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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경안천 하류구간(13.8㎞)을 상으로 SMS의 RMA2모형과 SES2D모형을 이용하여

2002년 경안 측소의 최 홍수 를 기록한 8월 7일의 수리분석을 실시하 다.RMA2모형을 용하

기 하여 RIMGIS데이터의 하천측량자료를 이용하여 입력자료로 활용하 으며,생성된 지형자료를

2차원 유한요소망으로 변환하여 모형을 수행하 다.본 연구에서는 부정류 상태의 모의를 용하

으며,모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자에 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실시한 민감도 분석결과를 고려하

고,기타 입력인자는 통계연보 하천정비계획서를 참고하 다. 한 상하천에 SED2D모형을

용하여 홍수사상에 한 하천의 하상 변동에 한 모의를 실시하 으며, 상 하천의 홍수시 유속

은 0.05～3.85m/s의 분포로 상류와 하류의 큰 차이를 보 고,하상변화는 0.0003～0.0135m가 발생하

다.
2

주요어:SMS,RMA2,SED2D,RIMGIS,유한요소모형

ABSTRACT

ThepurposeofthisstudyistoanalyzevarioushydrauliccharacteristicsusingSMS(SurfaceWater

ModelingSystem)RMA2model.Itisbasedon2-Dfiniteelementmethod.Riverreaches(13.8km)

fromGyeongangaugestationtotheinletofPaldanglakewasselected.Finiteelementwasmadeby

RIMGISData,andtheanalysisofriver-changeswasoperatedbyunsteadyflow.Thesediment

concentrationandbedchangewassimulatedusingSED2D model.ThisRiver'svelocitywas

distributedthat0.05～3.85m/sandbedchangewaschangedabout0.0003～0.0135m.

KEYWORDS:SMS,RMA2,SED2D,RIMGIS,FiniteElement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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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재 부분의 하천 리에서 흐름의 분석은

하천 구간내의 1차원 분석이 주가 되어져 왔으

나 1차원 분석은 하천 단면에 따른 수면차,유

속분포를 분석할 수 없다는 단 을 갖고 있다.

특히 유량 유속이 속도로 늘어나는 홍수

시에는 평소보다 하상 홍수터에 큰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오차가 더욱 커질 수 있

다.유사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홍수 발생

시 하상변화는 단면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

으로 가정하며 분석하기 때문에 많은 오차를

수반한다. 재 국내에서는 측량자료의 이용과

모형의 용이한 용을 이유로 1차원 수리해석

모델인 HEC-RAS모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

나 실제 하천은 시간에 따라 흐름 특성이 변하

는 부정류이고 이를 효과 으로 모의하기 해

서는 2차원 모델링이 더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SMS는 2차원 모형으로 사행하천의

흐름 특성과 만곡부에서의 종․횡방향 수면경

사 양안의 수면차와 합류지 의 횡방향 흐

름등의 향을 고려할 수 있으며 1차원모형과

는 달리 단면에 걸쳐 유속 수 분포를

나타낼 수 있어 실제흐름에 가까운 수리량을

얻을 수 있다.특히 SMSRMA2모형은 2차원

유속벡터와 자유수면의 표고 등을 하천측량자

료를 이용해 만들어진 유한요소망의 각 에

서 계산하므로 지형학 자료를 쉽게 용할

수 있고,시간에 따른 유량,수 를 값 는 곡

선으로 입력하여 모의할 수 있고,시간에 따른

wet/dry부분도 모의가 가능하다. 한,SED2D

모형을 이용함으로써 하천의 유사퇴 하상

변동을 모의하여 홍수발생시 단면변화에 따른

하상변화에 한 분석이 가능하고,RMA4모

형은 하천의 수질모의가 가능하다.

