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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3-Dimensional hydrodynamic and water quality model was appli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weir gate operations on water quality and 

harmful algal bloom (HAB) occurrences at selected locations in the Nakdong River, Geum River, and Yeongsan River. For the Geum 

River and Yeongsan River, when the gates are left open, annual and summer Chl-a and HABs were decreased at upstream locations, 

Sejong Weir and Seungchon Weir, but summer average concentrations of Chl-a and HABs were increased at downstream locations, 

Baekje Weir and Juksan Weir. For the open scenario, the reduced hydraulic residence time in the upper stream areas of the Geum River 

and Yeongsan River would allow less available time for nutrient consumption that would result in higher dissolved inorganic phosphorus

concentrations followed by higher algal growth in the downstream areas. However, in the case of the Nakdong River, both annual and 

summer Chl-a and HABs were increased in all locations for the open scenario. This condition seems to be resulted in due to increased 

light availability by reduced water depths. Changes in Chl-a and HABs occurrences due to the water gate control in the study sites are 

different due to differences in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conditions in each location.

Keywords: The 4 major river restoration project, Harmful algal blooms, Toxic cyanobacteria, EFDC model, Weir gate control, Growth 

limiting factor, Hydraulic residence time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 가동보 운영이 수질 및 녹조현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동일aㆍ김재영b*ㆍ김진수c

a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b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사과정, c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사과정

요  지

우리나라 4대강 사업에 의해 건설된 낙동강의 달성보와 함안보, 금강의 세종보와 백제보, 영산강의 송촌보와 죽산보를 대상으로 3차원 수리-수질 

모델을 이용하여 가동보 운영에 따른 수질 및 녹조 현상 예측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가동보를 전면 개방하였을 때,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상류에 

위치한 세종보와 승촌보에서 연중 및 하절기 Chl-a 농도와 남조류 농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하류에 위치하는 백제보와 죽산보에서는 

하절기에 모두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과 영산강에서 수문이 닫힌 경우, 상류에서는 체류시간이 증가하여 조류가 성장에 필요한 용존성 무

기인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조류 농도가 증가하지만, 하류에서는 용존성 무기인이 고갈되어 상대적으로 조류의 성장이 제한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낙동강의 달성보 및 함안보에서는 연평균과 하절기 평균 농도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에서는 금강과 영산

강과 같이 용존성 무기인의 농도가 심각하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수문 개방으로 수심이 감소함에 따라 조류가 이용하는 평균 광량이 증가하면서, 

조류의 성장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수문을 전면 개방 또는 폐쇄하였을 경우, 녹조현상 발생 특성은 위치에 따라 수리학적 체류시

간, 용존성 무기인 농도 및 수위변화에 따른 광량의 변화 등에 의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핵심용어: 4대강 사업, 녹조현상, 독성 남조류, HABs, EFDC 모델, 수문조절, 성장제한인자, 체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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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의 활동영역과 영향의 증가로 하천과 호소 등 수계에 

다량의 영양염류가 유입되어 부영양화 상태가 빈번히 발생하

고, 이로 인해 독성 남조류의 심각한 번성 또는 HABs 라는 현

상을 유발한다(Smith, 2003). 남조류에 의한 독성물질들은 

수생태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정

수처리과정에도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Codd et al., 2005; 

Srinivasan and Sorial, 2011). 지속적인 오염물질 유입에 따라 

하천 현장에서는 녹조현상을 관리 및 제어하기 위해서 응집

제, 제초제, 소석회 또는 과산화수소수 와 같은 약품이나(Chen 

and Pan, 2012; Cooke et al., 2016; Zhou et al., 2018) 인공폭기

조 또는 가압부상 등과 같은 기계적 시설(Heo and Kim, 2004; 

Schönach et al., 2017; Rao et al., 2018) 또는 생물학적인 방법

(Chapra et al., 2017)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천 현장에서 사용하는 어떠한 방법도 유역

에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이 계속 존재하는 한 근본적인 해결

책이 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2009 ~ 2012년 동안 4대강에 16개 보를 건설하

였으나, 이 보들은 완공 이후 현재까지도 그 효용성 및 존재가

치가 첨예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외 다수의 연구자

들은 하천내에서 저수지나 보가 건설되는 경우 유속저하, 수

리학적 체류시간의 증가 등으로 조류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

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Gore and Pettis, 1989; Joo and Jeong, 

