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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evaluate the water quality changes in agricultural reservoir covered with floating photovoltaic solar-tracking systems, 

the water quality variations with time and depth were monitored on both six sites for light blocking zones and four sites for light 

penetration zones after the installation of floating photovoltaic solar-tracking systems in Geumgwang reservoir at Anseong-si, 

Kyeonggi province. For one year with 16 monitoring events, water quality parameters [i.e., water temperature, pH, dissolved 

oxygen (DO), chlorophyll-a (Chl-a), and blue-green algae (BGA)] were monitored at depths of 0.3 m, 1 m, 3 m, and 5 m, while 

chemical oxygen demand (COD), total nitrogen (TN), and total phosphorus (TP) were monitored at depths of 0.3 m. Statistically, 

the difference in all water quality parameter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at the level of significance of 0.05. Based 

on these results, the water quality data from light blocking zones (site 1~6) and light penetration zones (site 7~10) were clustered, 

and were compared with time and depth. As a result, the difference in water temperature, pH, DO, COD, TN, TP, Chl-a, and 

BGA between light blocking zones and light penetration zones was not significant (p > 0.05) with different time and depth. For 

Chl-a and BGA, some data from light blocking zones greater than light penetration zones were temporary observed due to the 

severe drought, low water storage rate, and over growth of periphyton. However, this temporal phenomenon did not impact the 

water quality. Considering the small water surface area (≤0.5%) covered by floating photovoltaic solar-tracking systems, the mixing 

effect of whole Geumgwang reservoir caused by Ekman current and continuous discharge were more dominant than the effect of 

reduced solar irradiance. Further study is warranted to monitor the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s with greater 

water surface area covered by floating photovoltaic solar-tracking systems for a long time.

Key Words : Agricultural Reservoir, Floating Photovoltaic Solar-Tracking Systems, Water Quality Change, Solar Irradiance, Algae, 

Light Blocking

요약 : 본 연구는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경기도 안성시 금광저수

지에 위치한 수상 회전식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차광구역 6지점과 비차광구역 4지점을 선정하여 1년 

동안 총 16회에 걸쳐 차광으로 인한 수질변화를 시간과 수심 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온, pH, DO, Chl-a, BGA 항목을 

0.3 m, 1 m, 3 m, 5 m의 수심별로 측정하고, 표층의 시료를 채수하여 COD, TN, TP 항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금광저수

지 내 10곳의 측정지점 간의 관측된 전 수질항목에서 차이는 유의확률(p - value) 0.05 이상으로 유의수준(α=0.05)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고 통계학적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측정지점을 차광구역(site 1~6)과 비차광구역(site 7~10)으로 

그룹화 후 시간 및 수심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였다. 차광구역과 비차광구역 간의 수온, pH, DO, COD, TN, TP, Chl-a, BGA의 

계절 및 수심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다르지 않았다(p > 0.05). Chl-a와 BGA의 경우, 7월에 비차광구역

보다 차광구역에서 일부 높은 농도가 관측되었으나 이는 기록적인 가뭄과 낮은 저수량, 발전시설 구조물에 부착된 부착조류

의 과다성장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전체 수질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수상 회전식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저수지 수면의 차광이 전체 수면적 대비 0.5% 미만으로 일사량 유입 감소 

효과는 취송 및 방류를 통한 저수지 수체의 혼합 효과 대비 미미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수질변화를 면밀히 연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면적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차광과 함께 장기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관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농업용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수질변화, 일사량, 조류, 차광

1. 서 론

화석연료(fossil fuel)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고

갈과 이에 따른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속가능한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2)

 신재생에

너지 중 원자력 에너지는 타 발전 대비 경제성이 좋아 각광

을 받았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성을 염려

한 많은 국가에서 원자력 발전 사업을 회피하고 있어
3)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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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onceptual design (a) and pictorial view (b) of floating photovoltaic (PV) solar-tracking systems evaluated in this study.

