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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Doam watershed in Korea has been 
managed for the reduction and the prevention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since 2007. Especially, the water quality of 
the Doam reservoir is a primary issue related to the Doam 
dam reoperation. We have carried out the modeling to 
evaluate the water quality based on suspended solids (SS) of 
the Doam watershed and the Doam reservoir. Two powerful 
hydrological and water quality models (HSPF and 
CE-QUAL-W2) were employed to simulate the combined 
processes of water quantity and quality both in the upland 
watershed of the Doam reservoir and the downstream 
waterbody. 
METHODS AND RESULTS: The HSPF model was calibrated 
and validated for streamflow and SS. The CE-QUAL-W2 
was calibrated for water level, water temperature, and SS 
and was validated for the only water level owing to data 
lack. With the parameters obtained through the appropriate 
calibration, SS concentrations of inflow into and in the 
Doam reservoir were simulated for three years (2008, 2004 
and 1998) of the minimum, the average, and the maximum 
of total annual precipitation during recent 30 years. The 
annual average SS concentrations of the inflow for 2008, 

2004, and 1998 were 8.6, 10.9, and 18.4 mg/L, respectively 
and those in the Doam reservoir were 9.2, 13.8, and 21.5 
mg/L. 
CONCLOUSION(s): The results showed that more intense 
and frequent precipitation would cause higher SS 
concentration and longer SS’s retention in the reservoir. 
The HSPF and the CE-QUAL-W2 models could represent 
reasonably the SS from the Doam watershed and in the 
Doam reservoir. 

Key Words: Based on suspended solids (SS), CE-QUAL-W2, 
Doam reservoir, HSPF

서  론

최근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토사유출은 농업의 현대화와 

기계화에 따라 긴이랑 형태의 넓은 경작지 조성, 토양개량 목

적 보다는 연작피해 복구나 작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객토, 
하천 및 구거변의 식생대나 밭두렁, 수로 등을 훼손과 같은 

인위적인 경작활동으로 인해 주로 발생된다(Gangwondo, 
2010). 특히 수계 상류유역에 위치한 해발 400 m 이상의 고

랭지 지역은 토사와 함께 각종 화학물질 및 퇴비 등이 유출 

될 경우 수질에 악영향을 끼친다(Lee et al., 2011). 이러한 

고랭지 농업지대에서 감자ㆍ배추 등 채소류 위주의 연작재배

가 이루어 질 경우, 밭은 약 7∼10개월 정도 나지상태가 되

므로 강우유출수에 의한 토양유실 위험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Joo and Lee, 2011). 
댐이나 호소 상류에 위치한 고랭지 밭 등으로부터 강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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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는 다량의 토양유실은 호 내 수질 및 수생태 건전성을 

악화시키는데, 이러한 토사 유입은 도암호 수질관리에 있어서

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히 도암댐 수력발전방류수로 야기

된 강릉 남대천의 수질문제로 2001년부터 발전이 중단되면

서, 도암호 수질은 한국수력원자력, 강릉시 등의 큰 관심 대

상이 되었으며 여전히 발전재개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

다. 환경부 역시 도암호 수질관리를 위하여 호 상류지역인 평

창군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환
경부고시 제2007-127호). 관리 대상물질은 SS로서 5 mg/L 
이하로 2017년까지 3년 평균 연속 2회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대책의 시행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더 효율적인 

비점오염관리대책의 이행을 위해서는 현재 수립된 대책들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유지

관리가 어렵거나 효과가 없는 대책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

련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비점오염원 관리에 있어서 관련 지

식과 경험의 부족,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적 요인 등의 불확실

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목표와 이행평가방법을 수립하

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암호 유역에서 이행되고 있는 비점오염원 관

리대책 평가의 선행 연구로서 우선 도암호 유역과 도암호의 

탁수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였다. 실질적으로 도암호 

유역에서 강우시 유출되는 토사 유출 해석에 필요한 유량 및 

수질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료 분석만으로 도암호 탁수거

동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므로 유역 및 수질 모델을 이용하였

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유역의 토양유실과 그 영향 분석 

등을 위하여 다양한 모델들을 활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는 HSPF(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Fortran; 
Bicknell et al., 1997)와 CE-QUAL-W2(Cole et al., 1999)
를 고려하였다. HSPF는 유역의 강우-유출해석(Brun and 
Band, 2000; Cho et al., 2008; Choi and Deal, 2008), 토
양유실을 포함한 비점오염물질의 거동분석(Hunter and 
Walton, 2008; Ribarova et al., 2008), 수질개선과 홍수 재