2005; Kim et al., 2018). 특히 Seo et al. (2012)은 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EFDC) (Hamrick, 1992)와 Water Quality 

Analysis Simulation Program (WASP) (Wool et al., 2006) 

모델을 연계하여 낙동강 보 건설에 따른 수질 변화를 예측하

였으며, 낙동강의 최상류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대부분의 

보에서는 Chl-a 농도가 증가하고 최하류 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Bae and Seo (2018)는 낙동

강 보가 건설되기 전과 후의 상황에 대해 EFDC를 적용하고 

Chl-a 보정 정확도 개선을 위해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녹조

류, 남조류 및 규조류로 구분하여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부영양화 현상을 보

이는 하천에서 녹조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수문에 

의하여 유량이 조절되는 하천에 대해서 녹조현상이 심화된다

고 보고한 바 있다(Graham et al., 2020).

환경부는 2017년부터 16개 보의 개방 모니터링을 통해 각 

보의 존치 여부 및 개방 가능성을 조사한 바 있다(ME, 2019). 

그러나 4대강의 수질은 기후 조건에 따라 유역에서 강우에 의

한 유량 유입, 보 건설로 인한 각종 물리적인 현상의 변화, 오염

물질 유입 및 반응으로 인한 이화학적인 수질변화 그리고 서식 

조건과 먹이사슬에 따라 발생하는 미생물학적인 녹조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단기간

의 전후 비교 또는 제한된 항목의 단순 비교를 통해 보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과 금강 그리고 영산강 상·하류의 주

요 지점을 대상으로 가동보를 통해 일정 수위를 유지하는 관

리 수위로 운영했을 경우와 가동보를 전면 개방했을 경우에 

대해 상류와 하류의 각 분석 지점에서 발생하는 수질 및 녹조

현상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는 연

구 대상 지역의 수질 및 녹조문제에 국한하여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모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적용

되기 위해서는 인문 사회분야를 포함한 더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

구는 수질과 녹조현상의 변화에 대해 4대강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효용성을 평가할 시에 개괄적인 예측과 향후 연구 방향

을 제시하는 데에는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지역

본 연구는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에서 창녕함안보까지 약 90.5 km, 금강의 대청조정지 댐에서 

백제보까지 약 67.4 km, 그리고 영산강의 광주1 하수처리장이 

유입되기 전인 어등대교에서 죽산보까지 약 32 km 구간을 대

상으로 수행되었다. 각 연구대상지역에는 다양한 소규모 하

천과 배수문 등이 존재하나, 자료 취득의 한계에 따라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서 수질 자료를 제공

Fig. 1. Study area and important locations (1: Nakdong River, 2:

Geum River, and 3: Yeongsan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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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류만을 유입지천으로 보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각 유역에서 존재하는 주요 하수처리장 중 처리수가 본류로 직

접 유입되는 시설은 Fig. 1에 표기된 바와 같으며, 유역의 비점

오염물질은 각 지천을 통하여 유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2 수리 및 수질 동역학 모델 구축

2.2.1 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3차원 수치 모델인 EFDC는 수리, 수질, 퇴적물, 독성물질 

이동 및 Lagrangian Particle Tracking 등 다양한 종류의 모의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지형변화현상도 고려할 수 있음에 따라 

전 세계의 하천, 호소, 하구 및 해양 등 다양한 수계에서 사용되

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 모델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Kim et al., 2016; Kim and Kim, 2018; Yun et al., 2018; Shin 

et al., 2019; Kim et al., 2020),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EFDC

를 변형한 EFDC-NIER 모델(NIER, 2011; 2014)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녹조예보 및 경보에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가동보의 불규칙적인 수문 운영을 시계열로 반영할 수 있는 

Dynamic Solutions-International, LLC에서 개발한 EFDC 

Explorer Modeling System (EEMS) 8.5 버전의 Hydrody-

namics, Temperature 및 Water Quality 모듈을 사용하였다.

EFDC의 수질 모듈은 조류 3종, 탄소 계열 3종, 인 계열 4종, 

질소 계열 5종, 실리카 계열 2종, 화학적 산소 요구량, 용존 산

소, 총 활성 금속, 대장균 및 대형조류까지 22개의 수질 변수를 

모의할 수 있으며, 각 변수 간의 상호작용은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실리카 계열, 화학적 산소 요구량, 

총 활성 금속, 대장균 및 대형 조류(Macroalgae)를 제외한 16

개의 수질 변수에 대해 모의를 수행하였다. 총 활성 금속, 대장

균 및 대형 조류의 경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아니며, 실리카

의 경우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모의에 제외되

었다. EFDC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퇴적층에서 용출되는 

메탄이나 황화물 등이 산화될 때 사용되는 산소의 양을 의미

하며, 일반적으로 담수계에서 측정하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과 다른 개념으로서 본 모의에서 제외하였다.

