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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질해석모형은 수체 내에 일어나는 수질 현상을 해

석하기 위한 도구로 오염물의 물리․생물․화학적 변

화에 대한 현장조사와 연구결과를 정성적으로 이론화

하여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석과정을 통해 대상 지역의 수질 및 생태 변화를 예

측하고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수질해석모형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

다. 첫째,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 구축을 통해 독성물질 

유출과 같은 실제 현장에서 구현할 수 없는 실험을 가

상으로 실행함으로써, 녹조현상과 같은 수질사고 발생 

시의 상수원 관리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1). 둘째, 하

천사업계획의 실행이나 감조하천에서의 조위 및 유량

조건2)에 따른 오염원의 영향 범위 및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실제 구조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해체하지 않고도 

수리 구조물에 의한 수질 영향을 예측할 수 있어 경제

성이 높다. 셋째, 수질측정이 어려운 미계측 구간이나 

결측값이 발생한 기간의 수질 농도 추정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장점들을 바탕으로 수질해석모형은 수질문

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수질 모니터링 

및 연구 필요성 검토 등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를 예측하여 하천 오염원 저감대책

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수질해석모형은 조류를 비롯한 다양한 수질인자의 

시공간적 변화를 모의하기 위해 다수의 수질인자와 이

들의 이화학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매개변수가 필요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나 기타 공공기

관에서 측정하는 항목이 몇몇 수질인자에 한정되어 있

어 수질모형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실측에 의해 조사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결과의 정확성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3). 조류의 지배인자인 수온, 일사

량, 영양염류 등을 변수로 하는 함수들을 이용하여 조

류의 생장률을 계산하게 되는데, 기존 수질모형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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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함수들의 경우 과거 배양실험과 같은 정지된 수

체 내에서 이루어진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식들이 대부분이고, 실제 하천에는 매우 많은 종류의 

조류가 존재하므로, 각 종에 따라 다양한 발생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기존 물리모형을 이용한 조류

예측에 있어서 이들을 클로로필-a(Chl-a), 남조류, 세포

수 등과 같은 통일된 하나의 수질인자로 보고 기존 생

장률 함수들의 매개변수를 조절하며 모의를 수행함에 

따라 모의결과에 많은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형을 이용한 모의

에 앞서 대상수역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수행하여 해

당수체의 우점종과 이들의 발현특성을 분석하고, 기존

에 사용되고 있는 모형들에서 사용되는 생장률 함수들

의 적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4). 

조류발생 시 조류농도의 변화를 모의하기 위해 

QUAL2K, CE-QUAL-W2, WASP, EFDC5-8) 등 다양한 

수질모델을 사용해왔다. 기존의 수질모델들은 조류의 

생장 및 소멸에 따른 농도변화를 모델에 반영하기 위

해 이송-확산 방정식의 생성/소멸항에 수온, 일사량, 영

양염류 등에 대한 관계식을 포함했다. 그러나 수질모

델에 포함된 관계식들은 제한된 실험조건에서 유도되

어 실제 하천생태계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조

류의 종류에 따른 생장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여 모의결

과에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류의 생장 및 소멸 반응을 감쇠계

수의 변화를 통해 재현하는 등가추적법을 개발하고, 

중․단기 조류 농도 해석 시 발생하였던 모의결과의 

오차를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조류의 생장 및 소멸 반응을 모의할 때 감쇠계수를 단

일값으로 입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차를 수반하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수 년간의 실측 자료가 확보

되어 있는 경우 대상 하천의 적정 감쇠계수의 범위를 

추정하고 매개변수를 검보정하는데 본 연구에서 제안

한 감쇠계수 등가추적법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또한 조류 농도의 중장기 거동을 예측하는 경우 상방

한계를 설정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조류 생장소멸 해석 모형 및 등가추적법

본 연구에서는 EFDC 모형을 이용하여 조류농도의 변

화를 모의하였다. 조류의 생장 및 소멸은 생장률, 기초대

사율, 섭식률, 침강속도, 외부유입량 등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므로 영향인자 및 매개변수의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매개변수

의 보정이 필요한 수질모델을 이용하는 대신 수질모델과 

Fig. 1. Concept of equivalent tracking method.