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유역오염관리대책평가(Donigian et 
al., 1997; Luo et al., 2006; Yoon et al., 2007) 등과 관련

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역모델이다(Jeon et 
al., 2009). 또한 CE-QUAL-W2는 미국공병단에서 개발된 

횡방향 2차원 수리ㆍ수질 해석 수치모델로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저수지는 길이와 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며 수심

이 깊어 수온성층화가 수체의 수리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국 저수지에 대한 모델링에 주로 적용되었다

(Chung and Gu, 1998; Kim et al., 2001; Chung, 2004; 
Chung et al., 2007; Sullivan et al.,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암호 유역에 대한 HSPF와 CE- 
QUAL-W2를 이용하여 유역 및 호소 수질 모델을 구축하여 

도암호 유역의 수계와 호 내 SS 거동을 평가하였다. 또한 강

우특성이 다른 연도에 대한 모델링을 통하여 상이한 기상조

건 하에서 SS 거동의 변동을 파악하여 도암호 유역의 효과적

인 토양유실 관리대책의 이행과 평가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

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연구대상지역

연구 대상 지역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속하는 도암

호 유역으로 동경 128° 37‘∼128° 47’, 북위 38° 35’∼38° 
47’에 위치해 있다(Heo et al., 2006). 도암호 유역의 면적은 

149.42 km2이며, 5,441명(‘10년)이 거주하고 있다. 도암호 유

역은 해발 772.4 m의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동절기에는 북동

기류의 영향으로 기상변화가 심하고 대설현상이 많다. 해발 

400 m 이상인 고랭지 경작지는 무, 배추 등 하절기 채소재배

의 적지로 전 경작지(24.7 km2)가 해당된다. 도암호 유역은 

해발 600∼800 m의 경작지가 65.2%(16.1 km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1000 m 이상의 경작지도 0.12%(0.031 km2) 분포

하고 있다.

Fig. 1. Doam reservoir watershed, Korea.

도암호 유역모델(HSPF) 구축

HSPF 모형의 수문성분은 지표수유출(surface runoff), 
복류수(interflow) 그리고 지하수(baseflow)로 구성된다. 각
각의 수문은 불투수면과 투수면으로 구분되어 유출되는데, 불
투수면 지역은 지표유출과 증발산량을 통해 배출되고, 투수면 

지역은 surface, upper, lower, ground water로 구분하여 

3개의 지표유출수, 복류수, 지하수로 구성된다. HSPF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치고도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 하천도, 토지피복도가 필요하다. DEM은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5m×5m로 구축하였고, DEM과 하천도를 이용하여 

총 11개의 소유역으로 구분하였다. 토지피복도는 1:25000의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HSPF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변환하

여 사용하였다. 기상데이터 구축을 위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대관령 기상관측지점의 6가지(강수량, 대기온도, 이슬점온도, 
운량, 풍속, 일사량) 시간별 기상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증발량

과 증발산량은 WDMUtil(기상데이터 구축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생성하였다. 구축된 도암호 유역 HSPF는 11개의 소유

역중 6개의 소유역에 Hoe 등(2010)이 조사한 자료를 참고하

여 9개의 BMP가 적용되었다. 저감시설의 종류는 식생수로와 

침사지를 적용하였다. 식생수로는 1, 4, 7, 9번 소유역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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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km2가 적용되었고, 침사지는 1, 2, 4, 7, 9번 소유역에 

총 3.2 km2가 적용되었다. SS 저감효율은 HSPF에서 제공되

는 수치(식생수로:75%, 침사지:85%)를 사용하였다.

