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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 industrial development and the increase in population have brought out a rapid increase of

wastewater discharge. To deal with this matter, much estimate has been spend o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a large scale sewage treatment plant. Although every effort has been carried out, river

water quality has no significantly improved. Especially, the aggravation of the water quality in dry season

is brought out a serious social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development of an optimal water quality management technique

considering the efficient control of the multiple pollutant load associated with the total pollutant load

control. A GUI(Graphical User Interface) system named "QL2-XP" model is developed by object-oriencted

language for the user convenience and practical usage. Suggested GUI system consist of hydraulic

analysis, water quality analysis, optimized model calibration processes, and postprocessing the sim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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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낙동강 수계에서의 인구 증가와 각종 산업의 발전은 용수 사용량의 증가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자연,

수계에 대한 도시하수 및 공장폐수의 방류량도 크게 늘어가고 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대규모 하수처리장.

건설과 운영 및 하수관거 정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하천 수질은 현저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

며 특히 갈수시와 저수시의 수질 악화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환경부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제까지의 배출구 수질 기준으로부터 총량수질기준을 통한 수질

관리를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오염물 총량규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요지천 및 폐수처리장에서의. ,

수질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낙동강 유역에 적합한 최적 수질해석 모형,

의 개발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낙동강 유역특성에 적합한 수질모형을 확보함으로써 낙동강 오염총량제, ,

도 시행에 필요한 정교한 모델링 기술의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차후에는 낙동강 유역에 적.

합한 수질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고 그 이전 단계로 사용자편의시스템 를 개발하였다(GUI) .

기존의 모형이 에서만 구동되었다는 단점을 극복하고QUAL2E-Windows Windows 98 QUAL2E

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입출력자료의 일괄처리 기능 하천의 단면자료와 유량자료 등을 이용한 수-Windows ,

리해석 기능 수리해석 결과에 의한 회귀식 산정기능 검보정 기능의 자동화 검보정 해석결과와 실측자료와. , ,

의 각종 통계 분석 기능 등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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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편의시스템 의 개발사용자편의시스템 의 개발사용자편의시스템 의 개발사용자편의시스템 의 개발2. (GUI)2. (GUI)2. (GUI)2. (GUI)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모형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편의시스템QUAL2E (GUI : Graphical

인 를 개발하였다User Interface) QL2-XP .

기존의 모형이 에서만 구동하였으나 본 모형의 는 를QUAL2E-Windows Windows 98 , GUI Windows-XP

비롯한 모든 환경에서 실행이 가능하다 또한 기본의 와의 차별화를 차별화를 위해서 다. QUAL2E-Windows

음과 같은 기능을 강화하여 새롭게 구축하였다.

시스템 설계 기본개념시스템 설계 기본개념시스템 설계 기본개념시스템 설계 기본개념2.12.12.12.1

일반적으로 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사용자간을 연결시키는 기능을GUI

갖으며 텍스트나 그래픽 이미지 비디오 및 음향 등과 같은 컴퓨터 미디어를 기반으로 쉽게 어떤 작업을 할, , ,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장치이다.

본 연구의 시스템 개발에 사용된 언어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며 편리한 를 가지는GUI Interface Visual

이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는 을 수행하기 위한 입력화일에 대한 정보를 를 통해 생성하고C++ . Visual C++ GUI ,

출력화일의 생성 및 도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즉 는 사용자로부터 적절한 형식의 모형 입력자료. , GUI

를 얻기 위하여 된 를 실행하고 생성된 입력문을 이용하여 수질모형을 수행하게 된다 최coding Visual C++ , .

종적으로 모형의 결과가 처리되고 를 다시 되어 나 로 나타내어지며 이와 같은 일련의GUI Import Graph Table

과정은 그림 과 같이 도식화 될 수 있다1 .

INPUT GUI

Visual C++

DISPLAY

모형의 

입출력 변환

유량/수질 모형

Model Input File Model Output File

그림 모형의 연계 개념도그림 모형의 연계 개념도그림 모형의 연계 개념도그림 모형의 연계 개념도1.1.1.1. 그림 수량 및 수질통합 시스템그림 수량 및 수질통합 시스템그림 수량 및 수질통합 시스템그림 수량 및 수질통합 시스템2. GUI2. GUI2. GUI2. GUI

본 시스템에서 구축된 모형의 기본화면은 그림 에 도시하였으며 수행절차를 살펴보면 다QL2-XP GUI 2

음과 같다.