하천흐름의 동수역학 해석을 한 여러

가지 수치해석기법들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곽 성(2001)은 하천․해안에서의

RMA2와 SED2D모형의 용성을 검토하 고,

최민하(2001)는 SMS를 이용하여 장․단기 하상

변동을 해석하 다. 한,김 복(2003)은 SMS

모형을 이용한 하상변동을 측하 다.박성민

(2001)은 만곡수로에서 확산계수특성 분석을

해 RMA4모형에 한 용을 시도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

으로,아직까지 유한요소모형이 용된바 없는

경안천 하류구간에 국가하천 리지리정보시스

템(RIMGIS)데이터를 이용하여,SMS의 용

을 시도하 다.SMS를 이용한 2차원 하천 흐

름 특성 분석을 통하여 보다 유용한 하천 리

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모형의 기본 이론

본 연구에서 용한 SMS는 미국 Brigham

Young 학의 환경모형연구실(Environmental

ModelingReasearchLab.)과 미공병단(USACE)

내의 수로실험국(Water-way Experimental

Station,WES),그리고미연방고속철도청(Federal

HighwaysAdministration,FHWA)등에서 개발

한 로그램으로서 지속 인 개발을 통해 재

8.0버젼이 상용화 되고 있으며,GFGEN 모형,

RMA2모형,RMA4모형,SED2D모형 등으로

구성되어,하천의흐름을분석하는데 후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GUI(graphicaluserinterface)형

식으로 개발된 수리모형이다.GFGEN 모형은

ASCII지형 일을 RMA2모형에서 사용가능한 2

진 일(binaryfile)의 형태로 환시켜주는 일종

의 처리기로써 유한요소망을 구성하는 격

(node) 요소(element)에 한 정보를 읽어 들

여 오류 확인 계산 소요시간단축을 해 격

번호를 다시 부여(renumbering)한다.

RMA2모형은 RMA (ResourceManagement

Associates)에 의해 개발된 2차원 유한요소 모

형으로써 모형의 지배방정식은 수심을 분한

유체의 연속방정식과 2차원운동량방정식을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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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h는 수심,u,v는 직교좌표계에서의

유속,x,y,t는 직교좌표계와 시간,ρ는 유체의

도,E는 난류교환계수(for,xx는 x방향 평면

의 법선 난류교환계수,yy는 x방향 평면의 법

선 난류교환계수,xyandyx는 x,y방향 평면

의 선 난류교환계수),g는 력가속도,a는

하상표고,n은 Manning's조도계수,ζ는 바람

응력계수,Va는 풍속,Ψ는 풍향,ω는 지구자

각속도,Φ는 도이다.

식 (1),(2),(3)은 가 잔차 Galerkin방법의

유한요소법에 의해 풀렸으며,요소는 1차원

는 2차원 사각형,삼각형이 하천이 될 수 있으

며,곡선이 하천의 한 변으로 사용될 수 있다.

형상함수는 유속에 해서는 2차함수이며,수

심에 해서는 1차함수이다.공간에 한 분

법은 Gaussian 분법이 사용되었으며,시간에

한 미분은 비선형 유한 차분 근사법에 의해

계산되었고,변수들은 많은 각 과시간간격에

의해 추정되었다.해는 완 음해법에 의해 계

산되고 각 시간단계에서의 방정식은 Newton-

Raphson비선형 반복법에 의해 결정된다.

SED2D 모형은 WES의 Ariathurai(1974)에

의해 STUD-H라는 로그램으로 처음 개발되

어, 재의 SED-2D로 발 되었다.SED-2D

모형은 모래 토질 하상의 모의는 가능하

지만,한가지의 표유효입경만을 고려 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의 입경을 갖는 경우에는

여러 입경에 따라 각각 모의를 수행하여야 한

다. 한,SED2D모형은 자체에서 유속을 계

산하지 못하므로 RMA2와 연계하여 유사이동

모의를 하여야 한다.하상변동으로 인한 오차

는 모의 후 생성되는 최종 지형을 이용하여 재

모의 함으로써 최소화 할 수 있다.

SED2D는 정류(steadyflow)뿐만 아니라

부정류(unsteadyflow)의 모의가 가능하며,다

음과 같은 가정에 기 한다.

∙침 의 기 인 과정은 침식,부유사,이

동,퇴 으로 이 진다.