CE-QUAL-W2 모형 구축

우리나라 대부분의 인공저수지와 같이 길이가 폭에 비해 상

대적으로 길며 수심이 깊은 경우, 수온성층화가 수체의 수리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방향과 수심방

향을 모의할 수 있는 횡방향 평균 2차원 모델(CE-QUAL-W2)
이 주로 적용되었다(Chung and Gu, 1998; Kim et al., 2001; 
Chung, 2004; Sullivan et al. 2007). CE-QUAL-W2 모형의 입

력자료는 지형 자료, 초기 조건, 경계 조건, 수리학적 매개변

수, 반응 매개변수 그리고 보정 및 검증자료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먼저 지형자료(bathymetry)는 Lee(2005)가 측정한 수

심측량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기상자료(대기온도, 이슬

점, 풍속, 풍향, 운량)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대관령 관측지점

에서 측정한 시자료를 사용하였다. 호 내 일유입ㆍ방류량은 

한전수력원자력에서 측정하여 국가 수자원관리 정보시스템

(WAMI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고, 유입수질은 

HSPF에서 모의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유입수온은 실측자료를 

사용해야 하나 도암호 유입수온에 대한 측정자료가 부재하여 

Stefan and Preud’homme(1993)가 개발한 식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식 1에서 는 수온이고, 는 평균기온이

다. Fig. 2는 HSPF에 구축된 subbasins와 CE-QULA-W2에 

구축된 segment를 나타낸다.

  
 (1)

Fig. 2. HSPF catchments map of the Doam reservoir 
watershed and CE-QUAL-W2 segment definition map of
the Doam reservoir.

모형의 정확성 평가방법

HSPF 및 CE-QUAL-W2 모형 비교시 %Diff. (ASCE, 

1993), 평가시 결정 계수(R2)와 유효 지수(Effective Index)
를 이용하였다. 유효지수 산정은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NSE; Nash and Sutcliffe, 1970). 식 (2)은 결정 

계수(R2), 식 (3)는 %Diff., 식 (4)은 NSE 산정 공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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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O i
는 실측 유출량(m3), P i

는 모형에서 산정된 

일별 유출량(m3), 는 모형에서 산정된 유출량(m3)의 평균, 
O i

는 실측 유출량(m3)의 평균이다. %Diff.의 값이 0에 가

까울수록, NSE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의 예측치가 실측

치를 잘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1은 Donigian(2000)
이 제시한 목적함수 평가 기준이다.

Very Good Good Fair Poor

%Diff.
Flow <10 10∼15 15∼25 >25

Sediment <20 20∼30 30∼45 >45
R2 >0.8 0.7∼0.8 0.6∼0.7 <0.6

Table. 1 General Calibration/Validation Targets or Tolerances
for HSPF Applications  (Donigian, 2000)

SS 거동해석을 위한 강우 시나리오

토양 및 토지이용 뿐 아니라 기상특성에 영향을 받는 토양

유실은 특히 강우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Ye et al.(2009)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강도의 증가, 유출량 및 첨두유량의 증

가로 표층토양의 유실이 증가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본 연

구에서는 강우조건에 따른 도암호 유역 및 도암호의 SS 거동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관령 기상관측소의 최근 30년간

(‘81∼’10년) 연강수량 자료로부터 연최소, 연평균, 연최대 강

수년을 선정하였다. 30년간 발생된 최대 연강수량은 1998년

의 2998.3 mm, 최소 연강수량은 2008년의 1128.6 mm이며, 
연강수량의 30년 평균값은 1815.1 mm로서 이는 2004년에 

발생한 1815.5 mm와 가장 유사하였다. 연강수량의 최대ㆍ
최소ㆍ평균값이 발생한 연도에 대한 월별 강수량은 Fig. 3과 

같다. 월별 강수량에 대한 3개년 자료의 표준편차는 7월이 

211.8 mm로 가장 크고 6월(185.0 mm), 8월(187.4 mm), 9
월(167.1 mm)이 높은 편차를 나타내었다. 이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한 큰 강우사상이 연강수량의 크기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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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ater year with the maximum total annual 
precipitation 
**: the water year with the average total annual precipitation
between thirty years (1981∼2010)
***: the water year with the minimum total annual 
precipitation

Fig. 3. Monthly precipitation for 1998*, 2004** and 2008***.