2.2.2 격자 및 경계조건 구축

각 세부 연구대상지역에서 사용되는 격자는 형상이 복잡

한 지형과 함께 하천의 굴곡 등을 유연하게 재현하기 위해 

Curvilinear-Orthogonal coordinate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수

직 방향 격자 구성은 Standard Sigma Method를 기반으로, 5개

의 수직층을 구성하였다. 낙동강의 격자는 수평 2,351개, 수

직 5개로 총 11,755개, 금강은 수평 6,698개, 수직 5개로 총 

33,490개 그리고, 영산강은 수평 1,581개, 수직 5개로 총 7,905

개의 격자로 구성하였다.

모의에 사용되는 경계조건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Fig. 2. The water quality interactions of the EFDC model (Kim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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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에 측정된 국가 측정망 자료가 사용되었다. 유량은 

일 단위 자료를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go. 

kr)에서 수집하였으며, 일부 유량이 존재하지 않은 지류의 경

우 유량 자료가 존재하는 지류의 유량과 해당 유역면적 비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단, 유역 면적을 이용한 유량 계산은 하

수처리장이나 취수장과 같은 인위적인 유량이 제외된, 자연 

발생된 유량만을 먼저 산정한 후 인위적인 유량을 추가하여 

최종 유량을 산정하였다. 기상 자료는 시간 단위 자료를 기상

자료개방포털(data.kma.go.kr)에서 수집하였으며, 취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자료는 환경부의 국가 상 ․ 하수도 정보시스템

(waternow.go.kr, hasudoinfo.or.kr)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질 

자료는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였으며, 해당 자료의 

경우 일 단위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선형 보간하여 자료를 구

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K-water의 4대강 보 별 월간 

조류종 발생 자료를 인용하여 모의하는 조류를 남조류, 규조

류 및 기타조류(녹조류 및 편모조류 포함)로 구분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에서 보정에 사용된 수질 매개변수를 나타내

고 있으며, 기존 문헌의 값(Bowie et al., 1985; Cole and Wells, 

2006; Shin et al., 2008)을 활용함과 동시에 시행오차를 통해 

매개변수를 설정하였다.

2.3 가동보 수문 운영 시나리오 구축

4대강 보의 수문 개방(혹은 부분 개방) 실험은 수문 개방으

로 인한 수체의 체류시간 변화가 수중의 수질 및 녹조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바 있다(ME, 2019). 보 

개방으로 인한 물환경의 영향 분석은 수문 운영 조건, 유역의 

유량 및 오염부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물리, 화학 및 생물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모든 경우를 고려한 표본을 얻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수질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을 통해 2018년 한 해의 각 하천의 외부 조건을 동일하

게 가정한 후 가동보 수문 운영 방법을 적용한 시나리오를 수립

하여 모의를 수행하였다. 시나리오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동 수문을 모두 닫은 상태로 관리수위를 유지하는 경

우(CLOSED), 가동보의 수문을 모두 개방한 경우(OPEN), 그

리고 실제로 2018년 운영한 수위 기록을 사용한 경우(FIELD)

로 구성하였다. 수문개방에 따른 녹조현상의 비교는 낙동강

의 경우 달성보와 함안보, 금강의 경우 세종보와 백제보, 영산

강에서는 승촌보와 죽산보에서 실시하였다.

Table 1. Summary of kinetic coefficients employed in the present model application

Parameter
Value

Nakdong River Geum River Yeongsan River

Optimal temperature for algal growth (℃) 18-31, 12-15, 20-25a 18-31, 12, 20-25a 18-32, 12-20, 20-28a

Maximum growth rate for algal growth [day-1] 2.5, 3.0, 2.8a 3.5, 2.5, 3.0a 3.0, 3.0, 3.0a

Basal metabolism rate for algae [day-1] 0.04, 0.01, 0.01a 0.06 0.06

Predation rate for algae [day-1] 0.0, 0.1, 0.1a 0.0, 0.05, 0.02a 0.00, 0.05, 0.05a

