유입되는 남한강과 북한강의 경계는 각각 환

경부 물환경측정망의 강상 지 과 삼 리 지 으로 정하 고, 

Fig. 1. Map showing water sampling stations (⚫) in the 
Paldang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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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되는  측 경계는 팔당 2 지 으로 정하 다(Fig. 1).

팔당호의 유입유량은 계 으로 변동이 심하지만 연간의 

변동도 작지 않다. 특히 최근 몇 년 간은 가뭄이 지속되면서 

유황이 년에 비해 매우 큰 변동을 보 다(Fig. 2). 지난 10

년 간 팔당호 유입유량의 변동에서 연속된 연간 변화가 가장 

컸던 시기는 2013년과 2014년이었다. 2013년 연평균 유량은 

612 ㎥/s로 평년 수 인 532 ㎥/s (Kong, 1997)보다 약간 큰 

수 이었다. 이에 반해 2014년 팔당호의 연평균 유입유량은 

232 ㎥/s 정도인데 이를 기 으로 환산된 연평균 체류시간은 

약 12일이며 이는 Kong (1997)이 1974 ∼ 1994년의 21년간

의 자료로 산출한 2.6 ∼ 9.0일의 범 도 벗어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할 때 2013년과 2014년은 각각 팔당호의 수리  

수질의 평년 특성과 갈수년의 특성을 연속 으로 보여 주는 

좋은 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속 이면서

도 뚜렷한 유황의 변화를 보이는 이 시기에 집 하여 도류 

형성의 정도와 그에 따른 수질 특성을 비교하 다.

2.2. 유량

팔당호의 유입유량과 청평 의 방류량은 한강홍수통제소

에서 운 하는 국가수자원 리종합시스템(http://www.wamis. 

go.kr)의 자료에서 추출하 다. 

북한강의 유입유량은 청평  방류량에 청평 으로부터 팔

당호 유입부까지의 유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유량을 더하여 

추정하 다. 후자는 경안천 유역의 면 비유량에 해당 유역

면 을 곱하여 추정하 는데, 경안천의 유량은 환경부 물환

경정보시스템(ME, 2019) 총량측정망 자료에서 추출하 다.

남한강의 유입유량은 최근 건설된 이포보의 방류량에 흑천 

유량을 더하여 추정하 다. 이포보 방류량은 수자원공사

(http://www.water.or.kr)의 운 황, /보수문자료에서 추출

하 으며, 흑천 유량은 총량측정망 자료로부터 추출하 다.

2.3. 수질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질은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의 수질측정망 자료부터 추출한 것이다.

2.4. 연직구배의 지표

 측 수질의 연직구배 정도는 상층부 값(수심 0 m, 5 m 

측정치의 평균)과 하층부 값(수심 15 m, 20 m 측정치의 평

균)의 상 차(relative difference, RD)로 평가하 다(식 (1)). 

Kong (2019)은 국내외의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성층이 형성

될 수 있는 호소의 깊이를 10 m로 설정한 바 있다. 팔당  

측에서 수질시료는 표층을 포함하여 5m 간격으로 채수되고 

있는데, 이  10 m는 층에 해당한다. Kim, Park et al. 

(2002)과 Kong et al. (2007)의 연구결과는 물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도 수온, 기 도도, 용존산소는 수심 10 m

를 경계로 뚜렷한 연직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심 5 m까지는 바람에 의해 충분히 혼합되는 상부층으로, 

수심 15 m 이하는 안정한 심층부로 구분한 것이다.

RD  값은 두 값의 일치 정도에 따라 –1부터 1의 범 를 

가지는데, 0은 완  일치를 의미하고 -1 는 1은 어느 한 쪽

의 항목 값이 0일 때에 해당한다. 이 지표는 항목의 값이 작

은 범 에서는 변화에 민감하고 항목의 값이 큰 범 에서는 

변화에 둔감한 단 이 있지만 인 차이를 계량화하여 

상 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RD  
  (1)

RD  : 상 차

  : 상부층 항목 값

 : 하부층 항목 값

3. Results and Discussion

3.1. 유량

팔당호의 유입원  경안천의 유량은 체 유입량의 2.3%

Fig. 2. Monthly and annual average inflow rates into the Paldang Reservoir, 200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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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nthly average inflow rates of the north Han river 
and the south Han river into the Paldang Reservoir, 
2013 ~ 2014.