결과 및 고찰

도암호 유역 수질모의를 위한 HSPF 모형의 보ㆍ검정 결과

2009년에 관측된 도암호 유입 일유량 자료를 이용하여 

HSPF 모형의 매개변수를 보정하고 2010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의 일유량을 모의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유량 보정

시 INFILT(0.02 in/hr, 토양의 침투용량), DEEPER(0.4, 불
활성 지하수층으로의 유입비율), IRC(0.62 1/day, 합류의 역

류 변수)가 주된 매개변수로 사용되었다. 모형 보정 결과 R2

는 0.86, %Diff.는 4.5, NSE는 0.85로서 Donigian(2000)의 

기준에 따르면 R2와 %Diff. 모두 ‘매우 좋음’으로 나타났다. 
모형 검증 결과 R2는 0.63, %Diff.는 15.5, NSE는 0.62로 산

정되어 R2와 %Diff. 모두 ‘보통’으로 나타났다. HSPF 모형

의 유량 적용성 평가 결과 실측 유량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질항목인 SS는 환경부 수질측정지점인 송천1 지점의 월 

1회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검ㆍ보정하였다. SS 보정시 

주로 사용된 매개변수는 KRER(0.1, 토양 특성에 따른 분리 

계수), KSAND(1.3, HSPF 토양부하공식 계수), EXPSND 
(HSPF 토양부하공식 지수)이다. 모형 보정 결과 R2는 0.7, 
%Diff.는 17.7, NSE는 0.63이었으며, 검증 결과 R2는 0.76, 
%Diff.는 33.7, NSE는 0.40이었다(Fig. 5, 6). 즉, 보정 결과 

R2은 ‘좋음’, %Diff.는 ‘매우 좋음’으로 나타났고 검증 결과 

R2는 ‘좋음’, %Diff.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Fig. 4. HSPF model calibration for the 
streamflow from January to December, 
2009.

Fig. 5. HSPF model validation for the 
streamflow from January, 2010 to August,
2011.

Fig. 6. HSPF model calibration for the 
suspended solids from January, 2009 to 
Decemb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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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SPF model validation for the 
suspended solids from January, 2010 to 
August, 2011.

CE-QUAL-W2 모형의 정확성 평가 결과

도암호 수질모의를 위하여 먼저 CE-QUAL-W2 모형의 

수위, 수온, SS에 대한 정확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수위 보정

시 CE-QUAL-W2에서 제공하는 waterbala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모형 보정 결과 R2는 0.94, %Diff.는 0.005, 
NSE는 0.93으로 산정되었으며, 검증 결과 R2는 0.92, %Diff.
는 0.001, NSE는 0.92로서 수위에 대한 모의는 아주 잘 수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Fig. 8, 9). 
수온변화는 호 내 부유물질 거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

온에 대한 정확성 평가가 필요하다. 수온 보정시 AX(1 m2/s, 
흐름방향 와점성율), DX(0.1 m2/s, 횡방향 와확산율), BETA 
(1.3, 태양복사에너지 중 수표면에 흡수되는 에너지의 비율) 
등이 주된 매개변수로 사용되었다. 2010년 6월 22일에 실측

한 수온과 비교한 결과 R2가 0.84로 나타났고, 2010년 7월 

20일에 실측한 수온과 비교한 결과 R2가 0.95로 나타나 수온

보정결과가 실측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0, 11). 