Half-saturation constant for nitrogen uptake of algae [mg L-1] 0.01 0.01 0.01

Half-saturation constant for phosphorus uptake of algae [mg L-1] 0.001 0.001 0.001

Algae settling rate [m day-1] 0.00, 0.02, 0.02a 0.0, 0.2, 0.05a 0.0, 0.1, 0.1a

Decay rate of organic carbon [day-1] 0.005, 0.075, 0.010b 0.005, 0.075, 0.010b 0.005, 0.075, 0.010b

Decay rate of organic phosphorus [day-1] 0.005, 0.075, 0.100b 0.005, 0.075, 0.200b 0.005, 0.075, 0.100b

Decay rate of organic nitrogen [day-1] 0.005, 0.075, 0.015b 0.005, 0.075, 0.015b 0.005, 0.075, 0.015b

aFor cyanobacteria, diatoms, and other algae, respectively.
bFor refractory particulate, labile particulate, and dissolved organic matter, respectively.

Table 2. Management water level of weir for scenarios

Nakdong River Geum River Yeongsan River

Weir Dalseong Habcheon Haman Sejong Gongju Baekje Seungchon Juksan

CLOSED [EL.m] 14.00 10.50 5.00 11.80 8.75 4.20 7.50 3.50

OPEN Fully open condition

FIELD 2018 field operatio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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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의

3.1 수리 및 수질 모델 보정

EFDC 모델 보정은 2018년 각 연구대상지역의 수위, 수

온 및 수질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낙동강에서는 총 

11 개의 지점에서, 금강의 경우 9 지점에서, 그리고 영산강의 

경우 6 지점에서 보정이 수행되었다. 수질 보정은 엽록소-a 

(Chlorophyll-a, 이후부터 Chl-a), 총유기탄소(Total Organic 

Carbon, 이후부터 TOC), 총질소(Total Nitrogen, 이후부터 

TN), 총인(Total Phosphorus, 이후부터 TP), 암모니아성 질소

(Ammonium Nitrogen, 이후부터 NH4-N), 질산성 질소(Nitrate 

Nitrogen, 이후부터 NO3-N), 용존성 무기인(Dissolved Inor-

ganic Phosphate, 이후부터 DIP), 용존산소(Dissolved Oxygen, 

이후부터 DO) 등의 항목에 대해서 실시되었다. Fig. 3은 세부 

연구대상지역의 마지막 지점에서 보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

며, Table 3은 수질 보정 결과를 Root Mean Square Error 

(RMSE)와 R-Square (R2) 로 나타낸 것이다. 

수위 및 수온 보정 결과는 전반적으로 실측값을 잘 재현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 보정 결과는 상류에서 상대적으로 

관측 값을 잘 재현되고 있는 반면, 하류로 갈수록 오차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오차는 기존의 수질 모델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어온 사항이며 중요한 원인은 입력자료의 불확

실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중 첫째로 중소규모의 

지류 등에 의해 유입되는 오염부하량 및 기타 비점오염부하량 

Fig. 3. Water level, temperature, and water quality calibration results

Table 3. Performance statistics of calibration results. [Min∼Max (Site of Fig. 3)]

Variable Unit
Nakdong River Geum River Yeongsan River

RMSE R2 RMSE R2 RMSE R2

Water Level EL.m 0.02∼0.51 (0.02) 0.89∼0.99 (0.99) 0.14∼0.42 (0.14) 0.76∼0.96 (0.96) 0.12∼0.25 (0.12) 0.96∼0.99 (0.99)

Temperature ℃ 1.30∼1.86 (1.57) 0.96∼0.98 (0.98) 1.48∼2.62 (2.62) 0.94∼0.98 (0.97) 1.37∼2.17 (1.90) 0.94∼0.98 (0.97)

Chl-a mg/m3 11.82∼38.05 (18.33) 0.09∼0.59 (0.12) 14.37∼37.06 (29.41) 0.19∼0.89 (0.24) 26.77∼59.19 (39.05) 0.04∼0.39 (0.19)

TOC

mg/L

0.94∼1.95 (1.40) 0.00∼0.43 (0.06) 1.19∼2.92 (1.39) 0.01∼0.61 (0.15) 1.03∼3.05 (1.45) 0.08∼0.57 (0.08)

TN 0.70∼1.20 (0.91) 0.27∼0.66 (0.60) 0.92∼1.58 (1.01) 0.01∼0.83 (0.36) 1.11∼2.72 (1.13) 0.43∼0.81 (0.70)