력 대비 비교적 발전량과 위해성의 예측이 가능하며 빠른 설

치 및 시공 등의 장점이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photovoltaic 

systems)의 설치가 확대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2000

년대 초 유가급등으로 인해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에 돌입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위한 지원 법령을 마련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4)

 2012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

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의

무 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를 도입하여 

태양광 발전시장의 확대를 장려하였다.
5)

 이에 따라, 현재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점차 증가하여 전체 신·재생 에너지 사

업 중 업체수(28%), 고용인원(52%), 매출액(63%), 수출액

(79%), 투자액(45%)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

며 그 규모가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

그러나,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은 그 의도가 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탄소 흡수원인 산림자원의 감소와 생태계 훼손, 

토사 유출, 경관 악화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며 신·재생 

에너지의 취지인 친환경성을 퇴색시킨다는 문제점이 보고

되고 있다.
7)

 이러한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overland photo-

voltaic systems)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육상 태양광 발

전시설을 수상(floating photovoltaic systems)으로 옮기는 방

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7,8)

 즉, 수상 태양광 발

전시설을 활용도가 낮은 호소 등의 수면에 설치하기 때문

에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 없이 대규모 부지확보가 용

이하며, 수면의 냉각효과 및 난반사로 인하여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 대비 약 10% 이상 발전효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7,9)

 또한, 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수면의 일사

량(solar radiation)을 차단하여 녹조현상(green tide)을 완화

시키고, 물고기들의 서식처(habitats) 및 산란환경을 조성시

키는데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10)

그러나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의 과도한 밀집형 설치와 임

대 중심의 사업운영으로 인한 유지관리 미비, 그리고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해 유입되는 일사량의 저하 및 

발전시설 구조물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교란 등의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

재까지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

계 변화를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이 구축된 호소에서 1년 이

상 장기적으로 관측한(monitoring) 현장기반 실증형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저면 암반층에 고

정된 중심축을 중심으로 부유체 전체를 회전시키는 수상 

회전식 태양광 발전시설(floating photovoltaic solar-tracking 

systems)의 설치로 인한 수체 내 유입 일사량의 저하와 구

조물로 인한 수류변환 및 정체 등이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

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에서 1년 동안 장기적으로 조사하였

다. 이를 위해,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광이 차광되

는 차광구역(light blocking zone)과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의 영향이 없는 비차광구역(light penetration zone)의 수질 

변화를 장기적으로 관측한 후 다양한 수질인자별 변화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에 따

른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변화를 평가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지는 경기도 안성시 금광저수지 내 수상 회

전식 태양광 발전시설로 대상 수체인 금광저수지는 사흥천, 

옥정천, 한운천 등이 주요 유입 하천으로 구성된 농업용 저

수지이다.
11)

 수상 회전식 태양광 발전시설은 사흥천 유입

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수지 만수면적(1,520,000 m
2
)의 약 

0.5%, 관측 기간 중 최저 저수율(24.8%)의 약 1.9%인 7,500 

m
2
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으며, 저수지 바닥 암반층(화강암)

까지 굴착해 중심축을 설치하고, 그 중심축을 지지수단으

로 하여 부상체를 연결한 후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약 1,600장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12)

수상 회전식 태양광 발전시설은 부상체 전체가 중심축을 

지지수단으로 하여 태양을 따라 실시간으로 회전하며 수면

의 난반사와 음영간섭이 최소화되어 지상고정식 대비 22%, 

수상고정식 대비 17% 정도 발전 효율이 개선된 시스템이다.
12)

 

또한, 수중에 설치된 부력재가 태양을 따라 회전해 수체를 

순환시켜 수질 개선효과와 발전 시설물로 인한 차광으로 

수온 상승 억제를 통해 녹조발생 저감을 기대할 수 있는 발

전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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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ictorial view of floating photovoltaic (PV) solar-tracking systems and ten sampling sites for measurement and analysis of 

various water quality parameters.