한국수력원자력은 도암호 말단에 방류수 수질개선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수질개선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탁도(turbidity)를 측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자체적으로 SS 농도를 측정하고 있으나 자료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탁도와 SS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측정된 탁도를 

SS로 환산하여 모형을 보정하는데 사용하였다. Fig. 12는 SS
와 탁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CE-QUAL-W2 모형 보정

시 부유물질 침전율을 0.3 m/day로 적용하였다. Fig. 13과 

14는 SS 보정 후 실측자료와 비교한 그래프이다. 보정결과 

R2는 0.80, %Diff.는 13.8, NSE는 0.78로 CE-QUAL-W2 
모형을 이용하여 산정된 SS 농도가 실측치를 잘 반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 8. CE-QUAL-W2 model calibration for
the water level from January, 2009 to 
December, 2009.

Fig. 9. CE-QUAL-W2 model validation for 
the water level from January, 2010 to 
August, 2011.

Fig. 10. CE-QUAL-W2 model calibration 
for the water temperature on June 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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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E-QUAL-W2 model validation 
for the water temperature on July 20, 
2010.

Fig. 12. Relationship between SS and turbidity.

Fig. 13. CE-QUAL-W2 model calibration for the suspended
solids from January, 2010 to July, 2011.

Fig. 14. CE-QUAL-W2 model calibration 
for the suspended solids from November, 
2010 to July, 2011.

호 내 수온 및 SS 분포

CE-QUAL-W2를 이용한 도암호 내 SS 및 수온의 수평ㆍ
수직 분포 모의를 Fig. 15과 16에 제시하였다. 2009년 9월 7
일에 132 mm의 강우사상이 발생하는 동안 200 mg/L 이상

의 SS가 유입되어 약 10일간 표층부터 수심 15 m까지 고탁

수 상태를 유지한다. 이후 2009년 8월 11일 51 mm의 강우

사상이 발생하기 전까지 수심 5 m∼20 m에서 탁수가 정체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4월 30일의 유입수 수온

은 7.8 ℃이며, 표층부터 수심 10 m 까지는 수온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수심 10 m 이하의 수심에서는 거의 수온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5월 26일의 경우 표층부터 서

서히 수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며 수층별로 수온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여름철에는 표층부터 수심 10 m 까지 25 ℃이상 

상승하나 수심 25 m 이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5, 16).

Fig. 15. Suspended solids concentration profiles in the 
Doam reservoir.

Fig. 16. Water temperature profiles in the Doam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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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 시나리오별 SS 거동 모의

구축된 HSPF 및 CE-QUAL-W2모델을 이용하여 다른 

강우조건(최대ㆍ최소ㆍ평균 연강수년)에 대한 도암호의 유입

수의 유량 및 SS 농도, 도암호 내에서의 SS 농도를 모의하였

다. Fig. 17∼19에 제시한 3개년의 시간에 대한 SS의 농도 곡

선으로부터 HSPF로 모의된 도암호 유입수와 CE-QUAL-W2
로 모의된 호 내 SS 농도는 높은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SS의 농도 곡선의 감쇄속도를 살펴보면 유입수의 SS 농도에 

비해 호 내 SS 농도가 천천히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30년간 연강수량이 최소인 2008년에는 7월 24일에 발생

한 오직 하나의 대규모 강우사상이 호 내 탁수 문제를 발생시

키고 있는데, 도암호 유입수의 SS 농도는 약 700 mg/L, 호 

내 농도는 약 250 mg/L까지 증가하여 다소 정체된 후 감소

하였다. 그 외 다른 소규모 강우사상은 호 내 SS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평균 연강수량에 유사한 2004년의 

경우, 7월에서 9월 사이에 연속적으로 발생한 강우사상이 도

암호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유입된 SS는 호 내에서 정체되어 고농도 상태로 지속되는 것

으로 모의되었다. 연강수량이 최대인 1998년의 강우사상을 

살펴보면 강우량이 많을 뿐 아니라 강우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도암호 유입수와 호 내의 SS 농도는 다른 해

에 비해 높으며 호 내 SS 농도가 25 mg/L를 초과하는 일수

가 105일로 1998년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호소의 수질 및 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유입수

의 연평균 유량 및 SS 농도와 호 내 말단지점 연평균 SS 농
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최소ㆍ평균ㆍ최대 연강수년에 

해당하는 도암호 유입수의 평균유량은 각각 3.6, 6.4, 11.1 
m3/s로서 강수량이 많이 발생할 수 록 상류유역에서 유출되

는 유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 때 도암호 유입수의 연평

균 SS 농도는 8.6, 10.9, 18.4 mg/L로 유역의 강수량 및 유

출량이 증가할수록  농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호 내 연평

균 SS 농도는 9.2, 13.8, 21.5 mg/L로서 유입수의 농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호소에서 SS가 체류되는 현상

을 잘 보여주고 있다.  

