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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수생환경내 오염물 이동특성 평가기법 연구

Ⅱ. 내 용

  강, 호수, 하구, 연안 등의 수생환경내 수리유동과 오염물 이동특성을 평가

하기 한 수치모델 기법 연구가 수행되었다. 많은 수치모델  세계 으

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EFDC모델을 선정하여 그 특성과 용 를 분석하

다. EFDC는 일반 으로 강, 호수, 하구역, 수지, 습지, 연안 등에서의 3

차원 유동, 수송, 생화학  과정들을 시뮬 이션 하기 한 모델이다. 모델의 

구조는 크게 유동 모델, 수질 모델, 부유사 수송 모델, 독성물질 모델 등의 

네 가지 주요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EFDC 모델의 수리유동 모델은 물리역

학, 염료, 온도, 염분, plume, 입자추  등 여섯 가지의 수송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역학 모듈은 직 으로 수질, 부유사 수송, 독성물질 모델 등과 

연계된다. EFDC 모델은 다수의 학교, 정부 기 , 환경 련 회사에서 사용

되고 있으며, 한 60회 이상의 다양한 분야의 모델링 연구에서 범 하게 

사용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속 으로 개발, 사용되고 있는 EFDC 모델을 

소개하고, 호수, 강, 하구역, 해양 등에서의 용사례를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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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A Study on the Evaluation Techniques of Pollutant Transport in Aquatic 

Environment 

Ⅱ. CONTENTS

  A study on the numerical modeling has been performed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hydrodynamics and pollutant transport in aquatic 

environement such as river, lake, estuary and coastal areas. A EFDC 

among the lots of codes was selec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ode and the applications. A EFDC is a general-purpose modeling 

package for simulating three-dimensional flow, transport, and 

biogeochemical processes in surface water systems including rivers, lakes, 

estuaries, reservoirs, wetlands and coastal regions. The structure of the 

EFDC model includes four major modules: a hydrodynamic model, a 

water quality model, a sediment transport model, and a toxics model. The 

hydrodynamic model in EFDC is composed of six transport modules 

including dynamics, dye, temperature, salinity, near field plume and 

drifter. Various products of the dynamics modules are directly coupled to 

the water quality, sediment transport and toxics model. The model is 

presently being used by a number of organizations including universities, 

governmental agencies and environmental consulting firms. Also, the 

EFDC model has been extensively tested and documented for more 60 

modeling studies. This report was describ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FDC model and examples of application in lake, river, estuary and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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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하천이나 해양, 호소, 하구역 등 지표수의 수질 모델링은 상 수체를 가상 으로 

소구간으로 구분하고 이송, 확산  반응을 고려하여 각 소구간내의 수질농도를 산

정한다는 에서 공통 을 가진다. 컴퓨터와 로그램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

거에 비하여 수체를 더욱 자세한 소구간으로 구분하여 시간에 따라 자세하게 계산

하는 모델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과거에는 수질모의를 해서 정상상태 모델인 QUAL2E가 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하 기에 강우가 집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등

에 의해 장기간 수류의 지체 상이 발생하므로 지역  시기에 따라 발생하는 수질 

문제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다라서 우리나라의 부분의 수체에서는 시간에 따라 

모의를 할 수 있는 비정상상태의 수질모델이 용되어야할 필요가 종종 발생한다. 

미국공병단에서 개발된 CE-QUAL-W2 모델은 2차원 모델로서 수리동역학과 수질

반응역학을 한데 묶어서 풀이하 다는 에서 획기 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이 모

델은 종방향으로 길고 수심이 깊으며 상 으로 하폭이 좁은 형태의 수체에 합

하며 하폭방향의 수질 변화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WASP(Water Quality Analysis and Simulation Program)은 미국 환경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개발한 비정상상태 3차원 수질모델로서 세

계 으로 다양한 수체에 리 사용되어 왔다. 이 모델에서 1차원  흐름을 측할 

수 있는 DYNHYD라는 수리학  부 로그램은 2차원 는 3차원 상황에서는 사용

할 수가 없었음에 따라 수리학  고려가 빈약한 것이 이 모델의 가장 큰 약 으로 

지 되어 왔다. 최근 미국 환경청은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라

는 3차원 수리동역학 로그램을 이용하여 상 수체의 수리학  거동을 모의하고 

그 결과를 WASP7에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단 을 폭 보완하 다. 

한 사용자 주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Dynamic Solutions에서 개발한 EFDC 

Explorer에 연계되어 쉬운 처리  후처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  세계 으로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재 EFDC 모델은 미국 환경청의 공인모델로 지정되어 미국 내 다양한 사업에 

한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주요 국가사업 시행으로 인

한 환경 향평가 등에 공인모델로 지정하여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 국한 되

어 있으며, 수요에 비하여 사용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EFDC 모델에 한 기술 황분석을 목 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해 2장에서 

EFDC 반에 한 소개와 지배방정식, 수치해법 등을 기술하 으며, 3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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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DC 모델의 주입력 일인 efdc.inp 일에 한 설정법을 설명하 다. 마지막으

로 국외의 EFDC 모델 용사례를 표 인 지표수인 호소, 하천, 하구역, 해양 등

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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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EF D C  개 요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는 연안, 하구, 호소, 습지, 수지 등

의 유동  물질수송을 모의하는 3차원 수치모델로서 미국 VIMS(Virginia Institute 

of Marine Science)에서 개발되었으며, 미국 환경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공인 모델로 지정되어 있다.

