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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 c t

Recently reservoir is polluted by concentrative development of urbanization. Accordingly, the

prediction of water quality has import meaning for protecting of water quality pollution.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predict water quality of Gyung Cheon reservoir by WASP5.

We have established an integrated system on the basis of web, which predicts the future

quality of water through water quality model, WASP5 based on information of water

environment in a reservoir for agriculture, uniting expert system which supports the

determination to set up measur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water to cope with the result.

서 론.Ⅰ

최근의 저수지는 유역의 도시화로 인하여 심하게 오염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래의 발생 가능한 수질을 예측하여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저수지 유역내의 수질오염 현황을 모니터링 하여 오염원 및 오염물질,
오염정도에 대한 통계 데이터의 수집과 오염원 관리가 우선해야 할 것이며 기술적으로 수질오염,
예측모델을 사용하여 수질오염 상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여건,
에 적합한 최적의 오염저감방안 마련과 정책결정을 위한 기술력의 집중이 따라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관리도 협의의 수질모델링 영역에서 벗어나 보다 거시적인 수질

관련 정보의 흐름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수질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적용 등의

다양한 형태의 저수지 수질개선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적인문적 측면의 여러. ․
현상을 지리공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광역의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경제,
적이며 효율적인 수질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수질예측 모델이나 처리대안 생성을 위한 전문

가시스템 등의 여타 정보시스템이 연계된 종합적인 수질관리 정보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수질모델은 장기적이고 정확한 수질 측정 자료와 더불어 오염발생원 수질측,
정망 수질 환경 기초시설 등의 데이터를 통해 수질오염 상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장래의 수질,
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며 전문가시스템은 수질모델로부터 예측된 수질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목표수질을 기준으로 장래의 수질 개선을 위한 대안을 생성하고 이 대안들 중에서 다시

최적대안을 선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웹기반 환경에서 를 이용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모의를 실시하였으WASP5

며 전문가시스템과 연동하여 예측된 수질결과에 대한 최적의 수질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관리에 적용하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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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예측모델.Ⅱ

수질모델 도입2.1
호소의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질관리와 더불어 지역에 적합한 수질오염 개선대

책의 적용을 위한 정확한 오염원의 유형파악과 오염량의 예측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때 적절한 수

문수질 모델의 적용과 정확한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하다 한편 수질오염 상황을 보다 세부적인.․
수계의 분포에 따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기,
반으로 행하는 해석을 통해 대상유역의 세부적인 토지이용 인구 가축 및 산업 등의 오염원별 현, ,
황을 지형 및 공간과 관련하여 정량적인 자료를 산출하여 최적의 수질개선 방안 제시에 활용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모델에 적용할 오염원 자료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종류를 구분하여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였으며 호소의 수질예측 모듈로 모델을 채택하고 를 이용하, WASP5 WASP Builder
여 실제데이터를 적용하여 모의하였다 또한 정보시스템과 수질예측 모델과의 일괄처리 흐름을 정.
의하였으며 전문가시스템과 수질모델과의 연동을 위해 으로 만들어진 를 언어로, FOTRAN WASP5 C
포팅하였다 이렇게 구현된 프로그램은 다시 를 이용하여 정보시스템 서버에 연결하여 웹에서. CGI
수질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대부분의 수자원 관리 모형은 자연현상에 근접하도록 해석하기 위해 많은 이론과 매개변수를

고려하고 있어 점차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이해를 가진 전.
문가 수준에서만 활용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웹상에서 구현하는 수질모델링을 통한 의.
사결정이 비전문가의 수준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려 하였다.
사용자는 입력자료의 샘플로부터 간단한 수정을 거쳐 수질모의를 수행할 수 있다WASP5 .