NH4-N 0.08∼0.16 (0.08) 0.00∼0.33 (0.14) 0.17∼0.43 (0.25) 0.63∼0.88 (0.68) 1.07∼1.77 (1.28) 0.35∼0.80 (0.45)

NO3-N 0.46∼0.69 (0.49) 0.39∼0.65 (0.65) 0.52∼1.35 (0.56) 0.13∼0.70 (0.52) 0.58∼0.80 (0.69) 0.09∼0.51 (0.25)

TP 0.02∼0.05 (0.02) 0.31∼0.67 (0.64) 0.04∼0.12 (0.05) 0.00∼0.61 (0.00) 0.04∼0.16 (0.06) 0.03∼0.36 (0.12)

DIP 0.01∼0.01 (0.01) 0.77∼0.91 (0.83) 0.02∼0.04 (0.03) 0.03∼0.40 (0.07) 0.03∼0.14 (0.04) 0.12∼0.39 (0.28)

DO 1.07∼3.05 (1.95) 0.27∼0.81 (0.58) 1.02∼2.52 (2.52) 0.24∼0.73 (0.24) 2.10∼3.61 (3.61) 0.06∼0.62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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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부재하거나 정확하지 않으며, 둘째 수질 모델링에 반영

된 지천의 수질자료가 월단위로만 확보 가능하여 선형 보간하

여 일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확실성, 그리고 셋

째 매개변수를 각 구간별로 구별하지 않고 일정하게 가정하는 

것이 오차 발생의 주요한 요인으로 추정된다.

3.2 보 수문 개방으로 인한 수질 및 녹조 변화

Table 4는 본 연구의 대상 주요지점에서 보 수문 운영에 따

른 연평균 본류 수위와 수질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수위

의 저하는 각 보 내부에 저류되는 수체적의 감소를 의미하며, 

유량조건이 동일한 경우 수체 내의 체류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질 변화 분석은 각 분석 지점에서 횡단 및 수직 방향으로 

25개의 격자를 대상으로 부피를 고려한 가중 평균으로 수행

되었다. 보 수문 개방으로 인한 각 지점의 연평균 TN 농도는 

5% 이내에서 증가하는 죽산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화가 없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TP 농도는 세종보에서 약 1% 감

소한 것을 제외하고 전지역에서 최대 25% 까지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냈다. DIP의 경우, 함안보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특히, 금강의 백제보와 영산강의 승촌보에서 각각 404% 

및 307% 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성 플랑크톤의 생장은 영양염류 농도 뿐만 아니라 수

온 및 광량에 영향을 받는다. 즉, 계절 및 날씨와 같은 기상 조건

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특히 기온 및 수온이 높은 하절기에 

성장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연평균 농도나 일부 제한

된 시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하절기 녹조현상에 

대한 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경향 변화와 함께 계절적인 변화특성도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Table 5는 연구대상지역의 주요 지점

에 대해 연평균 및 하절기 Chl-a와 남조류 농도(Cyanobacteria, 

이후부터 Cyano)를 나타낸다. 하절기 평균 농도는 6월 1일과 

9월 30일 사이 4개월간의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낙동

강에서는 수문을 개방함에 따라 연평균과 하절기 평균에 대해

서 Chl-a와 Cyano 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금강에서는 연평균의 경우 Chl-a와 Cyano가 세종보와 백제

보에서 모두 감소하고, 하절기에 세종보에서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백제보에서는 Chl-a와 Cyano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영산강에서는 상류인 승촌보에서 연평균 및 하

절기 평균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하류의 죽산보에서는 연평균

과 하절기 평균 모두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Fig. 4는 각 하천의 주요지점에서 각 시나리오에 대해 시간

Table 4. Water level and water quality changes for different water gate operation scenarios