같은 지배방정식을 사용하는 Dye모형9)에 포함된 감쇠계

수만을 조절하여 조류농도의 변화를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조류의 생장 및 소멸에 

대한 반응항을 감쇠계수의 변화를 통해 재현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등가추적법이라 칭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모의기간 동안의 감쇠계수를 상수로 입력

하여 모의결과의 정확성이나 모형의 적용성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EFDC Dye 모형에

서 감쇠계수를 시계열 자료로 입력하는 방법을 통해 조

류의 생장/소멸 계산 정확도를 높였다. 이를 위해 계산

구간을 분할하여 특정 감쇠계수를 입력하고, Restart옵

션을 이용하여 다음 계산구간의 초기 입력 자료를 생성

하였다. 

3. 동수역학 해석모형의 검증

조류의 생장 및 소멸을 모의하기 위한 모형의 적용 

영역으로 현장 실측자료10)가 확보되어 있고, 조류의 생

장이 이슈화되고 있는 낙동강 강정고령보 ~ 달성보 구

간(Fig. 2)을 선정하였다. 

Fig. 2. Study area ranging from Gangjeong -Goryeong weir to 
Dalsung weir and sections of ADCP measurement.



박인환⋅김성훈⋅송창근

J. Korean Soc. Saf., Vol. 33, No. 4, 201880

Table 1. Simulation conditions for hydrodynamic modeling

Q (m3/s) dt
(s) Layer AHD AHO

(m2/s)QN QK QJ

75.6 34.3 11.8 0.2 10 0.1 0.4

이 구간은 금호강과 진천천이 유입되어 복잡한 흐름

이 발생하는 영역으로, 동수역학 해석모형의 유량 입

력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18일에 ADCP

를 이용하여 유속과 수심 등을 실측하였다. 측정된 유

량은 낙동강 본류(QN)에서 75.6 m3/s, 금호강의 유량

(QK)은 34.3 m3/s, 그리고 진천천의 유량(QJ)은 11.8 

m3/s로 측정되었다. 측정된 ADCP 유량을 상류경계조

건으로 이용하여 동수역학모형의 수치모의를 수행하

였으며 이상의 수치모의 조건을 Table 1에 수록하였다.

동수역학 해석모형의 적용을 위한 매개변수인 수평

난류점성계수의 계산을 위해 Smagorinsky 모형을 사용

했으며, 강정고령보~달성보 구간의 매개변수 보정결과
10)에 따라 Smagorinsky 상수(AHD)는 0.1, 난류동점성계

수(AHO)는 0.4 m2/s로 입력했다. 그리고 준3차원 수치

모의를 위해 연직 Layer를 10개로 지정하여 모의를 수

행했다. Fig. 3은 Fig. 2에 표시된 4개의 측선에서 하폭

(W)으로 무차원화 된 횡방향 거리(y/W)에 따른 수심적

분 된 유속의 변화와 ADCP를 이용한 유속측정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유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유속이 

0.1 m/s 이하로 계산되었으며, 복잡한 흐름이 발생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치모의 결과가 횡방향을 따라 

변화하는 유속의 분포를 잘 재현했다. 

Fig. 3. Verification of transverse velocity profile results via 
measured data of ADCP.

4. 조류의 생장/소멸 모의

4.1 모의조건 및 동수역학모형 검증

EFDC Dye 모형에서 감쇠계수(k)를 조정하여 오염물

Table 2. Simulation conditions for algae growth prediction

dt
(s)

Layer AHD AHO
(m2/s)

k
(/day)

0.2 10 0.1 0.4 -0.05, -0.025, 0.00

질 농도의 생성/소멸을 조절할 수 있다. 즉, k를 양의 

값으로 입력하면 농도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고, 음의 

값으로 입력하면 농도가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따라

서 k값을 조정하여 조류의 생장/소멸을 재현할 수 있

다. Dye 모형을 이용한 Chl-a 농도모의는 동수역학 해

석모형의 적용에서 언급한 강정고령보 ~ 달성보 구간

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의구간 내에는 낙동강의 다산

수질관측소, 금호강의 강창수질관측소, 진천천의 성서

수질관측소가 위치해 있다. k값의 변화에 따른 Chl-a의 

농도변화 민감도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Table 2와 같이 

수치모의 조건을 정하였다.