2.1.1. 금광저수지 유역 현황

금광저수지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금광리에 위치한 농

업용수를 저장·공급하기 위해 축조된 인공호로 유역면적 

4,830 ha, 저수량 12,095,000 m
3
, 관개면적 1,245 ha로 비교

적 규모가 큰 농업용 저수지이다.
11)

 금광저수지 인근 유역

은 토지계 유역면적의 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인근에 위치

한 소규모 마을과 유락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처리된 일부 생

활계 오염원과 토지계와 축산계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

이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3)

2.1.2. 금광저수지의 수질현황(2011~2015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의 수질측정망자료
14)

를 분석한 결과, 금광저수지의 수질은 호소수 수질환경기

준 IV등급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15)

 최근 5년간 금광저수지의 수온은 5년 평균 16.1 ± 

1.9℃로 수온 변화는 계절적 변화가 뚜렷하고, 매년 유사한 

주기성(periodicity)을 나타내고 있다. pH 값은 5년 평균 8.0 

± 0.1로 변화 폭이 크지 않았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의 

평균은 5.8 ± 0.5 mg/L로 다양한 요인과 계절적 영향에 의해 

비교적 큰 변화 폭을 보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여름철 저

수율이 감소함에 따라 COD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부유물질(SS) 농도는 평균 5.4 ± 0.8 mg/L로 강우 

사상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계절적 주기

성과 반복성(repeatability)을 확인할 수 없었다. 주요 영양염

류인 총질소(TN)와 총인(TP)의 평균은 각각 1.68 ± 0.1 mg/L, 

0.04 ± 0.006 mg/L로, 영양염류의 농도는 2011년을 제외한 

2012~2015년 동안 통계학적으로 유사한 농도를 나타냈으

며, 금광저수지 유역의 오폐수배출시설의 고도화와 축산폐

수의 수거 및 처리를 통한 재이용으로 영양염류의 농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5)

 Chl-a의 평균

은 17.7 ± 3.8 µg/L로 영얌염류 농도 변화에 일부 영향을 받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년 평균 Chl-a 농도가 호소수 수

질환경기준 III 등급으로 금광저수지 내 조류농도는 유사규

모의 다른 농업용 저수지 대비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Various water quality parameters and measurement 

methods at different water depth profiles 

Parameters

Water depth

Method0.3 m 

(water surface)
1 m 3 m 5 m

Water temp. ○ ○ ○

Field

measurement

pH ○ ○ ○

DO ○ ○ ○

Chl-a ○ ○ ○ ○

BGA ○ ○ ○ ○

COD ○
Laboratory 

measurement
TN ○

TP ○

 

2.2. 측정 및 현장 채수 위치

수상 회전식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차광 및 일

사량의 수체 내 유입 저하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기 위하여 패널 중심을 기준으로 반경 300 m 내외에서 빛

이 차단되는 차광구역(light blocking zone, site 1~6) 6지점

과 비차광구역(light penetration zone, site 7~10) 4지점을 선

정하여 GPS 좌표를 이용해 동일 지점에서 1년 동안 수질을 

장기적으로 측정 후 측정결과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측정항목은 수온(water temperature), pH, 용존산소(dissolved 

oxygen, DO), 조류농도(chlorophyll-a, Chl-a와 blue-green 

algae, BGA)를 0.3 m(표층), 1 m, 3 m의 수심별로 각각 현

장에서 측정하였으며(Chl-a와 BGA는 수심 5 m 추가 측정), 

기타 화학적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 총

질소(total nitrogen, TN), 총인(total phosphorous, TP) 분석

을 위해 차광구역(site 1~3) 3지점과 비차광구역(site 7, 8, 10) 

3지점의 표층에서 시료를 채수하였다(Table 1).

2.3. 차광에 의한 수질 변화 측정 및 분석 방법

수질 측정 및 분석은 1월부터 11월에 걸쳐 총 16회 실시

하였으며, 월 1회를 기준으로 하되 수온이 상승하기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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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과다성장이 예상되는 5월~8월 동안은 주 2회 이상 광

량이 높은 오후 1~3시 사이에 시행되었다. 현장 측정은 휴

대용 수질측정기를 이용하여 1분 동안 측정한 값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측정기기로는 Multi 3420 Multiparameter (WTW, 

Cole-Parmer Co.)를 이용해 수상 회전식 태양광 발전시설

의 패널로 인하여 광량이 차단된 차광구역 6지점과 비차광

구역 4지점에서 수온, pH, DO를 수심 별(0.3, 1, 3 m)로 측정

하였으며, Chl-a와 BGA는 Modern water사의 조류 측정기

(Modern water algae check)를 사용하여 0.3, 1, 3, 5 m의 수

심 별로 측정하였다.