수질모델 적용2.2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단위구역별 오염물질 발생 부하량 및 발생물질의 종류에 관한 정

보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들의 변화 추이 등을 제공받아 수질예측시스템에서 주요 오염

원들의 증가율에 따른 수질 변화 예측 모델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북의 경천저수지를 선정하여 유역현황으로 지형 및 지세 유입하천현황 수자, ,

원현황 수문 및 기상현황 등 각종 수질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
는 한편 호소 또는 부속하천의 수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오염원들과 비점오염원을 조사하

였고 장래의 변동 추정치를 계산하여 수질모델링에 적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단위 구역의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저수지에 유입되는,
오염물질량 산정에 활용되며 그 결과는 다시 수질예측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오염원, .
조사 항목은 인구 현황과 전망 가축 현황과 전망 토지이용 현황과 전망 등이다, , .
조사된 항목들의 값을 토대로 오염부하량을 산출하기 위해 유역별로 원단위에 따른 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을 산출하였다 유역에서 오염부하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오염원별 실측자료를 이.
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고시 제 호에 준하여 부하량을 산정하였다1999-143 .
인구 축산 토지이용의 항목에 대하여 발생부하량을 산정하였고 등의 항목에 따, , BOD, TN, TP
라 총괄해 본 결과 축산에 의한 각 항목별 발생부하량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델을 이용을 위해WASP5 수체의 체적 및 유량 초기조건 경계조건 매개변수 반응상수와, , , ,
시간함수 등을 산정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였다.
수질모델링에서 수는 수질측정지점의 위치 수체의 특성 각 에서의 체류시간Segment , , Segment ,
각 의 체적 등을 고려하여 개로 나누었다 는 임의 값을 준 더미 이므Segment 5 . Segment 4 (D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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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에 자료를 나타내지 않았다 모델 구성의 기초 입력 자료인 각 별 체적과 표Table 2-1 . Segment
면적 등은 년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측량한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와 같다2001 , Table 4-4 .

Table 2-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egment
Segment number Surface area ( )㎡ Average depth (m) Volume ( )㎥

Segment 1 551,250 5.0 2,756,250

Segment 2 840,000 7.0 5,880,000

Segment 3 720,000 9.0 6,480,000

Segment 5 920,000 13.0 11,960,000

경천저수지는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수직적인 성층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수

직적인 구획분할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속방향으로만 구획분할을 하여 차원 모형2
을 구축하였다 이 때 유입유량은 실측한 유량을 사용하였다 모의 결과는 보정 및 검증을 거쳐. .
전문가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였다.
모의하고자 하는 수체에 대해 유량의 유입과 유출이 일어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의 영향을 고

려하기 위하여 시간 변화에 따른 모의 항목의 수질 농도가 입력되어야 한다 수질모의는 년. 1992
측정한 실측농도를 이용하여 수질모의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각 소구역으로 유입되는 경계농도로.
하여 시간 변화에 따라 입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서 모의할 수 있는 개의 매개변수 중 개를 이용하였으며 총 개EUTRO5 14 12 , 42
의 반응상수 중 개의 상수를 고려하여 경천저수지의 수질을 모의하였다25 .
저수지내의 수질모의를 위한 적합한 온도보정계수 등의 여러 매개변수 값은 여러 문헌의 값을

기초로 하였고 반응계수의 입력은 오랜 기간의 시행오차법에 의해 구해졌다.
의 환경적 특성에 대한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는데 사용되는 시간함수에 대해서는Segment

총 개 중 개의 시간함수를 고려하여 모의하였다 시간에 따른 호소 내 수온의 변화는 실측 수22 10 .
온을 입력하였다 또한 월 평균 기온 태양에너지의 세기 주간 광량의 세기 및 풍속의 변화 등도. , ,
실측자료 및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였다 광소멸계수는 투명도를 이용하여 모의하였다. .
기온 일조시간 풍속 일사량 및 일조율 등은 전주기상청에서 최근 년 동안 측정한 자료를 이, , , 8
용하여 월별 평균값을 입력하였다 모델에서는 기상자료의 공간변화를 고려할 수 있으나. WASP5 ,
저수지유역내의 관측소는 개뿐이어서 공간적인 기상변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염도는 포화 용존산1 .
소농도의 계산에 관여하는 항목으로서 하구 및 해양 지역 또는 염분이 있는 지역에서는 염도를