Site Scenario
Water Level TN TP DIP

EL.m % mg/L % mg/L % mg/L %

Dalseong

CLOSED 14.23 100.00 4.28 100.00 0.055 100.00 0.011 100.00

OPEN 6.65 46.74 4.34 101.22 0.063 114.60 0.011 103.16

FIELD 13.49 94.78 4.29 100.04 0.056 101.28 0.011 99.90

Haman

CLOSED 5.24 100.00 3.67 100.00 0.048 100.00 0.007 100.00

OPEN 0.84 16.06 3.77 102.71 0.057 119.40 0.006 88.63

FIELD 4.66 88.96 3.69 100.71 0.049 102.26 0.007 94.04

Sejong

CLOSED 11.83 100.00 3.99 100.00 0.102 100.00 0.035 100.00

OPEN 8.75 73.99 3.99 100.09 0.101 98.99 0.044 125.55

FIELD 9.10 76.98 3.98 99.80 0.101 98.69 0.043 123.68

Baekje

CLOSED 4.43 100.00 3.96 100.00 0.092 100.00 0.014 100.00

OPEN 1.24 27.95 4.10 103.40 0.114 124.66 0.055 404.01

FIELD 3.91 88.35 4.06 102.48 0.101 109.77 0.027 202.43

Seungchon

CLOSED 7.60 100.00 6.12 100.00 0.128 100.00 0.018 100.00

OPEN 2.93 38.54 6.19 101.27 0.139 108.85 0.055 307.82

FIELD 3.99 52.46 6.11 99.89 0.140 109.31 0.043 236.87

Juksan

CLOSED 3.74 100.00 4.74 100.00 0.111 100.00 0.013 100.00

OPEN -1.15 30.76 5.12 107.86 0.139 125.03 0.016 122.89

FIELD 1.02 27.16 4.94 104.11 0.125 112.54 0.013 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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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lorophyll-a and cyanobacteria concentration changes for different water gate operation scenarios (S.: Summer season)

Site Scenario
Chl-a S. Chl-a Cyano S. Cyano

mg/m3 % mg/m3 % mg/m3 % mg/m3 %

Dalseong

CLOSED 25.20 100.00 25.59 100.00 8.11 100.00 18.70 100.00

OPEN 29.38 116.58 32.45 126.78 10.00 123.41 22.55 120.61

FIELD 25.64 101.75 26.20 102.38 8.22 101.44 18.94 101.29

Haman

CLOSED 24.44 100.00 28.44 100.00 9.23 100.00 21.99 100.00

OPEN 31.88 130.41 37.45 131.69 11.73 127.01 27.05 122.98

FIELD 25.73 105.28 29.84 104.91 9.43 102.12 22.50 102.32

Sejong

CLOSED 31.78 100.00 49.79 100.00 8.30 100.00 24.29 100.00

OPEN 22.90 72.07 37.47 75.26 3.72 44.85 10.97 45.15

FIELD 23.25 73.17 37.41 75.13 3.72 44.80 10.96 45.10

Baekje

CLOSED 47.72 100.00 47.90 100.00 11.32 100.00 27.65 100.00

OPEN 31.09 65.14 52.68 110.00 11.06 97.77 32.26 116.70

FIELD 41.83 87.65 51.48 107.49 10.15 89.70 26.20 94.77

Seungchon

CLOSED 64.90 100.00 52.61 100.00 7.07 100.00 18.56 100.00

OPEN 32.88 50.67 29.60 56.26 3.18 44.94 8.15 43.90

FIELD 46.23 71.24 29.17 55.45 3.13 44.28 8.03 43.24

Juksan

CLOSED 59.87 100.00 39.36 100.00 6.15 100.00 16.06 100.00

OPEN 80.40 134.28 64.82 164.70 9.65 156.93 25.69 159.92

FIELD 73.08 122.05 48.85 124.12 7.19 116.99 18.80 117.07

Fig. 4. Water quality prediction results for different water gate operation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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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수질 변화 예측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토론한 

바와 같이 낙동강에서는 수문을 개방한 경우, 대부분 Chl-a와 

Cyano 농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금강의 세종보와 

영산강의 승촌보에서 수문이 개방됨에 따라 Chl-a와 Cyano 

농도가 모두 감소하였다. 그러나 백제보와 죽산보에서 하절기 

Chl-a와 Cyano 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수

문이 개방되어 운영되는 경우 하절기 Cyano의 최대 농도는 세

종보와 승촌보에서 감소하지만, 낙동강의 달성보에서 220일

경 +61.6 mg/m3차이로서 약 3.5배, 금강 백제보에서는 205일

에 +45.9 mg/m3로 약 1.9배, 그리고 영산강의 죽산보에서는 

220일에 +62.9 mg/m3로 약 3.2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4에서 수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백제보와 죽산보의 DIP

가 낮게 유지되지만, 수문 개방 후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문 개방 후 상류의 DIP는 빠르게 하류로 이동하여 조

류의 성장에 이용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하류에서 DIP 증

가는 녹조현상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조

류 성장에 이용되는 DIP가 체류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상대적

으로 이용되지 못하여 발생한 현상으로 분석된다.