∙흐르는 물은 침 물의 유무에 계없이 침

식,운반,유사이동의 가능성이 있다.

∙하상의 침 물은 침식에 한 한계 단력

보다 작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모래입자가 이동할지라도 하상의 표고에는

변화가 없다.변화는 침식률(therateof

erosion)과 침 률(therateofdeposition)

의 차이에 의해서만 결과 지어진다.

∙ 토질유사는 하상 단응력이 침 의 한계

값을 과하는 동안에 유사형태 그 로 남

아 있다.일반 으로, 토질 유사의 침

과 침식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 토질유사의 하상변동의 구조는 시간과

무거운 하 에 의한다.

∙부유사 이동의 부분은 부유사의 형태로

이 진다.

SED2D 모형에 이송-확산 방정식은

Ariathurai와 Kron(1974)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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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Flowchartofthis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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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C는 농도(㎏/㎥),t는 시간(s),u는

x방향 유속(m/s),v는 y방향 유속(m/s),x는 주

흐름방향(m),Dx는 x방향의 유효확산계수(㎡

/s),Dy는 y방향의 유효확산계수(㎡/s),α1은

하상제원에 한 계수(1/s),α2는 하상제원에

한 평형농도(㎏/㎥/s)이다.

하상 단응력공식은 다음과 같이 표 되고

여기서 단속도(u*)를 구하는 공식은 log-속

도공식,Manning의 단응력공식,Jonsson-

type방정식,Bijker-type방정식 등이 리 사

용되는데 SMS에서는 이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

τ
b= ρ(u*)2 (5)

상하천의 하상이 모래가 지배 인 경우,

하상으로부터의 유사의 공 은 흐름의 잠재 이

송능력과 하상에서의 물질의 활용도에 의해 제

어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S=
Ceq-C

tc
(6)

여기서,S는 하상제원,Ceq는 평형농도,C는

유사농도,tc는 이송에 향을 미치는 특성시간

이다.

이러한 두 모형을 이용한 본 연구의 체

인 모의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재료 방법

본 연구의 상이 되는 지역은 경안천 하류

로서,유역면 은 558.2㎢이며,총 유로연장은

49.5㎞이다(그림 2).수 유량의 자료를 얻

을 수 있는 경안수 측소에서 시작하여 팔당

호와 합류하는 구간(13.8㎞)을 선택하 다.이



AnalysisofHydraulicCharacteristicsusingSMSRMA2andSED2DModelintheDownstreamofGyeongan-Cheon
――――――――――――――――――――――――――――――――――――――――――――――――――――――――――――――――
98

FIGURE2.Locationofthestudyarea

구간은 교각 보 등이 다수 존재하고,지류

의 유입으로 인한 하천흐름의 향도 있으나,

련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하천구조물 지

류유입을 고려한 모의는 불가능하여,순수하게

하천에 한 모의만 수행하 다.경안천의 평

균하천경사는 1/720정도이며, 상구간의 평

균 하상경사는 1/833이다.수질은 Ⅱ～Ⅲ등

을 나타내고 하상은 주로 자갈섞인 모래로 구

성되어 있다(경기도,2001).본 연구의 기 가

되는 하천측량자료는 국가하천 산화작업의 일

환인 RIMGIS자료,1:25,000수치지도,수자원

단 지도를 이용하여 구축하 으며,모델에 입

력되는 여러 가지 인자는 경안천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서,한강홍수통제소 통계연보,환경부

통계연보,SMS RMA2 WES Version 4.5,

SED2D-WESVersion4.3을 기 로 하 다.