에 불과하여(Kong, 2018), 본류 수체의 수리  수질은 주로 

남한강과 북한강에 의해 지배된다고 할 수 있다. Na and 

Park (2007)의 연구 결과처럼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에 상

으로 수온이 높은 경안천의 물이  측의 표층으로 얇은 

층을 이루며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해당 연구에서는 제시되

지 않았지만 기온이 감하는 시기에는 반 로 수온이 낮은 

경안천의 물이  측의 심층으로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유

량비로 볼 때 그 향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안천의 향에 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2013년에 남한강과 북한강의 연간 유입유량은 323 ㎥/s와 

283 CMS로 각각 남한강과 북한강의 평년 수 인 297 ㎥/s

와 235 ㎥/s (Kong, 1997)보다 약간 많았다. 이에 반해 2014

년에는 남한강과 북한강의 연간 유입유량이 각각 141 ㎥/s와 

98 ㎥/s로 평년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 이었다. 특히 

몬순기에 강우가 많지 않았던 2014년의 유량은 이례 인 수

으로 었다(Fig. 3).

3.2. 수온  기 도도

기 도도는 비보존성이지만 체로 변화가 크지 않기 때

문에 수괴의 이동에 한 추 자로서 흔히 이용되어 온 지표

이다(Hooper and Shoemaker, 1986; Laundon and Slaymaker, 

1997; Mosquera et al., 2018; Pellerin et al., 2008). 일반 으

로 담수에서 가장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은 각각 칼슘이온과 

탄산이온이며(Wetzel, 2001) 기 도도는 이들 이온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유역이 석회암 지 인 남한강은 화강암 지

인 북한강에 비하여 기 도도가 히 높고 다른 물질의 

농도도 반 으로 높다(Kong et al., 2007). 

팔당호의 pH는 성보다 약간 높은 8 내외의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수 의 무기탄소는 부분 탄산수소이온(HCO3-)의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이온이 합성에 의해 

유의한 수 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낮으며(Wetzel, 2001) 팔당

호의 조류증식 수 으로 볼 때 그 향도는 더욱 낮다고 볼 

수 있다. 수층별로 상부층에서는 조류의 합성 과정에 이온성 

물질의 흡수가 일어나고, 하부층에서는 조류의 호흡과 유기물 

분해로 이온성 물질이 증가하며 수층별 pH의 차이가 탄산수소

Fig. 4. Annual average of electrical conductivity at the 
north Han river and the south Han River in 2013 
and 2014.

이온과 탄산이온 간에 당량을 변화시켜 기 도도에 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수 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Kong (2018)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팔당호의 철(3월

∼5월) 기 도도는 평균수 에서 비교할 때 유입수, 호 내

의 이 , 유출수 간에 공간 으로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

인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팔당호의 수괴 이동에 

한 추 자로서 기 도도를 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에 남한강 본류의 기 도도는 팔당 으

로부터 200 km 이상 떨어진 월 지역부터 팔당호 유입부까

지 연평균 200 S/cm 이상이었던 반면, 북한강 본류의 기

도도는 상류 100 km 이상 떨어진 소양강 까지 100 

S/cm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수 이었다(Fig. 4). 오염원이 

은 상류 수계에서도 남한강과 북한강의 기 도도가 큰 차

이를 보이는 것은 지질의 조성이 다른데 기인한 것임을 의미

한다. 갈수년인 2014년의 기 도도가 풍수년인 2013년의 

그것에 비해 반 으로 높은 것은 강우에 의한 희석 수 이 

약화된 결과로 추정된다.