  EFDC는 크게 유동, 퇴 물이동, 수질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동모델 부

분은 수온과 염분이 함께 고려된 3차원 천수방정식을 기본으로 한다. 기본 인 물

리  구조는 POM 모델[1], 미국 육군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의 

CH3D-WES 모델  TRIM 모델[2]과 유사하나, EFDC는 습지에서의 유동 상을 

고려하기 하여 식물군락에 의한 항[3], 랑의 향[4]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수질모델 부분은 CE-QUAL-ICM 는 Chesapeak Bay water 수질모델[5]을 기

본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환경청의 일일오염총량(TMDL) 산정용 공인모델로 지정

되어 있다. 수온, 염분을 비롯한 용존산소, 식물성 조류(3개 그룹), 탄소순환계, 질소

순환계, 인 순환계, 규소순환계를 포함하는 22개 상태변수를 모의하며, EFDC 모델

과 연계되어 운용되는 수질 모델 부분은 HEM3D 모델로도 불리고 있다.

  퇴 물이동 부분은 DiToro and Fitzpatrick(1993)에 의하여 개발된 CE-QUAL- 

ICM의 퇴 물 부분[6]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착성과 비 착성의 다양한 크기

를 가진 입자를 고려할 수 있다. 한 농도와 유속 경사에 의한 침강속도, 퇴 물 

조성과 면 단응력에 의한 재부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FDC 모델은 재까지 수많은 수역의 연구에 용되어 왔다. 표 인 수력학  

연구로는 미국 버지니아의 James and York Rivers에서 담수 유입으로 인한 희석 

효과, shellfish larvae 이동에 한 연구[7, 8, 9], 미국 로리다 Indian Lagoon and 

Sebastian River에서 염수 침입에 한 연구, 미국 Everglades 에서의 규모 습지 

모의에 한 연구[10], 미국 로리다 Okeechobee 호에서 수온 모의에 한 연구

[11], 만 NanWan 만에 한 용, 미국 Potomac River에 한 용, 한국 시화

호  경기만에 한 용 등이 있다. 수질 부분은 미국 뉴욕 Peconic만, 미국 델라

웨어와 펜실베니아의 Christian River Basin, 한국 양만, 시화호, 새만  해역 등

에 용된 바 있다. 연안  하구에서 퇴 물 이동 부분은 미국 로리다 Vero 

Beach[12], 미국 캘리포니아 Morro만, 미국 메사스세  Blackstone River, 미국 워

싱톤 Elliott만과 Duwamish River, 한국 양만, 시화호, 경기만 등에 용된 바 있

다.

  EFDC 모델  수리역학 부분의 개략 인 흐름도는 그림 1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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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FDC Hydrodynamics 모델의 Flow Chart.

2-1. 지배방정식

  1) 3-D Hydrodynamic Model

  EFDC 모델은 연속방정식과 운동방정식, 물질 보존방정식, 그리고 퇴 물을 포함

한 물질 보존방정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속방정식과 운동방정식은 각각 식 

(1)과 (2)에 나타내고 있다. 물질 보존방정식은 도차에 의한 경압력에 의하여 운

동방정식과 연계되어 있다. 이 모델은 수직 방향으로 σ좌표계를 사용하고, 수평 방

향으로는 직선 는 직교곡선좌표계를 사용하고 있다. EFDC 모델의 기본 방정식은 

수평면상에서의 곡선-직교좌표와 연직방향에서의 σ좌표변환에 기 한 것이다.

    →    

  하구 해안수계흐름의 수평규모는 연직방향 규모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규모분석

을 하면 수계운동의 연직방향 가속도 등은 무시할 수 있으므로 정수압 가정을 사용

할 수 있다. 유체정역학  가정과 Boussinesq 근사를 용하면 수직 분된 기본방

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① 연속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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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운동방정식

         
















 
   







 



 
 

         
















 
   







 



 
 

  




  

여기서,

  : 기 면하 수심(m), 기 면상 수 (m)

  : 직교하는 곡선좌표계  에서의 수평유속(m/s)

  : 곡선좌표계 임의거리  
 

을 만족시키는 metric tensor의 

각성분의 제곱근()(m)

 : 변환된 무차원 연직좌표계 z에서의 수직유속성분(m/s)

 : 총수심()(m)

 : 수심 에서 기 수압과의 차를 로 나  값, 압력

 : Coriolis parameter

 : 수직 난류 성계수(m
2

/s)

  : 운동량 source-sink 항(kg m/s)

 : 도(kg/m3)

 : 부력(m/s
2

)

  일반 으로 수계의 도는 온도, 염분과 압력이 향을 받으며 해수상태방정식으

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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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압력, 는 염분, 는 온도이다. 연속방정식의 분은 운동학의 경계조

건을 고려한다.

          

자유수면과 해 경계상의 연직방향속도 성분은 0이며, 따라서 다음의 연속방정식을 

얻는다.























이것이 내부 경계조건을 구하는 방정식으로 유도한 염분, 온도, 농도의 물질보존식

은 다음과 같다.

  ③ 물질보존식

  













 
 

  

 


 


 


 


 
 

         

 


 


 


 

  

 

 

여기서,

  : 수온(℃), 염분(psu)

 : 수직 난류 확산계수(m
2

/s)

  : 수온(℃), 염분(psu)의 source-sink 항

 : 침강속도(m/s)

  : 생화학  source-sink 항, 외부 source-sink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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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변환 후의 수직방향 속도 성분 와 좌표변환 의 유속성분 사이에는 다음

과 같은 계가 있다.

 












  




∂
∂ 

수직방향에서의 난류 성계수 와 확산계수    source-sink항이 확정되면, 변

수        는 상기 제시된 방정식으로 해석하여 구할 수 있다.

2) Turbulence Closure Scheme

  수직 와동 성계수와 확산계수를 확정하기 하여 Galperin et al.(1988)은 Mellor 

and Yamada(1982)의 turbulence closure scheme을 수정한 level 2.5 turbulence 

closure scheme을 제기하 다[13, 14]. turbulence closure scheme은 연직 방향에서

의 와동 성계수와 확산계수를 난류 강도 , 난류 길이 , Richardson 수 로 정의

하 다.