실험실 내 정밀 분석을 위해서 현장에서 1 L 무균 채수병

을 이용해 비교적 농도변화가 뚜렷한 표층수 시료(0.3 m)만 

채수하여 실험실로 신속히 운반 후 평균 2회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실험실로 운반한 시료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17)

을 토대로 COD는 과망간산칼륨법, TN은 자외선 흡광광도

법, TP는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으로 분석하였다.

2.4. 통계 분석

수상 회전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농업용 저수

지의 수질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차광구역(site 1~6) 6지점

과 비차광구역(site 7~10) 4지점, 총 10지점의 표층 데이터

를 각 조사지점 별로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수행하

고, 수질 자료 분포의 대칭성과 중심위치, 산포의 정도 등

을 파악하기 위해 Box 그래프를 활용해 하단에서부터 5%, 

25%, 75%, 95%, 중앙값(흑선), 평균값(백선)으로 나타내었

다. 또한, 모집단 간의 전반적인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2개 

이상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통계적 검정방법인 일원분

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하여 16차례에 걸쳐 수집한 

동일한 수질항목(종속변수)간의 지점(독립변수)별 차이가 있

는지를 통계학적으로 검증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인 SPSS (ver. 22.0)을 이용하여 ANOVA를 

진행하였으며, 지점별 수질항목간의 통계학적 차이가 발생

할 경우, Scheff 검정법을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수질인자들의 조사지점별 값은 통계학적 유의한 수준

(α = 0.05)에서 다르지 않다’인 귀무가설(H0: µst.1=µst.2=µst.3= 

µst.4…µst.10)을 설정 후, ANOVA를 통하여 각 수질인자들의 

귀무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18,19)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금광저수지의 기후 현황(2015년)

조류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온(temperature)과 일사량(ra-

diation), 강수량(precipitation) 등의 기상자료는 금광저수지 

인근의 수원기상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0)

 조사기간인 2015

년 금광저수지의 평균기온은 13.5℃로 평년 대비 1.5℃ 높

았으며, 일조시간은 총 2450.3 hr로 평년 대비 287.5 hr 높

았다. 강수량은 총 751.1 mm로 평년 대비 561.2 mm 낮았

으며, 7월에 64.7 mm/day로 하루 중 가장 많은 강수량을 나

Fig. 3. (a) Precipitation, (b) solar irradiance, and (c) water storage 

rates of Geumgwang agricultural reservoir in 2015.

타냈다(Fig. 3(a)). 일사량은 계절별 큰 편차를 나타냈으며, 

하루 최다 강수량을 나타낸 7월 29일을 제외하고는 평년 대

비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3(b)). 저수율(water storage 

rate)은 관개기 이전에는 평년값과 유사하였으나, 2015년의 

기록적 가뭄과 농업용수의 지속적 공급으로 인해 5월 이후 

저수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Fig. 3(c) 참조). 9월 강수량

의 증가로 인해 저수율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가뭄과 농업용

수의 지속적 공급으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

년 대비 저수율의 편차가 매우 증가해 수체의 혼합이 지속

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조사지점 수질 모니터링 결과(2015년)

금광 저수지의 조사지점(10지점) 및 수심별 다양한 수질인

자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표준편차, 변동계수를 Table 2

에 요약하였다. 수질 분석 항목(COD, TN, TP) 중 4지점(site 

4, 5, 6, 9)의 자료는 채수 시료의 부재로 분석을 진행하지 못

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조사지점 별 수온의 평균은 19.7 ± 0.03℃이며, 최대값과 