북한강 본류 수계에는 형 이 연속 으로 치해 있는 

반면 남한강 본류 수계의 은 팔당호 유입부로부터 약 100 

km 상류에 치한 충주 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방류수

의 향을 더욱 크게 받는 북한강의 수온은 부터 여름까지 

가온기에는 남한강보다 낮고,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감온기에

는 남한강보다 약간 더 높다(Kong et al., 2007). 수온이 다른 

북한강과 남한강의 물은 팔당호에 합류되면서 연직 인 

도류를 형성할 수 있다. 즉 가온기에는 수온이 상 으로 

높은 남한강 물이  측의 상층부로 유입되고 수온이 낮은 

북한강 물은 하층부로 유입되는 반면, 감온기에는 그 반 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남한강과 북한강의 수온(Fig. 5a)과  측의 수온(Fig. 5b)

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반 으로 높았다. 강우가 많

았던 2013년 여름철의 수온은 변동이 컸던 반면 2014년에는 

변동이 작았다.  측 상층부와 하층부의 수온차이는 2014년 

7월에 약 5 oC로 가장 컸다.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평균수온은 2013년의 같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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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약 2 oC 정도 높았으며, 특히 3월부터 7월까지 가온

기에 남한강과 북한강의 수온은 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으로 약 4 oC 정도 높았고  측의 상층부는 약 3 oC

가 높았다(Table 1). 

남한강의 수온은 북한강에 비하여 3월∼ 10월에 평균 1.5 
oC가 높은 반면 기온 감기인 11월∼ 12월에는 약 1 oC가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Kong et al. (2007)에 의해서도 확인

된 바 있다.  측 하층부의 수온은 3월부터 10까지 상층부

에 비해 낮았고 11월∼ 12월에는 상층부와 차이가 없었다. 

남한강과 북한강의 평균 수온과  측의  층의 평균 수온

을 비교하면 2013년은 비슷한 수 인 반면, 2014년 가온기

에는 유입수의 수온이  측보다 높고 감온기에는  측의 

수온이 높은 양상을 보 다. 2014년에는 호의 수리학  교체

를 야기하는 집 호우가 없어 수체가 안정된 조건이었으므

로 팔당호의 열용량에 따른 온도 변화의 지연이 있었던 것으

로 해석된다.

 측 수온의 연직구배는 기로부터의 열의 도와 류

와 아울러 남한강과 북한강의 도류의 향을 받겠지만 

자와 후자를 정량 으로 분리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닐 것

이다. 이러한 복합 인 향으로 조성되는  측 수온의 연

Fig. 5. Water temperature and electrical conductivity; (a), (c): the inflow, (b), (d): the dam site.

Table 1. Average water temperature (oC) of the inflow and the dam site of the Paldang Reservoir

Year Season

Inflow Damsite

Sambongri
(north Han river)

Gangsang
(south Han river)

Flow-weighted
mean

Upper layer
(< 5 m)

Lower layer
(> 15 m)

Whole layer

2013

Mar. ~ Jul. 13.9 15.2 14.5 15.1 14.3 14.4

Aug. ~ Oct. 20.8 22.8 21.9 22.3 20.7 21.4

Nov. ~ Dec.  7.9  7.3  7.5  7.6  7.7  7.6

Mar. ~ Dec. 14.8 15.9 15.3 15.7 14.9 15.1

2014

Mar. ~ Jul. 17.6 19.0 18.3 17.8 14.8 16.2

Aug. ~ Oct. 21.4 22.6 22.1 22.6 21.0 21.8

Nov. ~ Dec.  8.0  7.4  7.6  9.4  9.3  9.3

Mar. ~ Dec. 16.8 17.7 17.2 17.9 15.8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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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aximum vertical temperature gradient at the dam site.

직구배 사상에서 나타나는 시기별 수온경사  최 값은 

Fig. 6과 같다. 일반 으로 최  수온경사 값이 1 oC/m를 

과하면 수온약층이 발달된 것으로 보는데(Wetzel, 2001), 팔

당  측의 수온경사는 이 기 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풍수년인 2013년에는 5월부터 8월까지, 갈수년인 2014년에

는 4월부터 10월까지 미약한 수 의 성층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최  수온경사 값의 변동을 볼 때 여름철

에 집 강우가 많았던 2013년에는 성층이 약하고 불안정하

던 반면 갈수년인 2014년에는 성층이 더욱 강하고 안정

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남한강의 기 도도는 북한강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수