      








와 는 각각 안정함수이며, 안정과 비안정된 연직방향에서의 도층 환경의 수직

혼합 혹은 이동의 증감을 말해 다.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은 경

험  상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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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ulence 강도와 혼합길이는 아래의 방정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
∂

    
 

    
















  

 




 
 

    



 
 

    

여기서,    는 경험상수이고,  는 부가 인 source-sink항, 는 Von 

Karman 상수이다. Mellor and Yamada(1982)에 의하면 는 을 사용한다[13]. 

안정한 상태에서 Galperin et al.(1982)은 난류혼합길이를 ≺로 제한하 다

[14]. 운동량방정식과 물질보존식  수평 와동 성계수와 확산계수는 Smagorinsky 

(1963)가 제안한 방정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15]. 운동량 보존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해서는 자유수면과 해 경계지 에서의 경계조건이 필요하다. 자유수면에

는 바람응력을 부여한다.

     

     

와 는 각각 해면 10m고도에서의 바람이 곡선-직교좌표  방향에서의 성분

이다. 바람 응력계수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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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각각 공기와 물의 도이다.

  해 경계에는 마찰응력을 부여한다. 마찰응력은 경계층 유속과 련이 있으며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과 은 해  경계층의 유속을 나타내고, 만약 임의의 시각에 층의 유속 단면이 

수형 분포를 가지면 층에서의 마찰응력계수는 아래와 같다.

  
 

여기서, 은 모델의 층 두께, 는 조도길이를 나타낸다.

  와동운동에 지와 혼합길이 방정식의 경계조건은 아래와 같다.

      자유표면      
  

    해 경계상      
  

  3) Sediment Transport Model

  EFDC모델은 수송방정식의 이류항의 해를 구할 때 고차의 차분식을 사용한다. 이

류항의 손실에 한 반 이 있지만, 차분에 따른 손실은 여 히 존재하기 때문에 

퇴 물의 수송방정식에서는 수평 확산을 무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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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부유퇴 물의 농도이며, 퇴 물의 source-sink항은 두 개 부분으로 나

어지는데, 외부 source-sink항 
는 원 는 비 원의 퇴 물원천을 내포하고 

내부 source-sink항 
는 주로 유기 부유물질들의 분해, 응집과 깨지는 것을 내포

한다. 는 퇴 물의 침강속도이다. 수직경계조건은 아래와 같다.

    자유표면정      







      해 경계상     







  부유퇴 물의 농도는 아래의 식을 따른다.

  






 










 

여기서, 첨자는 시간을 나타내며 연속성을 유지하기 해 퇴 물이동의 원천을 

고려해야 한다. 이류항은 Smolarkiewicz et al.(1986)의 차분식[16]을 이용하 으며, 

이동량에 해 교정하 다.

  퇴 물 침강의 향에 해서는 아래의 식이 사용된다.








방정식의 해는 완  음해 차분법을 이용하여 구한다. 한 각층의 경계에서는 반확

산 교정이 진행되며, 해 층에서는 아래의 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수계와 해 의 경계조건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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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해  퇴 물의 재부유량, 는 퇴 물의 침강확률( ≤)이며, 만

약 해 경계상의 와동확산량을 0으로 하면 의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확산항은 음의 차분식을 이용하여 산출하며, 자유표면과 해 경계상의 퇴 물의 

확산값은 0이다.







 

경계창의 라미터 방정식에서 유체역학과 퇴 물은 해 의 와동 동  평형에 기

하여 수립된 것이다. 이런 평형은 해 의 와동 단응력, 비안정의 도층, 안정층의 

억제  손실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형상태이다.


  

 
 














이것은 난류의 해 경계상의 경계조건과 일치한다. 일반 인 상황에서 수직 와동 

성계수 방정식을 도입하면 다음과 같다.

 






 


  

층에서 난류혼합길이는 아래와 같은 수 계식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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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치해법

  EFDC 모델은 staggered grid에 속하는 Arakawa C grid를 사용하며, 동쪽으로 

갈수록 x가, 북쪽으로 갈수록 y가, 수직 쪽으로 갈수록 z가 증가하는 좌표계를 사

용한다. 격자 체계와 변수 계산 치는 그림과 같다.

  기본방정식의 수치해법은 유한차분법(finite difference method)과 질량  부피 

보존을 한 유한체 법(finite volume method)을 사용하며, 수심, 잉여압력, 해 면 

경사의 차분화시 2차 정확도를 갖는 앙차분법(centered discretization)을 사용한

다.

  운동방정식에서 Coriolis force항과 curvature항은 2차 정확도를 갖는 에 지 보존 

기법(Arakawa and Lamb, 1977)을 사용한다[17]. 빠르게 되는 외부 력 를 

모의하는 외부 모드(external mode) 계산시 수평 방향으로, 수직  구조를 모의하는 

내부 모드(internal mode) 계산시 수직 방향으로 음해법을 용하므로 계산 효율이 

높다. 시간 미분항 역시 2차 정확도를 갖는 three-time-level, leep-frog 기법과 반

음해법을 용한다. Three-time-level 기법의 사용시 발생되는 time step splitting

을 억제하기 하여 two-time-level의 trapezoidal step을 첨가하는 trapezoidal 

leap-frog 기법을 사용한다.