무시할 수 없지만 경천저수지는 담수이므로 염도는 무시하였다.
모의하고자 하는 수질항목별 고형성분의 형태 밀도 용존성분의 백분율 그리고 최대허용농도, . ,
등을 입력하였으며 고형물은 유기물조류무기물 등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본 모의의 각, 3 .․ ․
수질 항목의 초기 농도는 연평균 수질 농도를 입력하였다.
본 모의에서는 년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한 결과 실측치와 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1992
었다 장래의 수질을 예측한 결과 경천저수지의 의 예를 들면 의 장래수질예. , Seg.2 BOD, T-N, T-P
측 모의결과는 인구와 가축의 증가율에 따라 수질모의 값은 년도에는 년BOD, T-N, T-P 2010 2002
에 비해 평균 로 각각 증가 년도에는 평균 년도에는 평균33%, 36%, 20% , 2015 38%, 41%, 27%, 2020

로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43%, 47%, 33% .

전문가시스템.Ⅲ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문가시스템은 수질환경지식을 바탕으로 수질개선 대안을 경험적 추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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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하며 수질모델링 결과가 목표수질 도달에 만족할 경우 생성된 최적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
수질환경지식은 수질평가 수질개선 방법별 분류 대안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가를 통해 획, , ,
득하고 전문가시스템의 지식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저장된다.
전문가시스템 개발도구로는 웹기반 인공지능 툴인 를 사용하였다 프레임과 규칙을 사용WebIS .
하여 지식을 표현하고 경험적 추론에 기초하여 저수지 수질을 판단하는데 기법을 사용하였다AHP .

수질평가3.1
호소의 수질 및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특성인자로는 유역면적의 크기 및 인구 경사도, ,
토지이용형태 토양특성 등이 있다, .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개선사업 및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

자료를 이용한 유형분류를 저수지와 담수호의 수질개선방안 최종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의( ), ,
자료로부터 이용하였다 유형 분류 방법에는 수질항목으로서는 전 등 이 실시한 농업용 저. (2002)
수지의 수질항목간의 상관관계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영양화 지표의 하나인 엽록소 농a(Chl-a)
도와 유기물 지표인 농도를 이용하였다COD .
저수지의 형상을 나타내는 물리적인 인자로서 유효저수량 만수면적 비를 이용하였고/ (ST/WS) ,
와 비를 이용하여 유형화를 실시한 윤 등 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비는 유효Chl-a ST/WS (2003) . ST/WS

수심의 개념이지만 저수지의 부영양화와 깊은 관계가 있는 수표면적 저수량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큰 것은 상대적으로 저수용량이 크고 저수지가 깊은 형상으로서 내부생ST/WS ,
산을 억제할 수 있는 형태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가 작은 것은 수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ST/WS
상대적으로 수광량이 많고 저수지의 깊이가 얕으며 저수용량이 적어 부영양화현상이 발생하기, ,
쉬운 형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과 는 저수지 관리유형 분류 기준이다. Table 3-1 3-2 .
Table 3-1 Classification criterion of Table 3-2 Classification criterion ofreservoirs using Chl-a concentration reservoirs using COD concentration

Division
Classification criterion

ST/WS ratio Chl-a

Ⅰ 5m≤ 25mg/≥ m
3

Ⅱ 5m≤ 25mg/〈 m
3

Ⅲ 5m〉 25mg/≥ m
3

Ⅳ 5m〉 25mg/〈 m
3

Division
Classification criterion

ST/WS ratio COD

C -Ⅰ 5m≤ 8mg/〉 ℓ

C -Ⅱ 5m≤ 8mg/≤ ℓ

C -Ⅲ 5m〉 8mg/〉 ℓ

C -Ⅳ 5m〉 8mg/≤ ℓ

수질개선방법3.2
적용할 수질개선기술의 선정은 설정한 사업목표로부터 분류 기술의 기본요건 오염원별 부하비, ,
율을 감안하여 수질개선 사업으로부터 설정한 목표 대상 삭감부하량 등 의 유지달성이 가능하도록( )
수질개선기술을 조합한 대책의 체계를 작성함으로써 시작된다 설정한 사업목표로부터 분류 수질. ,
개선 기술의 기본요건 수질개선기술의 분석사항과 중요도 수질개선기술 선정 시 기본요건 등을, ,
조사하여 반영하였다.
수질개선 대책의 규모는 대체 안으로서 제안된 수질개선기술에 대해서 장치 시설의 원리 특징, ,
을 검토해서 설정한 목표의 삭감부하량을 만족하는 내용의 대책규모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농업용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염발생원 대책 유입수로 및 저수지내의 대책이 종