최소값 모두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pH의 평균은 8.7 ± 0.005

이며, 조사지점별 편차도 비교적 낮아 모두 약알칼리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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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ox plots of various water quality parameters at each site of Geumgwang agricultural reservoir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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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ous water quality parameters at each site of Geumgwang agricultural reservoir in 2015

Sites
Sta-

tistics

Water 

temp. (°C)
pH

DO

(mg/L)

COD

(mg/L)

TN

(mg/L)

TP

(mg/L)

Chl-a

(µg/L)

BGA

(µg/L)

site1

Max. 28.70 9.50 13.48 12.20 2.99 0.05 46.00 46.50

Min. 2.70 7.58 7.66 3.60 0.24 0.00 6.80 11.00

mean 19.73 8.68 11.68 6.24 1.40 0.02 20.86 28.79

S�D1 8.85 0.70 1.71 2.26 0.81 0.02 11.72 13.13

Cv2 0.45 0.08 0.15 0.36 0.58 0.73 0.56 0.46

site2

Max. 28.40 9.47 13.48 11.60 5.29 0.29 44.70 46.00

Min. 2.50 7.45 7.50 3.80 0.04 0.00 6.60 13.00

mean 19.67 8.68 11.63 6.57 1.59 0.06 20.81 29.07

S�D 8.85 0.71 1.75 2.05 1.18 0.09 11.53 12.51

Cv 0.45 0.08 0.15 0.31 0.74 1.38 0.55 0.43

site3

Max. 28.90 9.46 13.50 10.80 5.48 0.08 44.90 42.40

Min. 2.60 7.42 7.22 3.40 0.09 0.00 5.40 13.20

mean 19.61 8.67 11.55 6.31 1.62 0.03 21.26 26.97

S�D 8.84 0.71 1.79 1.87 1.21 0.03 12.10 10.14

Cv 0.45 0.08 0.15 0.30 0.75 0.87 0.57 0.38

site4

Max. 28.90 9.50 13.50 N/A3 N/A N/A 44.70 47.30

Min. 2.70 7.45 7.50 N/A N/A N/A 8.10 11.40

mean 19.69 8.72 11.67 N/A N/A N/A 22.98 29.61

S�D 8.88 0.70 1.74 N/A N/A N/A 11.67 13.23

Cv 0.45 0.08 0.15 N/A N/A N/A 0.51 0.45

site5

Max. 29.70 9.58 13.50 N/A N/A N/A 45.70 45.80

Min. 2.70 7.45 7.56 N/A N/A N/A 7.20 11.20

mean 19.76 8.68 11.77 N/A N/A N/A 23.25 28.77

S�D 8.95 0.75 1.76 N/A N/A N/A 12.13 13.18

Cv 0.45 0.09 0.15 N/A N/A N/A 0.52 0.46

Sites
Sta-

tistics

Water 

temp. (°C)
pH

DO

(mg/L)

COD

(mg/L)

TN

(mg/L)

TP

(mg/L)

Chl-a

(µg/L)

BGA

(µg/L)