  질량 보존방정식의 이류항을 방차분법(upwind difference)으로 해석하면 안정

인 결과를 주고 음의 농도를 발생시키지 않는 장 이 있으나, 수치  확산이 과다

하게 발생하며 공간 으로 1차의 낮은 정확도를 갖는 단 이 있다. 반면에 앙차

분법(centered difference)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2차의 정확도를 가지지만 농도 경

사가 큰 해역에서 불안정한 결과를 나타내어 음의 농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해의 정확도를 높이고 음의 농도가 발생하지 않는 

multi-dimensional positive definite advection transport algorithm (MPDATA, 

Smolarkiewicz and Clark, 1986)을 사용한다[16]. MPDATA기법은 1차의 정확도를 

갖는 방차분법을 사용하는 첫 번째 step과 수치  확산을 이기 한 두 번째 

step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시․공간에 해서는 어도 2차의 정확도를 가지며, 

시간에 하여 최  3차, 공간에 해서는 최  5차의 정확도까지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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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FDC모델의 좌표계  변수 계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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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 image 분   류 내   용

C1 ～ C13 EFDC base
 EFDC 모델의 기본이자 가장 요한 

매개변수들을 설정

C14 ～ C21 Tidal condition  조석경계 조건을 setting

C22 Number of time series
 독성물질, 착/비 착성 부유사 등의 

입력되는 종류, 시계열 입력 수를 설정

C23 ～ C26 Volumetric source/sink  Volumetric source/sink setting

C27 ～ C31 JET/Plume  JET/Plume setting

C32 ～ C35 Withdrawal/Return data  Withdrawal/Return data setting

C36 ～ C42 Sediment
 부유사를 착성과 비 착성으로 나뉘

어 재변수를 설정

C43 ～ C45 Toxic  독성물질의 재변수를 설정

C46 ～ C66 Concentration boundary
 수온, 염분, 독성물질, 착/비 착성 

부유사 등의 경계조건을 입력

C67 ～ C68
Drifter

(Particle tracking)
 Particle tracking을 한 설정

C69 Grid cell center
 Cartesian 격자 앙의 ․경도를 설

정

C70 ～ C81 Output(each cell)  각 격자 에서의 출력값을 설정

C82 ～ C83 Harmonic analysis  조화분해 출력에 한 설정

C84 ～ C87 Output(time series)  지정 격자 에서 시계열 출력을 설정

C88 ～ C90 ETC  기타 출력에 한 설정

표 2. EFDC 모델 주입력 일 efdc.inp 내용 분류

제3 장  EF D C  Inputfile Manual

  EFDC 모델의 주입력 일인 efdc.inp 일은 표 과 같이 크게 분류하 을 때 총 

15개의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C1 ～ C94까지 총 90개의 Card image로 구성

되어 있어 EFDC 모델의 주요 변수를 입력하는 일이다. 앞서 언 했듯이 EFDC 

모델은 사용자 주로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 주입력 일의 수정만으

로도 여러 경우에 한 수치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EFDC 모델의 주입력 일인 efdc.inp 일을 설정하여 모델의 기본 인 setting 방

법에 해 집 으로 다루었다. 특히 체 efdc.inp 일의 Card image  기본 설

정부인 C1 ～ C13, 조석경계조건 설정부인 C14 ～ C21, 부유사 확산 실험을 한 

Volumetric source/sink 와 Sediment 매개변수 설정부인 C23 ～ C26, C36 ～ C42

에 한 설정방법을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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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rd image 1 : 그림 3은 Card image 1에 한 그림으로 Title을 입력한다. 80개

의 문자로 된 수치모의 제목을 표시함으로써 특정한 모델 용을 간단하게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3. Card image 1.

2) Card image 2 : 그림 4의 Card image는 흐름장을 0으로 기화하는 콜드스타트

(Cold start)나 이  모의실험 끝의 데이터를 기조건으로 이용하는 재시작(restart 

or hot start)에 한 모델의 시작형태를 지정한다. ISRESTO는 restart.out 일에 

한 재시작 정보의 출력빈도를 제어하며, restart.out 일은 시간 평균 이송장을 포함

하고, 이것은 이송모드에서만 efdc.for 코드를 실행하기 해 사용된다. ISPAR은 병렬

식 기계나 복수 로세서에서 실행을 한 내부 코드옵션이다.

그림 4. Card image 2.

3) Card image 3 : 그림 5의 Card image는 주로 efdc.for 일에서 외  는 바로

트로픽(barotropic) 모드의 계산을 제어한다. 여기서 S.O.R 매개변수 1.8은 변경되지 

않으며, RSQM 매개변수는 외  모드 해의 제곱근 오차이다. RSQM 매개변수는 일반

으로 1E-6에서 1E-15사이 값으로 지정되며, 작은 값은 수백 개의 셀들과 10 ～ 100 

sec사이의 짧은 시간간격일 때 사용하고, 큰 값은 1000 ～ 10,000개의 많은 셀들과 

100 ～ 1000 sec사이의 긴 시간간격일 때 사용된다. RSQM이 작은 값으로 설정되면, 

반복계산에 의한 에러축  때문에 수치모의를 실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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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ard image 3.

4) Card image 4 : 그림 6은 ISLTMT=1이면 restran.inp 일에 기입된 이류와 확

산의 질량수송장을 사용하는 이송모드만 작동시키는 기능이 활성화된다. 첫 번째 매

개변수 ISLTMT는 이 모드를 활성화하며, 두 번재 매개변수 ISSSMMT는 정상 인 

실행  restran.out로 출력되는 restran.inp 일의 생성과 잔차류의 출력빈도를 제어

한다. 세 번째 매개변수는 이송모드가 정상상태(steady state)에 통합될 것인지, 비정

상상태(unsteady state) 잔차류 이송장에 통합될 것인지 결정한다. 나머지 4개의 매개

변수들은 연구를 목 으로 설정된 값으로 ISIA는 0으로 지정되어야만 한다.

그림 6. Card image 4.