Year
Total annual 
precipitation 

(mm)

Inflow of the Doam 
reservoir

SS 
concentration 
in the Doam 

reservoir 
(mg/L)

discharge
(m3/s)

SS 
concentration

(mg/L) 
2008 1128.6 3.6 8.6 9.2
2004 1815.5 6.4 10.9 13.8
1998 2998.3 11.1 18.4 21.5

Table. 2 Annual average of simulated results for different 
precipitation conditions (1998, 2004, and 2008) 

Fig. 17. Comparison of suspended solids concentration at
the outlet of the Doam watershed and in the Doam 
reservoir in 2008.

Fig. 18. Comparison of suspended solids concentration 
at the outlet of the Doam watershed and in the Doam 
reservoir in 2004.

Fig. 19. Comparison of suspended solids concentration
at the outlet of the Doam watershed and in the Doam 
reservoir in 1998.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인 도암호 유역에 대

한 논의에 필요한 도암호 수질 거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HSPF와 CE-QUAL-W2 모델을 구축하여 검ㆍ보정하고  최

근 30년간 발생된 연강우량의 최소치ㆍ최대치ㆍ평균치를 갖

는 2008년, 1998년, 2004년에 대한 도암호 유역과 호 내의 

SS 거동을 모의하였다.
도암호 유역 유출구의 유량(도암호 유입량)에 대한 HSPF 

모형 보정 결과 R2와 %Diff.는 ‘매우좋음’, 검정 결과 두 지



CHOI et al.120

수 모두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SS 보정에서 R2은 ‘매우좋

음’, %Diff.는 ‘좋음’으로 나타났으며 검정에서 R2는 ‘좋음’, 
%Diff.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도암호 수위에 대한 CE- 
QUAL-W2의 보ㆍ검정에서 R2와 %Diff.는 모두 ‘매우좋음’
으로 평가되었으며, SS에 대해서는 보정시 R2는 ‘좋음’, %Diff.
는 ‘매우좋음’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HSPF와 

CE-QUAL-W2는 도암호 유역 및 도암호의 수질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게 보정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모형 검정결과의 신

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SS의 관측횟수를 늘려야 하며 특히 

강우발생시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구축된 CE-QUAL-W2 모형에서 도암호 내 SS 거동을 평

가하기 위하여 SS 및 수온의 수평ㆍ수직 분포를 모의하였다. 
SS의 호 내 장기 체류현상과 수온의 성층현상(봄철 수심 10 
m까지, 여름철 25 m까지)이 잘 모의되고 있었다. 또한 최근 

30년간 연강수량의 최소치ㆍ평균치ㆍ최대치를 갖는 2008년, 
2004년, 1998년에 대한 도암호 유역 및 호 내 SS 농도를 모

의하였으며, 그 결과 일정 규모 이상에서 호 내 SS의 정체 현

상과 후속 강우사상으로 인해 연속하여 SS가 유입될 경우 정

체가 더욱 심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암호 유역에 

대한 유역기반의 수질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도암호 유역 및 

호 내 SS 거동을 살펴보았다. 상이한 강우조건에 대한 모의 

결과로부터 1998년과 같이 대규모 강우가 높은 빈도로 발생

되는 경우,  도암호 유역에서 발생하는 토양유실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현재 토양유실 저감

시설은 강우조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데, 일정 강우 규모 및 

조건에 대해서 토양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관리체

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모

델을 기반으로 향후 상류유역에서 이행되고 있는 관리대책을 

평가하고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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