이었다(Fig. 5c). 2013년에 유량이 많았던 7월과 8월에 

기 도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는데 이는 강우에 따른 희

석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갈수년인 2014년은 기 도도

가 2013년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6월∼ 7월에 북한강의 

기 도도는 평상시보다 매우 높은 수 을 보 다. 이는 오염

물질의 유입이 많은 여름철에 이를 희석할 수 있는 유량이 

은 경우에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단된다. 환경부 물환경

측정망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외에도 갈수가 지속되는 여

름철에 삼 리 지 의 기 도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확

인되는데 그 원인을 밝히기 해서는 추후 시공간 인 정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측 하층부의 기 도도는 여름철에 상층부에 비하여 

낮은 수 을 보이지만 2013년 7월과 8월의 집 강우 시기에

는 변동이 심하고 표층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Fig. 5d). 이

러한 시기에는 상층과 하층 간 수온도 거의 같은 수 을 보이

므로(Fig. 5b) 연직 인 순환이 일어나는 상태임을 알 수 있

다. 팔당호에서 집 강우로 인한 수문방류 시기의 연직순환

에 해서는 이미 Kim, Park et al. (2002)의 장조사  Na 

et al. (2002)의 모델링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2014년 6

월∼ 7월에 북한강의 기 도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

고  측 하층부의 기 도도는 그보다 히 낮은 수 을 

보 다. 이 시기에 북한강의 수온은 년보다 높은 수 을 보

고 남한강의 수온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Fig. 

5a),  측은 상층부와 하층부의 수온 차이가 뚜렷한 상태

다(Fig. 5b). 따라서 이 시기에는 남한강은 물론 북한강의 물

도  측의 상층부로 이동하 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시기

의  측 상층부 기 도도가 남한강과 북한강의 기 도

도를 평균한 값과 비슷한 수 이었다는 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즉 2014년 6월∼ 7월의  측 하층부의 수괴는 6월 이

의 북한강 물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해석된다.

2013년 3월∼ 11월 기간의 남한강과 북한강의 유량가 평

균 기 도도는 159 S/cm이고  측 층의 평균 기

도도는 152 S/cm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2014년 같은 기간

에는 각각 193 S/cm와 184 S/cm로 역시 큰 차이가 없었

다. Kong (2018)이 보고한 바 있는 팔당호 기 도도의 보

존성은 본 연구에서도 재확인 되었으며, 이는 팔당호의 도

류 해석에서 기 도도를 추 자로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

Year Season

Inflow Damsite

Sambongri
(north Han river)

Gangsang
(south Han river)

Flow-weighted
mean

Upper layer
(< 5 m)

Lower layer
(> 15 m)

Whole layer

2013

Mar. 94 211 161 154 189 157

Apr. 93 219 167 159 184 165

May ~ Sep. 91 186 138 152 108 128

Oct. 93 210 166 167 192 167

Nov. 92 234 183 181 208 190

Dec. 95 249 193 166 232 196

Mar. ~ Dec. 92 205 159 159 145 152

2014

Mar. 97 257 166 167 189 189

Apr. 99 241 187 206 184 198

May ~ Sep. 131 233 187 198 135 164

Oct. 116 222 197 210 192 213

Nov. 122 248 215 193 208 204

Dec. 109 276 230 228 232 235

Mar. ~ Dec. 119 241 193 199 173 184

Table 2. Average electrical conductivity (S/cm) of the inflow and the dam site of the Paldang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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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시기별로 구분할 때 부터 가을까지는 하층부의 기 도

도가 상층부보다 낮아지는데 풍수년인 2013년에는 해당시기

가 5월∼ 9월이었으며 갈수년인 2014년에는 4월∼ 10월로 

확장되었다(Table 2). 기온 감기인 10월 는 11월부터  

측 하층부의 기 도도는 상층부에 비하여 높아지며 이러

한 양상은 다음 해 3월 는 4월에도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Kim, Park et al. (2002)이 1996 ∼ 1998년의 자료에

서 확인한 바 있으며, Kong et al. (2007)이 2004 ∼ 2005년 

자료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재까지 팔당호에서 동 기 수

질의 수직구배에 한 조사는 시행된 바 없다. 그러나 기존 

연구뿐만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해서 볼 때 해당 자료가 없는 

1월∼ 2월에도 하층부의 기 도도가 상층부에 비하여 높

은 수 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남한강과 북한강의 유량가 평균 기 도도와  측의  