1.RMA2모형의 유한요소망 구성

수리학 모의에 이용되는 유한 요소망은

과 요소로 구성된다.측량성과를 으로

입력하여 유한요소망을 만드는 기 자료로 사용

된다.입력된 지형자료는 TIN(triangleirregular

network)을 생성한 후 계산의 안정성과 시간을

단축하기 해 사각망으로 변형시키고, 수

의 차이로 인한 부득이한 삼각망은 흐름방향과

인 의 고도를 고려하여 처리하 다. 상

구역내의 유한요소망은 2,339개의 과 794

개의 요소로 구성되며,요소는 179개의 삼각형

요소와 615개의 사각형요소로 구성된다.유한

요소망의 생성은 자료의 입력시 자동으로

생성시켜주지만 분석자의 수작업에 의한 편집

이 불가피 하므로 정확도를 더하기 해서는

모의과정에서 여러 번의 수정 보완이 필요

하다. 은 RIMGIS25번 이어의 횡단측량

성과를 하천경계에 맞춰 필요한 것만 선택하

으며,각 의 xy좌표는 KoreaTM 부원

으로 GIS 분석 소 트웨어인 ArcView

Extention CRWRVector기능을 이용해 생

성 하 다.이로 인해 생성된 테이블은 mesh

를 만드는 기본 측량자료로 사용하 다.그림

3과 그림 4는 상지역의 입력자료와 이

를 이용해 생성한 유한요소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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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ate Depth(m) Discharge

area(㎡)

Average

velocity(m/s)

Discharge

(㎥/s)Time Start End Mean

1
2002.8.7

4.56 4.55 4.56 683.41 2.43 1,660.81
(09:10～09:50)

2
2002.8.7

4.23 4.18 4.21 617.96 2.225 1,374.76
(11:15～11:50)

3
2002.8.7

4.75 4.84 4.80 728.11 2.491 1,813.96
(13:00～13:40)

4
2002.8.7

4.38 4.07 4.23 622.34 2.200 1,368.89
(15:05～15:45)

TABLE1.Waterdepthanddischarge

FIGURE3.Inputdataofthestudyarea

FIGURE4.Finiteelementnetworkofthe

studyarea

2.경계조건

생성된 유한요소망은 BFL(boundarycondition

flow line),BHL(boundaryconditionheadline),

GC(geometrycontinuity)string을 이용하여 상

류경계부의 입력유량과 하류경계부의 유출수

를 정의하게 된다.모의한 기간은 2002년 경안

천 최 홍수 를 기록한 8월7일 09:10부터

15:45까지 총 6시간 35분이며 이 때의 상류BC

에 용된 유량은 표 1과 같고,하류측 BC는

SMS의 특성상 상하천의 최 하상고보다 높

은 39.2m를 용하 다.유량입력은 SMS의

Define Curve(Transient)의 기능을 이용하여

하천유량이 표 1과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입력하 고,사용된 유량은 건설교통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발행한 한강유역 유

량측정보고서(2002)의 부자로 실측한 자료를

사용하 다.

상하천에 용된 정상류해석은 4번의 반

복계산을 실시하 으며,정확한 값을 얻기

하여 여러 차례의 수정을 통한 ‘hot-start’를

구하여 정확한 해를 도출해 내었다.유량의 변

화에 따라 생성되는 wet/dry구간의 처리는

SMS에서 제공하는 기본 값을 사용해도 무방

하므로 이를 그 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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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ofproblem ε value(lb․sec/ft2) ε value(N․sec/㎡)

Shallowstream(lowvelocity) 5∼25 240∼1200

Shallowstream(highvelocity) 25∼50 1200∼2400

Deepestuary(smallelement) 50∼100 2400∼4800

Deepestuary(largeelement) 200∼300 9500∼14400

Wettinganddryingoftidal 100∼200 4800∼9500

Flowofstructure 1∼5 20∼240

TABLE2.Rangeoftheturbulentexchangecoefficient

3.매개변수의 결정

SMSRMA2모형에서 가장 표 인 매개

변수는 하상의 조도계수를 나타내는 Manning

의 n값과 유체의 도,속도구배,구조 등 여러

가지의 유체조건에 따라 변하는 성질인 난류교

환계수로 요약할 수 있다(김 한 등,2003).이

두 가지 매개변수는 유한요소망 분석시 경계조

건과 함께 하상재료특성의 정의로 모형에 입력

된다.