5) Card image 5 : 그림 7의 Card image는 부가 인 물리  처리에 한 설명과 선

택  출력처리의 활성화는 물론 운동량 방정식의 이류항과 확산항들을 분하기 한 

다양한 옵션들을 제어한다. ISCDMA는 운동량식 이류항의 유한차분법을 제어하는 매

개변수로 0인 경우 업 드 차분법, 1인 경우 앙 차분법, 2인 경우 실험  업 드 차

분법이 사용된다. ISAHMF는 앙차분 이류항을 사용할 때 는 랑류를 모의할 때 

수평 모멘트 확산계산을 활성화한다. ISDISP와 ISWASP는 각각 단분산계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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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ut과 WASP 수질모델 이송 일 wasp.out의 생성을 제어한다. ISDRY는 조간

를 활성화하고 일반 으로 11을 추천한다. ISQQ는 1로 지정해야하며, ISRLID는 고

정수면의 모의실험을 수행하며, 다음의 세 매개변수는 식생 항 모델을 활성화한다. 

한 ISITB는 단층 는 수심 분 모의실험에만 활성화되어야 하며 ISWAVE는 

wave.inp 입력 일에 고주  해수면의 외부 지정을 사용하여 랑-조류 경계층 모델

과 랑류 모델을 활성화한다.

그림 7. Card image 5.

6) Card image 6 : 그림 8의 Card image는 수송 스칼라장의 이류  수송과 소스, 싱

크에 한 옵션들을 제어한다. 매개변수 값을 입력하는 8개의 라인은 순서 로 난류

강도, 염도, 온도, 염료, 조개유충, 착성유사, 비 착성유사, 수질에 한 변수들로 구

성된다. ISTRAN은 이류  이송과 소스, 싱크를 활성화하며 난류강도에 해당하는 첫 

번째 라인은 OSTRAN만 1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지정해야 한다. 세 번째 

매개변수 ISCDCA는 이류항 수치해법을 지정하고, 0이 설정되면 업 드 차분법

(upwind difference)이 작동된다. 그리고 1이나 2가 설정되면 각각 앙 차분법

(centered difference)과 실험  1차 업 드 차분법이 작동된다. 매개변수 ISADAC=1

은 ISCDCA가 0 는 1일 때 항확산(antidiffusion) 이류 럭스보정(Smolarkiewicz 

and Clark, 1986)을 활성화 한다. 매개변수 ISFCT=1은 럭스보정 식(Smolarkiewicz 

and Grabowski, 1990)으로 항확산 보정을 수행한다. 세 개의 매개변수 ISPLIT, 

ISADAH, ISADAV는 실험 으로 항확산  분리 업 드 차분법을 활성화할 때 사용

되고, 0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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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ard image 6.

7) Card image 7～8 : 그림 9와 그림 10의 Card image는 수치모의를 한 시간 제

어변수를 제공한다. EFDC 코드는 지정된 기 주기 수 NTC회를 실행하며, 단 로 

기 주기 길이는 Card image 8의 TREF에서 지정된다. 시간간격은 기 주기 당 시간

간격 수 NTSPTC로 정해지는데 그림과 같이 NTSPTC가 43200이면, 실제 시간간격

은 2 (864000/43200)라는 것을 의미한다. NLTC는 운동방정식  비선형항을 제외하

고 계산하는 기 주기 수를 나타내며, NTCPP는 efdc.out의 출력 빈도를 제어한다. 

NTSTBC는 시간 3단계의 시간 분 속에 시간 2단계 사다리꼴 보정 단계의 삽입빈도

를 지정하는 것으로 극히 요하며 일반 으로 4와 12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NTCNB와 NTCVB는 운동량 방정식 속에 부력의 도입을 제어하며, NTSMMT가 

NTSPTC와 크거나 같으면 그 평균은 라그란지안의 평균이송장 계산을 포함한다. 

NFLTMT는 1로 설정되어야 하며 NDRYSTP는 건조와 습윤의 옵션이 작동될 때 습

윤이 되기  셀이 건조로 남아야 하는 시간간격 수를 지정한다.

이 Card image는 진단을 한 시간간격은 물론 시간 련의 매개변수의 값을 지정

한다. TBEGIN은 , 분, 시간 는 날짜 단 로 실행하는 시작시 을 규정하고, 

TCON은 TBEGIN이 단 로 변환될 때 곱셈인수이다. 기 주기는 항상  단 로 

지정되어야 한다. EFDC 모델은 Coriolis 가속도를 해 f-평면(f-plane)에 기 를 두

고 있고, 변수 CORIOLIS는 1/sec 단 로 f값을 정한다. 최  안정 시간간격은 0.5/f와 

이류에 한 CFL기 에 의해 제한된다. ISDCCA의 활성은 매 시간간격마다 가장 효

율 인 코리올리스 매개변수를 기록 일 efdc.log에 인쇄되도록 한다. ISCFL=1의 활

성은 CFL조건을 기 로 각 시간간격의 한계 시간간격과 그것이 발생하는 셀을 일 

cfl.out에 기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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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ard image 7.

그림 10. Card image 8.

8) Card image 9 : 그림 11의 Card image는 모델 격자의 공간  구조를 규정하는 

이미지로 KC는 층(layer)수를 나타내고 IC, JC는 격자생성에 한 x, y 계산 방향의 

셀의 수를 나타낸다. LVC는 활성셀 수를 나타내며 LC는 LVC+2로 경계조건 수행을 

해 사용된다.

그림 11. Card imag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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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ard image 10 : 그림 12에 나타낸 Card image는 수직층의 무차원 두께를 지정

한다. 수직층의 두께(DZC)는 같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합계가 1이 되어야 한다.

그림 12. Card image 10.

10) Card image 11 : 그림 13은 수평격자, 바닥조도와 수심에 한 변수를 지정하는 

Card image이다. DX, DY는 격자간격을 나타내며, DXYCVT는 dxdy.inp 속의 DX와 

DY의 단 를 미터단 로 변환하는데 사용된다. ZBRADJ와 ZBRCVT는 dxdy.inp나 

depth.inp 일에 지정된 바닥조도를 조정하고 변환하는데 사용된다. HMIN은 최소 

수심을 지정하는데 사용되며, HADJ, HCVRT, BELADJ, BELCVRT는 기 수심과 

입력바닥고를 조정하고 변환하는데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HWET과 HDRY는 각각 

셀이 습윤되는 수심과 건조되는 수심을 지정한다.