site6

Max. 30.00 9.59 13.50 N/A N/A N/A 43.80 44.00

Min. 2.80 7.40 7.81 N/A N/A N/A 7.30 12.70

mean 19.81 8.70 11.85 N/A N/A N/A 24.30 29.46

S�D 8.95 0.72 1.71 N/A N/A N/A 11.83 12.60

Cv 0.45 0.08 0.14 N/A N/A N/A 0.49 0.43

site7

Max. 28.60 9.50 13.60 10.00 2.95 0.09 45.30 42.30

Min. 2.70 7.46 7.30 3.80 0.19 0.00 4.70 13.40

mean 19.77 8.69 11.80 6.43 1.33 0.04 19.38 26.99

S�D 8.88 0.68 1.95 1.93 0.70 0.03 11.97 10.93

Cv 0.45 0.08 0.17 0.30 0.53 0.69 0.62 0.41

site8

Max. 30.50 9.58 13.44 10.00 2.28 0.08 45.40 43.00

Min. 2.70 7.40 7.35 3.60 0.12 0.00 3.90 13.10

mean 20.04 8.67 11.90 6.47 1.13 0.03 20.49 27.39

S�D 9.15 0.71 1.81 1.90 0.69 0.02 11.96 11.74

Cv 0.46 0.08 0.15 0.29 0.61 0.76 0.58 0.43

site9

Max. 30.30 9.52 13.40 N/A N/A N/A 34.90 44.00

Min. 2.70 7.40 7.19 N/A N/A N/A 3.60 13.90

mean 19.72 8.69 11.75 N/A N/A N/A 17.28 26.80

S�D 8.99 0.73 1.95 N/A N/A N/A 9.61 12.67

Cv 0.46 0.08 0.17 N/A N/A N/A 0.56 0.47

site10

Max. 30.00 9.52 13.60 9.80 2.96 0.11 34.80 43.50

Min. 2.70 7.40 8.98 3.40 0.00 0.00 3.60 3.10

mean 19.64 8.66 12.08 6.16 1.45 0.04 15.13 23.79

S�D 8.99 0.72 1.44 1.86 0.93 0.03 9.16 13.51

Cv 0.46 0.08 0.12 0.30 0.64 0.80 0.61 0.57

1
S・D: Standard deviation, 

2
Cv: Coefficient of variation, 

3
N/A: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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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나타냈다. DO의 평균은 11.8 ± 0.04 mg/L이며, 최대값

과 최소값 모두 조사지점에서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다. COD

의 평균은 6.4 ± 0.05 mg/L, TN의 평균은 1.4 ± 0.06 mg/L, 

TP의 평균은 0.04 ± 0.005 mg/L로 조사되었다. Chl-a의 평균

은 20.6 ± 0.8 µg/L, BGA의 평균은 27.8 ± 0.5 µg/L로 조사지

점간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다. 변동계수(Cv)를 비교한 결과, 

수온, 영양염류(TN, TP), 조류농도(Chl-a, BGA) 값이 pH, 

DO, 유기물질(COD)보다 평균대비 상대적인 편차의 크기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수온, 영양염류, 조류농도

가 pH, DO, 유기물질 대비 계절적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것

으로 판단되며, 기존 연구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보고되

었다.
21,22)

금광 저수지의 조사지점(10지점)의 수질 측정 자료를 활

용하여 자료 분포의 대칭성, 중심위치, 산포도 등을 파악하

기 위하여 Boxplot을 작성하였다. 그래프의 하단부터 자료값

의 5%, 25%, 75%, 95%, 흑선은 중앙값, 백선은 평균값으로 

나타내었으며, 8항목(수온, pH, DO, COD, TN, TP, Chl-a, 

BGA) 모두 각 지점의 평균값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각 지점의 범위가 서로 겹치는 것으로 보아 조사지점의 

각 수질 측정값의 분포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Table 3. Results of ANOVA analysis for various water quality 

parameters in terms of different sampling sites

Parameters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Water 

temp.

Between groups 1.948 9 0.216 0.003 1.000

Within groups 11970.684 140 85.505

Total 11972.632 149

pH

Between groups 0.034 9 0.004 0.007 1.000

Within groups 76.171 140 0.544

Total 76.205 149

DO

Between groups 1.840 9 0.204 0.059 1.000

Within groups 293.353 84 3.492

Total 295.193 93

COD

Between groups 1.778 5 0.356 0.085 0.994

Within groups 353.493 84 4.208

Total 355.272 89

TN

Between groups 2.403 5 0.481 0.502 0.774

Within groups 80.430 84 0.957

Total 82.833 89

TP

Between groups 0.014 5 0.003 1.413 0.228

Within groups 0.162 84 0.002

Total 0.175 89

Chl-a

Between groups 833.008 9 92.556 0.652 0.751

Within groups 16046.892 113 142.008

Total 16879.901 122

BGA

Between groups 197.341 9 21.927 0.122 0.999

Within groups 10779.303 60 179.655

Total 10976.643 69

3.3. 일원분산분석(ANOVA) 결과 

일원분산분석(ANOVA) 결과, 8항목(수온, pH, DO, COD, 

TN, TP, Chl-a, BGA) 모두 p-value가 0.05 이상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질인자들의 조사지점별 측정값은 

유의한 수준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는 통계학적 결과가 도출

되었다(Table 3 참조). 또한, 각 수질인자의 조사지점 간의 유

의확률(p-value)이 0.228 이상으로 높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

해 총 10개 조사지점의 수질은 유의한 수준에서 서로 다르

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차광구역과 비차광

구역의 수질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다르지 않다

고 판단된다.