난류교환계수(turbulentexchangecoefficient)

는 와 성계수(eddyviscosity)라고도 하며 xy

각 방향에 한 선 법선인 4개의 난류교

환계수는 일반 으로 같은 값을 갖으며,모형에

서 난류교환계수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난

류교환계수는 일반 으로 계산과정 안정성

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 내에서 낮은 값을

취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난류교환계수가 무

높으면 안정된 계산이 가능하지만 합한 흐름

분포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무 낮

은 경우에는 계산이 불안정해진다.난류교환계

수는 식 (7)과 같이 Peclet의 수를 이용하여 매

단계마다 용하는 방법과 표를 이용하는 방법

으로 나 수 있다.

P=
ρVΔx
Eij

(7)

여기서,ρ는 유체의 도(g/㎤),V는 격자의

평균유속(m/s),△x는 흐름방향의 격자크기

(m),Eij는 난류교환계수(Pascal․sec)이다.

SMS에서는 Peclet의 수를 15～40의 범

를 권장하지만,본 연구 상지역의 난류교환계

수는 유속변화의 단계마다 용하는 Peclet의

수를 용하지 않고,흐름이 안정될 때까지 값

을 변화시켜 용한 결과 1000N․sec/㎡ 으

로 결정하 다.

Manning의 n값은 하상의 물리 인 특성과

특정한 지형에 한 고려에 근거하여 선정하여

야 한다.Chow(1959)와 미국 지질조사국은 하

천의 여러 가지 n값을 제시하 다.SMS는 유

한요소망별로 material생성을 통한 구간별 조

도계수 와 성계수의 입력이 가능하다.그

러나 각 material에 한 경계측량자료가없고

경계가 모호하여,본 연구 상지역의 조도계수

는 하천설계기 을 용하여 경안천수계 하천

정비기본계획서에서 제시한 실측자료인 0.030

을 일 으로 용하 다.수온은 환경부 물

환경 정보시스템을 기 로 하여 2002년 8월 평

균 수온인 21℃를 용하 다.

4.SED2D분석

상하천의 하상변화를 알아보기 해 SMS

SED2D 모형을 용하 다.SED2D 모형은

RMA2출력 일을 이용하여 모의를 수행하

으며,유사이동모의를 한 주요 입력자료는

다음과 같이 용하 다.부유사의 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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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llocation
Currentspeed

(m/s)

Typicalelementsize

(㎞)

Diffusioncoefficient

(㎡/sec)

Medium-size 1.0～1.5 0.1～0.5 100

Openbay 0.5～1.0 0.75 100

Tidalriver 0.2～1.0 0.1～0.3 5～10

TABLE3.Diffusioncoefficient

크기는 0.067mm(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0),

비 2.65,이송가능한 입자의 조도와 크기

0.032,0.25mm(경안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2001),골재형상계수 0.67,특성퇴 길이 요소

1,특성침식길이요소 10,모래층의 두께 1m(기

본값)로 입력하 고,부유사에 한 침강속도

는 Rubey의 실험식에 의해 산정한 0.155m/s으

로 용하 다.부유사 농도는 상류 경계조건

의 부유사농도는 상하천의 유량-부유사농도

계식이 없으므로 상하천과 하상재료의 형

태가 유사한 강유역의 ‘강 시험조사 유역

에서의 유사량 실측’조사서(한국건설기술연구

원,1992)를 활용하 다.diffusioncoefficient는

재유속과 elementsize,표 3을 고려하여 x,y

모두 100으로 하 다(SED2D-WES Version

4.3,1998).

하상 단응력 공식은 log-velocity 공식을

이용하 고 Crank-Nicholson의 theta는 기본값

인 0.67을 사용하 다.모의시간은 홍수가 유입

되는 6시간 36분으로 하 고, 반복계산은

RMA2와 동일하게 4회 실시하 다.