그림 13. Card imag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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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ard image 12 : 그림 14는 수평과 수직 모멘트, 질량 확산에 한 정보를 제공

하는 Card image이다. 공간 으로 일정한 수평 확산계수는 상수 AHO로 지정된다. 

가변 수평 확산계수는 Smagorinsky 종속격자의 수평 확산 식에서y 종속상수인 0이 

아닌 AHD를 지정하여 그것을 상수 AHO에 더한 것이 될 수 있다. 분자의 동 성과 

확산은 AVO와 ABO에 의해 지정되며, AVBCON이 0으로 설정될 때 난류 모델은 비

활성화HO고, 수직 성과 확산은 각각 AVO와 ABO로 설정된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난류 흐름을 나타내는 AVO와 ABO를 보다 큰 값으로 설정하면, 이것은 모델 계산 결

과를 수직 흐름 구조에 한 일정한 성과 확산의 해석해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다.

그림 14. Card image 12.

12) Card image 13 : 그림 15는 Turbulence Closure Scheme 매개변수들을 설정하

는 Card image로 가  모델 개발자의 조언 없이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

서 가   수치를 보존하길 권장하는 부분이다.

그림 15. Card image 13.

13) Card image 14 : 그림 16에 나타낸 Card image는 측모델의 내부 최소자승 조

화분해를 제어함은 물론 개방경계에 주기  수  부하(surface elevation forcing)를 

지정하기 한 기 데이터를 제공한다. MTIDE는 모델에 개방경계로 들어가는 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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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의 수를 지정한다.

그림 16. Card image 14.

14) Card image 15 : 그림 17의 Card image는 MTIDE 분조들에 해 사용자 지정

부호들이나 표  NOAA 분조 기호들을 지정한다. 여기서 SYMBOL은 각 분조 기호

를 나타내며 PERIOD는 분조별 주기를 나타낸다. 각 분조별 주기는 (sec)의 단 를 

가지며 그림 17에서는 ‘M2'분조 12.42 hr, 'S2'분조 12.00 hr, 'K1'분조 23.93 hr, 'O1'

분조 25.82 hr를 각각 (sec) 단 로 환산하여 입력한 것이다.

그림 17. Card image 15.

15) Card image 16 : 그림 18에 개방경계 부하에 사용되는 주기함수 수, 시계열 수

 수와 기 수면조정고는 물론, 계산격자 속의 남-서-동-북쪽 개방경계의 셀수를 

지정하는 Card image를 나타내었다. NPBS, NPBW, NPBE, NPBN 은 각각 남-서-동

-북쪽의 개방경계의 셀수를 지정하는 매개변수이며 NPFOR은 개방경계조건으로 입

력되는 주기함수의 총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NPSER이 0보다 크면, pser.inp 일로부

터 시계열 수 를 읽으며 일반 으로 조정계수 PDGINIT는 모델 개발자와 상의 없이 

수정할 수 없다. 주기  y 계산방향의 역설정을 하기 해 짝지어진 남과 북의 경계

셀들은 NPBS와 NPBN의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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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Card image 16.

16) Card image 17 : 그림 19는 첫 열에 사용자 참고를 한 부하 번호를 설정하고, 

각각 MTIDE 분조를 갖고 있는 NPFOR개의 부하함수를 지정하는 Card image이다. 

각 부하분조는 card image 15에 정의된 순서에 의해 지정된다.

그림 19. Card image 17.

17) Card image 18～21 : 그림 20은 계산수평면의 남-동-서-북 4방향에 한 개방 

경계조건을 지정하는 Card image이다. IPBS와 JPBS는 경계조건이 입력되는 셀의 I, 

J 치, NPFOR은 각 방향별로 지정된 부하 번호를 설정한다.

그림 20. Card image 18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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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계속).

18) Card image 22 : 그림 21에 나타낸 Card image는 독성물질의 수와 부유사의 입

경, 그리고 독성물질과 부유사의 농도시계열 수를 지정한다. 한 염분, 온도, 염료농

도, 조개유충 농도 등의 시계열 수를 지정한다.

그림 21. Card image 22.

19) Card image 23 : 그림 22의 Card image는 Volume의 source와 sink에 한 기

본 인 정보를 지정한다. 여기서 처음 4개의 매개변수들은 재 사용되지 않으며, 

EFDC 모델에서 Volume source/sink는 세 종류로 분류된다. 첫 번째 종류는 NQSIJ 

수평격자 치에 일정하거나 시간에 의해 변하는 Volume source/sink이다.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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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는 NQCTL개의 source/sink로 발생하는 수리구조물에 의해 제어되는 압력이나 

수 이다. 세 번째 종류는 일정하거나 시간에 의해 변하는 NQWR개의 source/sink가 

동시에 발생하는 withdrawal-return 유량이다. NQSIJ와 NQWR과 련된 싱크와 소

스는 qser.inp 일에서 지정된 일정한 유량이거나 그 일로부터 읽 진 NQSER 시

계열  하나로 지정된 시간에 의해 변하는 유량이 될 수 있다.

그림 22. Card image 23.

20) Card image 24 : 그림 23은 치를 지정하는 처음 두 변수 I  J와 함께 NQSIJ

에서 지정된 수만큼의 치에 Volume source/sink 유량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 

번째 매개변수 QSSE는 m
3

/sec 는 m
3

/sec/m 단 로 시간에 따라 일정한 유량( 역 

밖으로 흐르거나 싱크가 발생할 때는 (-) 값을 취한다)을 지정하는데 사용된다. 시간

에 의해 변하는 유량은 매개변수 IQSERQ 에 시계열 유량 ID 번호를 기입함으로써 

정해진다. 일정한 source/sink 유량은 연직층에 걸쳐서 균일하게 배정되는 반면, 시계

열 source/sink 유량은 연직층에 걸쳐서 임의로 배정될 수 있다.