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오염원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수질관리측면에서 유리하다 윤. .
등 은 유효저수량 만수면적비 와 부영양화의 지표인 농도와 유기물 지표인(2003) ST/WS ( / ) , Chl-a

농도를 이용한 분류에서 수질관리 기법을 저수지내 대책 저수지외 대책 저수지내외 대책CO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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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분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소의 유형분류에 따르면서 사업규모의 결정등을 고려하.
여 다음의 수질개선기술을 채택하였다 저수지내 대책으로는 저류지 습지 인공식물섬의 기술을. , ,
선정하였다 저수지외 대책으로는 점원 중 인구에 의한 대책으로 마을하수도 설치에 따른 수질개.
선기술을 선정하였고 축산에 의한 대책으로는 축산분뇨의 자원화방법을 선정하였다, .

대안평가3.3
대상저수지의 목표수질은 농업용 저수지로 수질의 환경정책기본법의 농업용수 수질환경기준( )Ⅳ
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래 농촌지역 수질환경개선을 위한다면 농업용저수지의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설정된 목표수질이 현황수질과 비교하여 달성되지 못하였.
을 경우 현재의 상태에서 삭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고 현재의 오염원현황으로 예측하는, ,
년도에 수질이 목표수질에 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 목표연도까지의 삭감방법을 계획할 수 있다.
목표연도 년의 경천저수지 장래 수질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목표연도 년의 오염원 삭감2010 , 2010
을 위하여 저수지외 대책 저수지내 대책 저수지내외 대책을 수립하여 유역 별로 수행한 후 결과, , ․
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웹기반 수질모델링과 전문가시스템 적용.Ⅳ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입력파일을 작성한다 모델링에 사용될 파일은 클라이언트WASP5 . input
측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수정이 완료된 파일은 서버로 업로드 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단 파일 작성 시 파일 이름은 반드시 자 이내의 영문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input 5 8 .˜

과 는 모델링프로그램 로그인과 입력파일 업로드 화면이다Figure 4-1 4-2 .

Figure 4-1 Log-in screen on WASP5 Figure 4-2 Select input file

은 결과화면이다 결과물로는 다시 한 개의 입력파일과 네 개의 결과파일을 출력해Figure 4-3 .
준다 결과화면은 다운로드 및 직접 확인 이 가능하다. (Figure 4-4) .

Figure 4-3 Simulation result screen Figure 4-4 Simulation result (Lake.E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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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Executive procedure of an

Expert System

Figure 4-6 Flow diagram for

counterproposal selection

와 은 전문가시스템 실행과정과 최종대안 선택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Figure 4-5 4-6 .
전문가시스템 최종 실행 결과는 해당 날짜의 수질과 목표수질 그리고 시뮬레이션 실행 결과 수,
질을 하나의 결과화면에 나타내며 중간분석 결과와 세부내용을 저장한 결과테이블 이름을 함께

나타낸다. Figure4-7

Figure 4-7 Final result screen

결 론.Ⅴ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환경 정보를 바탕으로 수질모델을 통해 장래의 수WASP5
질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대응하는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시스

템을 결합하여 웹기반 정보시스템을 구현하였다, .
연구대상 유역의 측정자료들에 대해 수질모형을 적용하고 보정 및 검증을 실시하여 모형의 적

용성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를 인터넷상에서 구현되도록 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WASP5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수질환경관리계획의 정책입안자는 장래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한.
최적대안 제안 도구로 전문가시스템을 이용한 수질관리 계획과정의 모형화를 수행함으로써 수질

개선방안 선정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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