한편, 각 분석지점에서는 현장 조건을 반영한 FIELD 시나

리오에서 Cyano의 연평균 및 하절기 평균 농도가 완전 개방 

시와 유사하거나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조류의 성장요인이 

다양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수문을 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녹조현상을 제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로 판단된다.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낙동

강 달성보의 경우 완전개방과 현장 조건을 비교해 보았을 때 

Chl-a와 Cyano 농도의 증가폭이 1 ~ 2% 정도로서 크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며, 이 지역에서도 적절한 수문 운영을 통해 녹

조현상 제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3 수위 감소로 인한 조류 변화 요인 분석

본 연구의 수질모의에 사용된 EFDC모델에서 조류의 성장

은 Eq. (1)과 같이 영양염류, 수온, 광량 및 염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된다(Di Toro et al., 1971).

max ‧  ‧  ‧  ‧   (1)

여기서 μ는 조류의 성장률(day-1), μmax (day-1)는 조류의 최

대성장률, F(N), F(L), F(T)와 F(S)는 영양염류, 빛, 수온과 염

분에 의한 제한인자(0 ~ 1)를 의미한다. 본 연구대상지역은 염

분농도가 우려되지 않는 담수 하천이기 때문에 염분농도는 

조류 성장에 대한 제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수온의 경우 

또한 수위 변화에 따라 의미있는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

로 분석된다. 수문의 운영에 따라 조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요소는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 농도의 

변화, 수체적의 감소에 따른 체류시간의 감소와 수위 저하에 

따른 수심평균 광량의 변화 등으로 판단된다. 

영양염류에 의한 영향은 Eq. (2)에 나타난 식과 같이 Liebig

의 최소율의 법칙(Liebig’s Law of Minimum) 과 Monod 식을 

조합한 수식으로 표현된다(Odum and Barrett, 1971). 광량 변

화에 따른 조류 성장을 제한하는 정량적 지표는 Steele의 함수

(Steele, 1965)를 수직방향으로 적분한 Eq. (3)을 이용하여 산

정하였다.

 min 








   (2)

 

exp  

expexp   (3)

여기서, Eq. (2)의 NH4, NO3와 PO4d는 각각 암모니아성 질소

(g N m-3), 질산성 질소(g N m-3)와 DIP (g P m-3) 농도를 의미하

며, KHN과 KHP는 각각 조류의 질소와 인 섭취에 대한 반포화 

상수(g N m-3, g P m-3)를 의미한다. Eq. (3) 에서 FD는 24시간

에 대한 낮 시간의 길이 분률(0 ~ 1) 이며, Ke는 빛의 총 광소멸

계수(m-1), ∆z는 수심(m), b와  t는 FD와 광량 및 수심에 의

해 계산되는 무차원 값이다.

영양염류로 인한 조류의 성장 제한 영향은 하천의 질소와 

인의 비(N/P Ratio)를 통해 간략히 구분할 수 있다(Thomann 

and Mueller, 1987). 일반적으로 조류 생체 내의 원소구성비가 

일정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는 Redfield Ratio (Redfield et 

al., 1963)를 고려하여 N/P 비가 10보다 크면 조류의 성장은 

인에 의해 조절되고, 반면 10 보다 작으면 질소에 의해 통제되

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Chapra, 1997). 본 연구대상지역에

서 산정된 N/P비는 최소 35.8 이상으로서 조류의 성장은 인 

성분에 의해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류 성장에 대해 광량이 미치는 효과는 Eq. (3)에 따라 

수심과 광소멸 계수에 따라 결정된다. 총 광소멸 계수는 Eq.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순수한 물속에서의 광소멸 계수(Keb), 부

유물질 농도(TSS) 과 총 조류 농도(Chl-a)의 함수로서 계산되

며, 조류 농도가 높아질수록 그늘(Shading)을 형성하는 효과

가 발생하여 자체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Thomann and 

Mueller, 1987). 반면, 수문의 개방에 따라 본류의 수심이 낮아

지게 되는 경우 수심평균 광량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여 이

는 조류의 성장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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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은 각 수문 운영 시나리오별 조류 성장에 대한 DIP 