층의 평균 기 도도를 비교할 때 3월 ∼ 12월의  기간

의 평균값은 거의 비슷한 수 을 보인다. 그러나 시기 으로 

하층부의 기 도도가 낮아지는 여름철에는 유입수보다  

측의 기 도도가 낮고 그 외의 시기에는  측의 기 도

도가 체로 높은데 이는 유출부(표층 취수, 상층 방류)의 

기 도도의 시기별 차이에 따른 것으로 단된다. 즉 하층

부의 유출은 제한되기 때문에 하층부가 낮은 기 도도를 

가질 때는  측의  층의 평균 기 도도가 유입수에 비

해 낮아지고, 하층부가 높은 기 도도를 가질 때는  측

의  층의 평균 기 도도가 유입수에 비해 높아지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상부층과 하부층의 기 도도의 상 차는 부터 가을(4, 

5월∼ 9월)까지 특히 여름(6월∼ 8월)에 양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남한강 물이 상층부로 유입되었음을 의미하고, 다른 시

기의 상 차는 음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남한강 물이 하층부

로 유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여름철 상 차는 갈수년인 2014

년이 풍수년인 2013년보다 더 큰 값을 보이고 안정 이었다. 

이에 반해 2013년에는 상 차가 작고 불안정하 는데 이는 

상 으로 수온의 연직구배가 작고(Fig. 7), 집 강우에 의

한 교란이 컸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Fig. 7. Relative difference (RD) of electrical conductivity 
between the upper layer and the lower layer at the 
dam site.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부터 가을까지(주로 6 ∼ 8월

의 여름)는 수온이 낮고 기 도도가 낮은 북한강 물이  

측의 하층부로 도류를 형성하며 유입되고, 수온이 높고 

기 도도가 높은 남한강 물은  측의 상층부로 도류를 형

성하며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반면 그 외의 시기

에는 수온이 낮고 기 도도가 높은 남한강 물이  측의 

하층부로 유입되고, 수온이 높고 기 도도가 낮은 북한강 

물은 상층부로 유입되는 것으로 단된다.

남한강의 수온이 북한강에 비해 상승하는 상은 3월부터 

시작되지만  측의 상층부 기 도도가 높아지는 상은 4

월(2014년) 는 5월(2013년)부터 시작되는 것은 물 흐름의 

시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에  측의 상층부의 

기 도도가 상승하는 시기가 2013년의 5월의 경우보다 더 

이른 시기인 4월부터 시작된 것은 2013년에 비해 갈수년인 

2014년의 3월에 남한강의 수온 상승이 더욱 하 기 때

문이라고 단된다. 한 이러한 경향이 2013년에는 9월까

지 계속되었으나 2014년에는 10월까지 연장된 것은 갈수년

인 2014년의 가을시기에 체류시간이 상 으로 길어 냉각

된 남한강 물에 의한 수리학  교체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라

고 단된다.

10월 는 11월부터 시작된 하층부의 기 도도의 상승

이 이듬해 3월 는 4월에도 계속되는 것은 동 기 결빙층 

아래로 남한강에 비하여 상 으로 수온이 높은 북한강의 

 방류수가 유입되고 그 향이 3월 는 4월까지 시차를 

가지고  측의 연직분포에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향후 결빙기에 유입부와  측의 수온과 기 도도의 연직

분포에 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측 표층수의 철 수기 수질이 악화되고 특히 가을철 

수기에 비해 수질이 불량한 것이 다수 지목되었으나 이는 

이 시기가 북한강에 비해 상 으로 수질이 좋지 않은 남한

강 물이 상부층으로 유입되는 시기라는 에서 개연성이 있

다고 단된다. 남한강 물은 북한강에 비해 유기물 오염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양물질 농도도 높기 때문에 상부의 유

층에서 조류발생을 진시킴에 따라 유기물 농도를 가 시

킬 수 있다. 

3.3. 수질 향

 측 기 도도의 수층 간 상 차와 다른 수질항목 간 

상 차와의 선형 상 계수  유의도는 Table 3과 같이 나타

났다.