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모형의 적용3.3.3.3.

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3.13.13.13.1

실제 유역에 대한 적용대상은 낙동강 유역의 안동교에서 하구언에 이르는 구간을 선정하였다 이340 km .

구간은 대구 구미 왜관 김천 창녕 진주 증에서 오염부하가 금호강 황강 남강 등의 주요 지류를 통하여 본, , , , , ,

류부로 유입되고 있으며 하류부 칠서 원동 매리 물금 등에서는 많은 양의 하천수를 취수하여 부산 울산, , , , , ,

마산 창원 지역 등의 상수 및 공업용수의 원수로 사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수질관리 대책의 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모형 해석모형 해석모형 해석모형 해석3.23.23.23.2

본 모형을 해석하는 과정은 크게 수리해석 수질해석 검보정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도의 형상을 나타, , .

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유량계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본 모형은 유량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

지를 채택한다 모형 실행을 통한 가상 유량에 대한 회귀 관계식 산정 방법 대표단면 선정을 통한. HEC-2 ,

관측치 회귀 방법이 그것이다 두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유량계수를 선정하고 수질해석 절차를 거치.

게 된다 그림 는 유량계수를 선정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한 회귀 관계 산정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3,4 .

그림 수행을 통한 유량계수 산정그림 수행을 통한 유량계수 산정그림 수행을 통한 유량계수 산정그림 수행을 통한 유량계수 산정3. HEC-23. HEC-23. HEC-23. HEC-2 그림 관측치 회귀를 통한 유량계수 산정그림 관측치 회귀를 통한 유량계수 산정그림 관측치 회귀를 통한 유량계수 산정그림 관측치 회귀를 통한 유량계수 산정4.4.4.4.

그러나 의 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반응계수 등의 불확실성 때문에 수질 모의BOD, DO, T-N, T-P

는 초기 실행부터 관측치와 유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통행 시행착오방법으로 반응계수의 값들.

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측치와 유사한 결과를 유도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전구.

간 최적화 소구간 최적화를 수행하여 관측치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전구간에 대해서 주, .

어진 범위내의 반응계수값들을 최적화 시키고 더 이상 수렴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관측치 번호를 입력하,

여 주어진 소구간에 대해서 최적화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낙동강 유역에 대한 전구간 및 소구간 최적화 과정.

은 그림 과 같다5, 6 .

그림 전구간 최적화 결과그림 전구간 최적화 결과그림 전구간 최적화 결과그림 전구간 최적화 결과5.5.5.5. 그림 소구간 최적화 결과그림 소구간 최적화 결과그림 소구간 최적화 결과그림 소구간 최적화 결과6.6.6.6.

관측치와 모의치 사이의 상관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상관계수를 확인하면 그림 과 같은 대화창이 나타나7

게 된다.



그림 검보정 결과 상관계수의 확인그림 검보정 결과 상관계수의 확인그림 검보정 결과 상관계수의 확인그림 검보정 결과 상관계수의 확인7.7.7.7.

본 모형은 모형 개발의 초기 단계로 개발을 목적을 둔 연구로 현장에 적합한 수질해석 프로그램이GUI

병행되어 연구되어진다면 낙동강 유역 뿐 아니라 우리 나라 대 강에서도 보다 편리한 수질해석을 수행할4

것이라고 사료된다.

결론결론결론결론4.4.4.4.

기존의 모형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 시스템인 를 개발하였다 새롭게 개QUAL2E GUI .

발된 시스템 내에는 입출력 자료의 일괄처리 기능 하천의 단면자료와 유량자료 등을 이용한 수리해석GUI ,

기능 수리해석 결과에 의한 회귀식 산정 기능 모형 검보정 자동화 기능 검보정된 해석 결과와 실측 자, , ,

료간의 통계분석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메뉴 구성 및 이를 통한 모.

의수행은 사용자 요구나 편의에 맞게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므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수질,

관리 뿐만 아니라 낙동강 이외의 다른 유역에 대한 활용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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