제한(P limitation)과 광량 제한 효과(L limitation)를 나타내

며, Eq. (1)의 F(N)과 F(L)을 의미한다. 조류 성장에 대한 제한

인자는 1이 되면 성장속도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며, 0에 가

까워질수록 조류 성장에 방해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

다. 수문 개방으로 인해 조류의 성장제한 요소는 함안보에서 

P limitation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심 감소

로 인한 광량제한 효과가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분석에서 수문 개방으로 인해 낙동강 달성보 및 함안보에서 모

두 녹조현상이 심화된 것은, 비록 함안보에서 P limitation이 

감소하였으나 달성보에서 함안보까지 L limitation이 2.4 ~ 3.8

배까지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지

역은 영양염류의 변화 영향 보다는 수위저하에 따른 광량의 증

가가 조류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EFDC 모델을 이용하여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

에서 가동보 수문운영 방식에 따라 위치 및 시기별에 따른 수

질 변화와 녹조발생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수문 

운영 방법은 가동보를 닫아 관리수위를 유지하는 상태, 가동

보 수문을 완전 개방한 상태, 그리고 2018년의 실제 수문 운영 

상황으로 구성하였다. 수문개방에 따른 수질과 녹조현상 변

화 특성 분석은 낙동강의 달성보와 함안보, 금강의 세종보와 

백제보, 영산강의 승촌보와 죽산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보 개방에 따라 보 내에서는 수위저하로 인한 수체적 감소

와 유속 증가로 인한 수리학적 체류시간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수심별 광량의 증가와 영양염류 농도 등을 변화시켜 조

류의 성장여건을 변화시킨다. 영양염류 중 용존성 무기인 농

도 변화에 따라 조류의 성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연구대상 하천의 질소농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

로 유지되고 있어 조류 성장의 결정적 제한인자로서 작용하지 

않는 것 판단된다. 

가동보 개방에 따라 금강과 영산강의 경우, 상류의 세종보

와 승촌보에서 녹조 현상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하류의 백제보와 죽산보에서는 하절기 녹조현상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위 감소로 인한 조류의 광

량 이용 증가 효과와 함께 상류에서 유속 증가로 인해 조류 성

장에 사용되어야 할 용존성 무기인이 충분히 섭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류로 이동하고, 이전보다 먹이가 풍부한 상태가 

된 하류에서 조류 성장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

Table 6. Estimated phosphorus and light limiting factor for algal growth

Site Scenario
P Limitation L limitation

- % - %

Dalseong

CLOSED 0.544 100.00 0.097 100.00

OPEN 0.608 111.71 0.371 382.24

FIELD 0.549 100.96 0.104 107.63

Haman

CLOSED 0.510 100.00 0.140 100.00

OPEN 0.465 91.33 0.334 238.72

FIELD 0.489 95.94 0.152 108.82

Sejong

CLOSED 0.888 100.00 0.503 100.00

OPEN 0.982 110.50 0.658 130.98

FIELD 0.981 110.48 0.673 133.82

Baekje

CLOSED 0.629 100.00 0.215 100.00

OPEN 0.880 139.96 0.553 256.91

FIELD 0.727 115.62 0.284 131.74

Seungchon

CLOSED 0.848 100.00 0.141 100.00

OPEN 0.976 115.07 0.241 171.45

FIELD 0.944 111.31 0.363 258.46

Juksan

CLOSED 0.609 100.00 0.102 100.00

OPEN 0.648 106.45 0.158 155.63

FIELD 0.590 96.83 0.125 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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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인으로 해석된다.

낙동강의 달성보 및 함안보에서는 두 지역 모두 보 개방에 

따라 녹조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낙동강

의 두 연구대상지점에서 DIP 농도는 금강과 영산강의 경우와 

다르게 보 수문 개방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나 감소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수문개방에 따른 수위감소가 

수심평균 광량의 제한인자를 최대 3.8배 증가시키면서 조류

성장속도 증가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현장 수문 운영을 반영한 조건에서 남조류 연평균 및 

하절기 평균 농도가 완전 개방 시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조류의 성장요인이 다양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수문을 적절하게 조작함으로써 하절기 녹조현상을 제

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에서 보 수문 개방으로 인

한 녹조 현상 개선 효과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수문 개방에 따른 녹

조현상의 변화는 단순한 물리적인 변화로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화학적인 수질변화 및 생물학적인 조류의 

성장특성을 계절적 및 공간적 특성과 함께 분석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합리적인 가동보 운영 또는 존

폐의 문제는 각 수계별 및 보 위치별로 면밀하게 그리고 다양

한 사회적 요소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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