조류농도 해석을 위한 본류 및 지류의 경계조건은 

각 관측소에서 측정된 Chl-a 농도를 유입조건으로 하

여 Dye 모형을 모의한 후 고령 수질관측소에서 관측된 

Chl-a 농도와 비교했다. 모의기간은 Chl-a 농도의 변화

가 큰 2015년 7월 1일 ~ 7월 31일로 정했으며, Dye 모

형을 이용한 농도모의를 위해서는 동수역학모형의 모

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같은 기간의 유량조건

을 유입유량으로 이용하여 흐름모의를 수행했다. 낙동

강의 유량은 강정고령보의 방류량을 이용했고 금호강

과 진천천의 유량은 관측소의 유량자료가 불충분하여 

2015년 7월 20일 ADCP를 이용해 측정된 유량을 이용

하여 모의를 수행했다. 모의기간동안 7월 9일 낙동강

의 유량이 860 m3/s까지 상승했고 이후 점차 감소하여 

7월 28일에는 27 m3/s까지 감소했다. 강창교 하류에서 

측정된 금호강의 유량은 47.8 m3/s로 측정됐고, 진천천

의 유량은 구라2교 하류에서 4.4 m3/s로 측정됐다. 

본 연구에서는 강정고령보 ~ 달성보 구간에서 측정

된 지형자료를 이용하여 격자망을 구성한 후, 흐름모

의를 수행하였다. Fig. 4는 동수역학 모형의 흐름모의 

결과를 나타낸다. 낙동강 유량의 증가에 따라 7월 9일 

낙동강 본류의 유속이 0.4 m/s 이상으로 계산됐고, 7월 

14일 이후 낙동강 본류의 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본류의 유속이 0.1 m/s 이하로 감소됐다.

계산된 흐름장을 이용하여 여름철 조류발생에 따른 

Chl-a 농도의 증가현상을 모의하기 위해 감쇠계수(k)를 

0/day, -0.025/day, -0.05/day로 변화시켜 수행했다. Fig. 

5는 k=-0.05/day로 입력하여 Dye 모의를 수행한 결과이

다. 7월 9일에는 낙동강 본류 유량상승에 따라 Chl-a의 

농도가 대체로 낮게 계산되었고, 수심이 낮은 양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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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uly 9th (860 m3/s) (b) July 14th (27 m3/s)

Fig. 4. Velocity fields according to flow discharges.

(a) July 9th (b) July 14th

(c) July 18th (d) July 25th

Fig. 5. Temporal change of Chl-a concentrations using dye 
module (k=-0.05/day).

서 Chl-a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7월 14일 이후에는 

유량의 감소와 상류에서 유입되는 Chl-a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Chl-a의 농도가 상승했다. 그리고 7월 25일

에는 낙동강 본류의 Chl-a 농도가 감소됨에 따라 모의

구간 상류의 Chl-a 농도가 감소했으나, 낮은 유속분포

로 인해 이전에 유입됐던 Chl-a가 완전히 배출되지 못

하고 하류부에 집중되며 고령교 하류의 Chl-a 농도가 

증가했다.

Fig. 6. Variation of Chl-a concentration by changing decay 
coefficient.

Fig. 6은 고령 수질관측소에서 관측된 Chl-a의 농도와 

Dye모형 모의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k=0/day로 입

력한 경우, 하천흐름에 의한 혼합만이 이뤄지기 때문에 

조류의 생장/소멸에 의한 Chl-a의 농도변화를 재현하지 

못했다. 따라서 k=0/day을 조건으로 한 계산결과와 비교

하여, 0 ~ 10일까지는 조류의 생장에 의한 농도상승, 10 

~ 21일까지는 소멸에 의한 농도감소, 21일 ~ 34일까지

는 다시 생장에 의해 농도가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조류의 생장/소멸을 재현하기 위해 Table 2와 같

이 k값을 조절했다. k=-0.025/day와 k=-0.05/day로 변경

하며 모의를 수행한 결과, 0 ~ 10일 동안 농도가 상승하

는 경향을 나타냈다. k=-0.05/day를 감쇠계수로 입력한 

경우, 9일 이후까지 Chl-a의 농도를 거의 정확하게 나타

내었으나, 모의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모의결과의 오차

가 점차 증가했다. k=-0.025/day로 입력했을 때 k=0/day

를 입력하여 계산한 농도에 비해 약 11% Chl-a의 농도

가 증가했고 k=-0.05/day로 입력했을 때 농도가 약 24%

로 증가했다. 따라서 k의 절대값에 비례하여 농도가 상

승 또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2 감쇠계수 조절을 통한 조류의 생장/소멸 재현

앞서 언급한 모의결과와 같이 전체 모의시간에 대해 

동일한 감쇠계수를 입력하는 경우 조류의 생장/소멸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모의기

간이 길어짐에 따라 초기에 입력된 감쇠계수로 인한 

오차가 점차 증가하며 모의결과가 관측결과와 상이하

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변화하

는 감쇠계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EFDC의 restart 옵

션을 사용하여 모의를 수행했다. EFDC에는 Fig. 7과 

같이 이전 모의결과를 새로운 입력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restart option을 제공하고 있어 모의기간을 분할하

여 새로운 감쇠계수를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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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tart option in EFDC.