3.4. 차광구역과 비차광구역의 수질 비교

앞선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차광구역과 비차광구역의 수

질은 유의한 수준(α = 0.05)에서 다르지 않다고 분석되었으

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차광구역 6지점과 비차광구역 4

지점을 각각 그룹화하여 시간에 따른 다양한 수질의 수심별 

변화를 Figs. 5~7에 나타내었다.

수온은 여름철 기온 상승과 함께 증가하였으며, 6월경부

터 수심에 따른 수온차이가 발생하여 수온약층이 형성되었

으나 차광구역과 비차광구역의 수온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상 회전식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일사량 유입 저하는 수체의 수온 감소를 유발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된다(Fig. 5(a)). 유사한 연구에서도 차광에 따

른 수온감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3,24)

 pH도 차광구역

과 비차광구역 사이의 유의할만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

며, 5월부터 수온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표층보다 수심 1 m에서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여름철 조류농도가 표층대비 수심 1 m에서 더 높았던 것으

로 판단하여 증가된 조류의 활발한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 

HCO3
-
나 CO3

2-
의 소모와 OH

-
의 방출로 수심 1 m에서 pH 

값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Fig. 5(b)).
23)

 DO도 차광에 의

한 유의할 만한 차이는 없었으며, 5월부터 수심이 깊어짐에 

따른 DO의 감소가 관찰되었다(Fig. 5(c)). 이는 5월 이후 농

업용수 공급과 급격한 저수량의 감소로 인하여 수체의 혼합

이 발생하여 퇴적층의 유기물질이 부유하면서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미소동물과 미생물에 의한 용존산소 소모가 증가

되어 발생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25)

COD의 농도는 6월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8월 차

광구역의 농도가 비차광구역 대비 일부 높은 값을 나타내

었다(Fig. 6(a)). 이는 수상 회전식 태양광 발전시설 구조물 

내부에 부착한 부착조류의 과다한 성장, 사멸 및 탈리를 통

해 구조물 주변 수체의 COD 증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26,27)

 영양염류인 TN과 TP의 경우에는 측정기

간 동안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일부 지점에서는 큰 

편차를 나타냈다. 영양염류인 TN과 TP의 농도는 차광구역

과 비차광구역의 유의할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Fig. 6(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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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pH Dissolved oxygen

● Light blocking zone, ○ Light penetration zone

Fig. 5. Annual variation in water temperature, pH and DO between light blocking zone and light penetration zone in Geumgwang 

reservoi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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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blocking zone, ○ Light penetration zone

Fig. 6. Annual variation in COD, TN and TP between light blocking zone and light penetration zone in Geumgwang reservoi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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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blocking zone, ○ Light penetration zone

Fig. 7. Annual variation in Chl-a and BGA between light blocking zone and light penetration zone in Geumgwang reservoir (2015).

연구기간 중 6월부터 수심 1 m에서 Chl-a와 BGA 농도가 

최대치로 관측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사를 위해 수면으로 올라왔으나 

일사량에 민감한 일부 남조류가 수직 이동하여 나타난 결

과로 판단된다.
28,29)

 Chl-a 농도는 TP의 농도변화와 연동하

여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조사대상 농업용 호수

는 Chl-a와 TP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월 Chl-a와 BGA의 농도는 비차광구역 대비 차광구역에서 

일부 구간에서 높은 값으로 조사되었는데(Fig. 7), 이는 수상 

회전식 태양광 발전시설의 구조물에 의해 취송류의 흐름이 

저해되어, 일부 구간 성층화 현상으로 조류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0)