남한강의 기 도도가 북한강에 비해 시기 으로 일 성 

있게 높고 다른 수질항목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일 뿐만 아

니라 호 내에서 물질변화가 다면  측 기 도도의 수층 

간 상 차와 다른 수질항목의 수층 간 상 차 사이에는 높은 

양의 상 계나 나타날 것이다. 비록 상 계수 값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도 도류에 상 없이 단지 수온성층에 따

라서도 연직구배가 나타날 수 있거나 호 내 거동이 큰 항목

과 아울러 유입원인 남한강과 북한강의 수질 값이 시기 으

로 일 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도류의 향을 단하

기 어려운 항목은 세부 인 추가 분석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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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온성층에 따라 연직구배가 나타나 도류 자체의 수

질 향을 평가하기에는 부 합한 항목; 클로로필, pH, 

DO의 수층 간 상 차는 기 도도의 수층 간 상 차

와 고도로 유의한 상 계를 보이고 있으나 수온성층

에 의한 효과를 분리하기 어려움

- 클로로필: 식물 랑크톤의 합성과 호흡으로 상부 

유 층에서는 증가하고 하부층에서는 감소하여, 도

류에 상 없이 체로 상부층이 높게 나타남. 

- pH와 용존산소: 식물 랑크톤의 합성과 호흡, 기체의 

용해와 류 정도에 따라 체로 상부 유 층에서 높음

② 호내 거동이 커서 도류의 수질 향을 평가하기 어려

운 항목

- 부유물질과 인: 부유물질은 강우 시 유입되어 하부층

으로 침강하고 상당량의 인이 부유물질과 흡착된 상

태로 유입되어 공침됨

- 이온성 물질: 다양한 형태의 무기질소, 무기인 등은 

분해 는 조류에 의한 흡수로 인해 변동이 심함

③ 남한강과 북한강의 값 차이가 일 이지 않아 도류

의 수질 향을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

- 수온: 가온기와 감온기에 남한강과 북한강의 수온은 

서로 역 됨

- 부유물질과 인: 주로 강우 시 집  유입되는 물질로서 

유역에서의 강우의 시기 인 불일치에 따라 남한강과 

북한강의 농도차이가 시기 으로 일 이지 않음

Item  Item 

WT 0.62 p < 0.001 TN 0.58 p < 0.001

pH 0.52 p < 0.001 DTN 0.61 p < 0.001

DO 0.51 p < 0.001 NH3-N -0.32 p < 0.01

TOC 0.70 p < 0.001 NO3-N 0.39 p < 0.001

BOD 0.55 p < 0.001 TP 0.21 -

COD 0.67 p < 0.001 DTP 0.51 p < 0.001

TSS -0.28 p< 0.05 PO4-P -0.14 -

Chl.a 0.47 p < 0.001

Table 3.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and significance level between relative differences of water quality items and that 
of electrical conductivity between the upper layer and the lower layer

Fig. 8. Temporal variation of total organic carbon (TOC) and total nitrogen (TN) of the inflow ((a), (b)); Relative differences 
of electrical conductivity, TOC and TN between the upper layer and the lower layer at the dam site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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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세 가지 제약조건에 해당되는 정도가 가장 은 수

질항목으로서 TOC와 TN을 선정하 다. 생물학  반응을 통

하여 수층 간에 질소의 존재형태가 변할지라도 총질소의 형

태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 다. TOC는 조류의 성장과 

함께 유 층에서 선택 으로 증가될 수 있기는 하지만  측

의 수심이 상 으로 깊지 않은 에서 침강된 조류기원 

는 외부기원 유기물의 분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검토 상에 포함한 것이다.

북한강에 비해 남한강의 TOC 농도는 반 으로 높은 상

태이지만 철 는 가을철에는 비슷한 수 을 보이며 여름

철에도 시기에 따라서는 북한강에 비해 낮은 농도를 보이기

도 하 다(Fig. 8a). TN 농도 역시 북한강에 비해 남한강이 

반 으로 높은 상태이지만 일부 시기에는 농도 차이가 크

지 않았다(Fig. 8b). 이에 따라  측의 수층 간 TOC  TN

의 상 차는 략 으로 기 도도의 상 차와 비슷한 경

향을 보이고 있으나 유입수의 남한강과 북한강의 농도 차이

가 크지 않은 시기에는 경향이 보이지 않았다(Fig. 8c, 8d).