Fig. 8. Comparison of Chl-a concentration between single- 
valued decay coefficient and switched one. 

Restart 옵션을 적용하여 k의 변화에 따른 Dye 모형 

모의결과를 비교했고 수치모의 조건은 Table 2와 동일

하게 입력했다. Fig. 8은 고령 수질관측소에서 Chl-a의 

농도변화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모의 후 10일까지는 

k=0/day를 입력한 모의결과와 동일하게 계산됐고, 10일 

이후에는 k=-0.1/day를 적용하여 Chl-a의 농도가 k=0/day

를 적용한 결과보다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10일 이후에는 k=0/day를 적용한 결과와 비교하여 농도

가 평균적으로 46% 상승하여 감쇠계수의 변화가 잘 반

영되었다. 따라서 Restart 옵션을 사용하면 기간별로 다

른 감쇠계수의 적용이 가능하며 농도 모의결과에 변화

를 줄 수 있다. 

Fig. 9은 Restart 옵션을 사용하여 기간에 따라 감쇠계

수를 변화시켜 Chl-a의 농도변화를 보정한 결과이다. 

Fig. 6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k=0/day를 적용한 수치모

의 결과는 조류의 생장/소멸이 발생하는 않는 조건을 

나타내며, 이를 기준으로 실측농도가 상승하는 기간을 

생장, 감소하는 구간을 소멸이 발생하는 기간으로 분류

했다. 그리고 k값에 따른 농도변화 민감도분석 결과를 

통해 k가 0.025/day 감소 시 농도가 약 12% 상승하는 결

과를 나타냄에 따라, 각 생장/소멸 기간에 적합한 k값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 ~ 7월 6일 동안에는 k=-0.05/ 

day를 입력하고, 7월 6일 ~ 7월 18일은 k=0.05/day, 7월 

18일 ~ 7월 21일은 k=-0.1/day, 그리고 7월 21일 ~ 7월 

31일은 k=-0.025/day로 입력하여 모의결과를 보정했다. 

Fig. 9. Result improvement by adopting equivalent tracking 
method of decay coefficient.

감쇠계수의 보정결과로부터 7월 18일에 급격히 상승된 

Chl-a의 관측결과와 같이 모의결과의 농도 또한 상승했

고, 7월 21일 이후 k=-0.025/day로 조절하여 Chl-a의 농

도를 감소시켰다. 모의결과로부터 감쇠계수의 조정을 

통해 Chl-a의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요약 및 결론

수질모델에 입력되는 다양한 수질인자들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질모델에 포함된 여러 매개변수들

은 모의결과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매개변수를 보정하

는 대신 Dye 모형의 감쇠계수만을 보정하여 Chl-a의 

농도변화를 모의하는 방법을 제안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조류의 생장/소멸에 대한 

Chl-a 농도의 증감을 감쇠계수의 변화를 통해 재현할 

수 있다. 둘째, 감쇠계수의 변화에 비례하여 Chl-a의 농

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매개변수의 보정이 비교적 간편

하다. 셋째, 모의기간에 따라 감쇠계수를 시계열 자료

로 입력하여 Chl-a의 농도변화를 비교적 잘 나타낼 수 

있었다. 수 년간의 실측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대

상 하천의 적정 감쇠계수의 범위를 추정하고 매개변수

를 검보정하는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등가추적법이 유

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또한 조류 농도의 중장기 거

동을 예측하는 경우 상방한계를 설정하는데에도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등가추적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감쇠계수의 시계열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EFDC

에서는 감쇠계수의 시간변화를 주기위해서 Restart옵션

을 통해 계산을 나눠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따

라서 Dye모형의 지배방정식에 포함된 생성/소멸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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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쇠계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입력하는 해석엔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감쇠계수의 시계열 입력

을 위한 전처리과정의 변경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수

질모니터링 결과로부터 조류농도의 년 단위 변화가 누

적된다면 감쇠계수 시계열자료 변화 또한 용이해질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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