결과 고찰

상하천의 RMA2모형을 이용한 흐름추

도는 그림 5와 같다.이는 SMS의 film loof기

능을 이용한 것으로 정류 상태의 흐름을 잘 반

하고 있다.만곡부의 한 흐름과 최 하폭

부에서의 완만한 흐름을 보여 다.이는 경안

천에서 팔당호로 유입함에 있어서 단면 확

에 의한 유속과 경사의 감소가 원인으로 사료

된다.만곡부의 흐름은 3m/s이상의 한유속

을 보 으며,흐름 추 도도 이와 유사한 거동

을 보 다.경안 측소의 모의 유속은 2.10

m/s으로 경안 측소에서 부자를 이용한 유

속 측치인 2.43m/s보다 0.3m/s의 오차를 보

다. 상 하천의 홍수시 유속은 0.05～3.85m/s

의 분포로 상류와 하류의 큰 차이를 보 는데

이는 상․하류의 큰 하상고 차이에 의한 것으

로 단되며,특히 단면이 감소하는 부분에서

최 유속을 보 고 하천의 만곡으로 인한 원심

력의 향과 더불어 격한 하폭감소가 원인으

로 사료된다.하류로 갈수록 유속의 감소를 보

으며,이는 하천단면의 증가와 하천경사의

감소가 원인으로 단된다.SED2D의 결과인

유사농도는 0.05～1.05ppt로 홍수 유입부에서

최 를 보 으며,시간이 경과할수록 하류측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하류측은 지체시간

의 원인으로 상류보다 늦게 증가 상이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하상변화는 0.0003～

0.0135m로 유속과 단면이 작은 상류부분에서

크게 나타났고,시간이 지날수록 하류의 변동

도 증가 하는 경향을 보 다.홍수 발생시

상하천의 시 부에서 가장 큰 부유사량을 보

으며,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류로 달되

었다.상류의 부유사 농도가 만곡부까지

되는데 약 2시간의 시간이 걸리고,그 이후의

최 단면부 이후로는 유속의 감소로 인해 부유

사량의 이동시간이 히 감소되었다.홍수시

에는 크기가 작은 부유사보다는 상 으로 직

경이 큰 모래로 인한 하상변동이 심하게 일어

난다.모래의 비 이 큰 경안천은 모래는 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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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7.Sedimentconcentration(0,2,4,6hour)

FIGURE6.Velocitymagnitude(0,2,4,6hour)

FIGURE5.Flowtrace

이 클 때는 이동하지만 비 이 크기 때문에 이

는 홍수시에는 유사의 이송형태가 동

(rolling)혹은 활동(sliding)하는 것을 보여

다. 한 유사의 농도는 최 유량발생시 가장

큰 값을 나타냈으며,하상변동은 최 유량이

발생한 후 6시간 후에 최 로 나타났고,하천

제방보다는 하천의 앙에서 유속의 증가 추세

를 보 다.그러나 상하천은 하상변화에 민

감한 반응을 보이는 인자 부유사-농도곡선

의 부재로 인해 그와 유사한 입도분포를 갖고

있는 강유역의 자료를 사용하여 이에 한

오차가 있으나,보정 데이터 한 없어 이를

보정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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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8.Bedchange(0,2,4,6hour)

결 론

본 연구는 경안천 유역을 상으로 SMS를

이용하여 하천의 동수역학 흐름해석을 실시

하여 상하천의 각 단면에 한 유속분포,부

유사농도,하상변화를 알아보았다.모델을 수행

하는데 있어서 유한요소 개념을 도입하 으며

유한요소망 생성시 필요한 입력인자로 사용되

는 지형자료를 RIMGIS로 사용함으로써 국가

하천 산화 시스템의 효용성을 확인하 다.

홍수 발생시 하천 유속에 한 분석은 약 86%

이상의 정확도로 비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특히 최 유속이 발생한 만곡부에 해서

는 홍수시 발생할 수 있는 범람에 한 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하상변동은 하상재료에

크게 향을 받는데 이에 한 자료가 극히 미

비한 실정이므로,정확한 하상변동을 모의하기

해서는 하상재료에 한 실측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본 연구는 구축자료의 부족으로 합

류지 교각에 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

았으며,향후에는 하천 수리구조물의 향을

고려한 분석으로 좀더 실 인 결과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 RMA4모형의 분

석을 통하여 서울시의 상수원인 팔당호에 직

유입하는 경안천의 오염부하량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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