 측의 상층부와 하층부에서 기 도도와 TOC 는 TN 

사이에는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9a, 9b). 

이는 북한강의 기 도도와 TOC  TN 농도가 남한강의 

그것들에 비하여 반 으로 낮고  측에서 도류에 의해 

연직 으로 구분된다 하더라도 유입수의 기 도도의 시간

 변동(Fig. 5c)과 TOC  TN의 시간  변동 간에 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시 에서 기 도도의 수층 간 상 차와 

TOC의 수층 간 상 차는 고도로 유의한 상 계(  = 0.70, 

 < 0.001)를 보 다(Fig. 9c). 기 도도의 수층 간 상 차

와 TN의 수층 간 상 차는 매우 유의한 상 계(  = 0.58, 

 < 0.01)를 보 다(Fig. 9d). 기 도도의 상 차는 TOC와 

TN의 상 차에 하여 각각 48%와 3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기 도도의 상 차와 다른 항목의 상 차 사이의 상

계는 남한강의 기 도도가 북한강보다 높고 비교 상이 

되는 항목도 남한강의 농도가 북한강에 비해 높다는 가정하

에 성립되는 것이다. 남한강의 기 도도 는 비교 상 항

목의 값이 북한강의 값보다 크지 않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에

는 상 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2014년 6월 ∼ 7월에 

나타나는 가능성의 처럼 북한강과 남한강의 물이 분리되

지 않고  측 상층부로 도류를 이루며 이동하는 경우에는 

하층수와 상층수의 기원에 시차가 발생하며 이는 의 상

차 간 상 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기 도도

의 상 차와 비교 상 항목의 상 차 간 상 성이 낮다고 하

여 도류에 의한 수질 향이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근한 방법보다 도류에 의한 수질

향을 보다 명확하게 단할 수 있는 지표에 한 연구가 

후속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Fig. 9. Relationship between TOC, TN and electrical conductivity ((a)~(b)) at the dam site;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differences of TOC, TN and that of electrical conductivity between the upper layer and the lower layer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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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s

팔당호로 유입되는 북한강은 상류 수계에 연속 으로 치

한 의 방류수의 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남한강보다 부

터 가을까지 수온이 낮고 그 외의 시기는 수온이 높다. 이는 

 측으로 도류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석회암 지질의 남한강은 화강암 지질의 북한강보다 거의 

항상 기 도도가 높기 때문에 호 내의 기 도도의 분포

는 호 내의 물 흐름을 해석하기 한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측 기 도도의 연직구배의 시기별 변화를 볼 때 부

터 가을까지(주로 6 ∼ 8월 여름철) 남한강은 상부층으로 유

입되고 북한강은 하부층으로 유입되며 다른 시기에는 그 반

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철 가뭄으로 남한

강의 수온이 더욱 상승하고 여름철에 유량이 은 해에는 남

한강의 도류가 조기에 시작되고 종료가 연장된다.

1 ∼ 2월의 결빙기에 북한강 물이  측의 상부층으로 

도류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까지 이를 확인할 자료

가 없다. 향후 결빙층 아래의 수온과 기 도도의 연직분포

에 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11월 이후 3월 는 4월까지 

 측의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에 수온의 차이가 하지 않

은 상태임에도 기 도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이해하

기 해서는 해당 시기의 물흐름에 한 정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남한강과 북한강의 도류의 형성으로 기 도도의 연직

구배와 다른 수질 항목의 구배가 유의한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도류의 수질 향을 정확하게 평가하

기 해서는 보다 합한 지표에 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팔당  앞 수질의 연직구배는 수질이 서로 다른 남한강과 

북한강의 도류와 아울러 수온성층의 복합 인 향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기 도도를 추

자로 하여 추정된 도류가 수질의 연직구배를 설명하는 정

도가 높지 않은 만큼 수온성층만을 가지고 수질의 특성을 해

석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 두 요인이 수질에 미

치는 요인을 정량 으로 해석하기 해서는 추후 수평  수

직 인 정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수리수문과 열수지  추

자를 포함한 수질 분포에 한 연구가 후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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