 또한, 차광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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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이 비차광구역보다 낮은 지형적 특성으로 여름철 수위

저하 시 차광구역의 일사량 유입증가로 인해 차광구역의 조

류 성장이 상대적으로 촉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6)

 비

록 차광구역의 조류농도가 일부 구간 높게 나타났으나, 이

러한 결과는 7월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체 수

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수상 회전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차광으로 인한 

조류성장 억제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차광구역과 비차광구역간의 수온, pH, DO, COD, TN, TP, 

Chl-a, BGA의 수심별 차이는 유의수준에 서로 겹치는 것

으로 보아 서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차광구역

과 비차광구역의 시간 및 수심에 따른 수질차이는 통계학적

으로 다르지 않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수상 회전식 태양광 

발전시설의 면적이 수체의 만수면적의 0.5% 미만으로 차

광면적이 협소하였으며, 낮은 저수율로 차광구역과 비차광

구역의 수체 순환이 비교적 원활하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와 유사한 차광에 의한 수질변화 연구
23)

에

서도 차광시설 내·외부의 농도차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할만

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전체 조사 수심에서 차광구

역과 비차광구역의 조류농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차광

구역과 비차광구역의 수체 순환이 이루어져 차광시설이 수

체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금광저수지에 설치되어있는 수상 회전식 태양광 

발전시설의 차광면적은 0.5% 미만으로 호소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상 회전식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변화를 보다 면밀히 연

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상 회전식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

치에 따른 차광면적의 증대(총수면적 대비 10% 이상)와 장

기적(3년 이상) 수질 및 수생태계 관측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 론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은 댐이나 호소, 저수지의 잉여공간

인 수면역에 설치하여 수위 변동에 대응하도록 하는 발전

시설로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 대비 발전효율이 높은 발전

시스템이지만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수체의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의 설치로 인한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변화를 알아보고자 경

기도 안성시 금광저수지에 위치한 수상 회전식 태양광 발

전시설에서 발전시설로 설치에 따른 차광구역 6지점과 비

차광구역 4지점을 선정하여 1년 동안 총 16회에 걸쳐 차광

으로 인한 수질변화를 시간과 수심 별로 분석하였다. 

저수지의 수질변화를 조사한 결과, 수온, 영양염류(TN, 

TP), 조류농도(Chl-a, BGA) 값이 pH, DO, 유기물질(COD)

보다 평균대비 상대적인 편차의 크기가 매우 큰 것으로 조

사되었다. 그러나 일원분산분석(ANOVA) 결과, 8항목(수온, 

pH, DO, COD, TN, TP, Chl-a, BGA) 모두 p-value가 0.0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수질인자들의 조사

지점별 측정값은 유의한 수준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는 통계

학적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측정지점

을 차광구역(site 1~6)과 비차광구역(site 7~10)으로 그룹화 

후 시간 및 수심에 따른 변화를 확인한 결과, 차광구역과 비

차광구역 간의 수온, pH, DO, COD, TN, TP, Chl-a, BGA

의 계절 및 수심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수준에서 통계학적

으로 다르지 않았다(p > 0.05). Chl-a와 BGA의 경우, 7월에 

비차광구역보다 차광구역에서 일부 높은 농도가 관측되었

으나 이는 기록적인 가뭄과 낮은 저수량, 발전시설 구조물

에 부착된 부착조류의 과다성장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전체 수질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차광구역과 비차광구역 간의 다양한 수질

인자의 계절 및 수심에 따른 차이가 관측되지 않은 이유는 

수상 회전식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저수지 수면

의 차광이 전체 수면적 대비 0.5% 미만으로 일사량 유입 감

소 효과는 취송 및 방류를 통한 저수지 수체의 혼합 효과 

대비 미미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수상 회전식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변화를 보다 면밀히 연

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상 회전식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

치에 따른 차광면적의 증대(총수면적 대비 10% 이상)와 장

기적(3년 이상) 수질 및 수생태계 관측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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