그림 23. Card imag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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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ard image 25 ～ 26 : 그림 24는 염분, 온도, 염료, 갑각류, 착성/비 착성 부

유사의 시간에 따라 일정한 유입농도를 Volume source로 지정한다.

그림 24. Card image 25 ～ 26.

22) Card image 36 : 그림 25는 수층/water column과 하상/해 (bed) 상태를 나타

내는 옵션은 물론, 유사 기화를 한 매개변수를 지정한다.

그림 25. Card image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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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계속).

23) Card image 39 ～ 42 : 그림 26의 Card image 39와 40은 착성 부유사의 수송

에 한 정보를 지정하고, Card image 41 ～ 42a는 비 착성 부유사의 수송에 한 

정보를 지정한다. EFDC 모델은 여러 토사입경 등 의 수송에 이 Card image 정보를 

반복 으로 제공한다. 이 Card image의 여러 매개변수들은 착성 부유사와 비 착

성 부유사에 해 각각 다른 의미를 갖는다. 두 종류 토사에 해 물기둥 안의 부유사 

농도는 mg/l 단 가 선택되고, 하상 소류사(bed sediment)의 단  면 당 지량은 

g/m
2

의 단 를 갖는다. 만약 속도 단 가 m/s로 지정되고 단응력 단 가 동역학 단

인 m
2

/s
2

으로 표시된다면, 이 농도단 들은 일 성이 유지된다(즉, 단응력은 마찰

속도의 제곱근이다). Card image 39와 41에 해 두 종류 토사에 한 처음 두 매개

변수들은 물기둥 기농도, 하상 소류사의 단  면 당 기질량을 나타낸다. 이들은 

모델을 콜드스타트할 때, 계산 역 안의 모든 기치들을 정하거나 콜드스타트를 

한 정보가 restart.inp 일 속에 없이 재시작할 때 체 계산 역을 기화하는데 사

용된다. 세 번째 매개변수는 토사의 비체 이고, 매개변수 SSG는 토사비 이다. 비

착성 토사에 해 WSEDO는 단 가 m/s인 일정한 침강속도를 나타낸다. 비 착성토

사에 해 SDEN은 하상/해 (단 가 mg/l인 토사 도*하상공극)의 단  총체  당 

토사 질량으로 정의되는 최  토사질량이다. 비 착성 토사에 해 SEXP는 하상 근

처 기  유사농도를 한 경험식 속의 무차원 계수이다. 비 착성 토사에 해서 

TAUR과 TAUN은 둘 다 기 부유사이송에 한 한계소류력과 같다. 이것은 쉴드즈



- 28 -

의 한계소류력 공식으로부터 결정된다.

그림 26. Card image 39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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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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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F D C  용 사 례

  EFDC 모델은 하천이나 해양, 호소, 하구역 등 지표수의 수질 모델링에 해  

세계 으로 범 하게 사용되어왔다. 본 장에서는 EFDC 모델의 용사례를 담수

호(Lake), 하천(River), 하구역(Estuary), 해양(Ocean) 순으로 review하여 정리하

다.

4-1. 담수호(Lake) 용사례

  미국 환경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는 2002년 Rhode 

Island 주의 주도인 Providence시에 치한 Mashapaug Pond에 한 연구를 실시하

다[19]. Mashapaug Pond 유역은 Pawtuxet강 유역에 속해 있으며 지역내 가장 

큰 담수호이다(그림 27). 그림 28과 같이 표면면 은 약 77 ac, 평균 수심은 약 3 m 

정도로 담수는 인근 Spectacle Pond, 지하수, 우수 로 등으로 유입된다.

  이 연구에서 수질 목표치로 층에서 2.0 mg/l 이상의 DO농도를 기 으로 

TMDL(Total Management Daily Loads)분석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해 EFDC 모델을 사용하 다.

  

그림 27. Location of Mashapaug 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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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Bathymetry of Mashapaug Pond.

  (1) 모델 입력자료

  그림 29는 모델의 격자와 격자별 수심, 우수 로(storm drains)를 통한 유입 , 그

리고 모니터링 지 을 나타낸 그림이다. 우수 로를 통한 유입 은 SD1 ～ SD6까

지 총 6개의 지 이며, MP1 ～ MP3까지의 3개 지 은 모니터링 지 을 나타낸 것

으로 이 지 에서 실측한 용존산소(DO, Dissolved Oxygen), Chlorophyll-a, 총인

(TP, Total Phosphorus), 용존울소인산염(Dissolved Orthophosphate), 질산질소

(Nitrate Nitrogen), 암모늄질소(Ammonia Nitrogen) 등을 이용하여 모델의 검증과 

보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 그림 30의 DR1 ～ DR6는 땅 로 흐르는 빗물이 직

으로 Mashapaug Pond에 유입되는 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31의 GW1 

～ GW6는 주 유입원의 하나인 지하수가 유입되는 지 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모델의 격자는 총 54개의 수평 cell과 5개의 연직 layer를 가지며, 격

자 크기는 55 ～ 92 m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입력자료로는 수심과 지형, 수질모니

터링, 기침척 등의 자료가 고려되었다. 한 그림 29 ～ 31에 나타낸 우수 로를 

통한 유입(SD1 ～ SD6)은 홍/갈수기로 분류하여 유역 강수량에 의한 직 유입

(DR1 ～ DR6)과 지하수(GW1 ～ GW6) 등과 함께 해당 격자 에 해 입력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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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Mashapaug Pond model grid, storm 

drains, and monitoring stations.

그림 30. Mashapaug Pond, location of direct 

overland runoff contributing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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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Mashapaug Pond, location of groundwater 

monitoring zones.

  (2) 모델 검증  보정

  모델의 검증 기간은 2001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의 기간에 걸쳐 실시되

었다. 모델과 측자료는 MP-1과 MP-2 두 개의 지 에 한 모델결과를 시계열로 

제시하여, 원으로 나타낸 측자료와 비교하 다. 한 모델 결과는 상층, 층, 

층 등 세 개의 라인으로 각 층을 나타내었다. 그림 32와 33은 수온의 모델- 측자

료간 비교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여름에는 표층과 층의 수온이 잘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34와 그림 35는 용존산소(DO)의 비교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수온

과 마찬가지로 표층과 층에서 모델과 측자료가 잘 일치하 다. Chlorophyll-a에 

한 모델 재 결과는 그림 36, 37과 같으며, 약 1갷는 그36 μg/l의 범 로 반 으

로 측값의 경향을 따르고 있었다. 총인(TP 한 용존울소인산염(dissolved 

orthophosphate)의 비교결과를 살펴보면 다수의 측지 에  그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3갹는 그41). 그림 42와 43에 나타낸 질산질소(nitrate nitrogen)의 

비교결과, 측자료의 부족으로 검증의 질을 단하기 어려웠다. 암모니아질소

(ammonia nitrogen)의 검증 그림은 표층에 한 비교에서는 잘 일치하 으나, 층

에 한 비교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4와 45). 만약 층 



- 34 -

암모니아 시료가 바닥에서 몇 inch 되지 않는 곳에서 채집되었다면, 모델에서의 

층은 략갠과는m 두께를 가지므로 측자료를 정확히 재 하기에는 연직 스 일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다른 검증의 일치를 보이는 측자료는 pond에서의 산소

(hypoxic, 용존산소 농도가 2.갰는mg/l 이하) 체 이다. 빰교에서는내 두 지 에서 용존산

소(DO) 로 일은 pond의 체 산소 체 을 산정하는데 사용되었다. 산소 체

의 모델- 측자료간 비교결과는 그림 46과 같다. 산소 체 은 MP-1과 MP-2 

정 에서 독립 으로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그림 46에 나타난 측자료 지 은 이

들 두 정 에 한 최소, 최 , 평균 산소 체 으로 나타내었다. 모델의 산소 

체  계산결과는 측지 들과 잘 일치하 다. 이것은 모델이 TMDL 해석에 한 

부하 할당량의 변화로 기인하는 산소 체 의 변화를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믿을만한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신뢰성을 추가 으로 제공한다.

그림 32. Mashapaug Pond calibration, Temperature at Station M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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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Mashapaug Pond calibration, Temperature at Station MP-2.

그림 34. Mashapaug Pond calibration, Dissolved Oxygen at Station M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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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Mashapaug Pond calibration, Dissolved Oxygen at Station MP-2.

그림 36. Mashapaug Pond calibration, Chlorophyll-a at Station M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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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Mashapaug Pond calibration, Chlorophyll-a at Station MP-2.

그림 38. Mashapaug Pond calibration, Total Phosphorus at Station M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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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Mashapaug Pond calibration, Total Phosphorus at Station MP-2.

그림 40. Mashapaug Pond calibration, Dissolved Orthophosphate at Station M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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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Mashapaug Pond calibration, Dissolved Orthophosphate at Station MP-2.

그림 42. Mashapaug Pond calibration, Nitrate Nitrogen at Station M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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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Mashapaug Pond calibration, Nitrate Nitrogen at Station MP-2.

그림 44. Mashapaug Pond calibration, Ammonia Nitrogen at Station M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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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Mashapaug Pond calibration, Ammonia Nitrogen at Station MP-2.

그림 46. Mashapaug Pond calibration, Hypoxic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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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델 용

  TMDL에 한 평가를 한 실험조건은 2001년 검증기간과 동일한 강우량  

기조건을 사용하 다. 연간 강수량은 매우 형 인 연 강수량이라고 단되는 장

기간의 연평균 강수량 42 inch보다 약간 은 37 inch를 용하 다.

  기존의 부하량 조건에 한 수질모델 수행 결과는 Mashapaug Pond가 산소

(hypoxic)와 높은 총인(TP) 농도로 인해 제 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우수 로와 Mashapaug Brook으로부터의 기본 흐름과 직 지표유출량을 더한 

유량으로부터 62%의 양염 부하량 감소는 산소에 한 수질표 을 충족시키기 

해 요구된다. 5%의 안 성 차이가 결과 으로 이들 유입원들에 한 최종 

TMDL 삭감을 래한다. 반 인 양염 부하 삭감은 총인(TP)에 해 53.5%, 총

질소(TN)에 해 36.1%, 총유기탄소(TOC)에 해 54.5%로 계산되었다.

  Mashapaug Pond에서 산소(hypoxic)에 한 TMDL 할당량의 결과는 그림 47

과 같다. 그림 46에 나타낸 산소 체 의 시계열은 2.0 mg/l이하의 일평균 용존산

소(DO)농도를 가지는 총 pond 체 의 퍼센트(%)를 나타낸다. 기존 부하량 조건에

서 pond의 산소 체 은 55%정도로 높은 수 에 도달했고 여름에는 꾸 히 30%

이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47과 같이 다양한 양염 부하 삭감에 한 산소 체

은 양염 부하량을 62% 삭감하 을 때 소멸되었다.

  총인(TP)에 한 TMDL 할당 결과는 그림 48과 같다. 총인(TP)의 시계열은 기

존 부하량 조건하의 TP 농도가 그해의 부분에 해 0.025 mg/l 이상이 남아있고 

여름에 약 0.057 mg/l의 최 값에 도달하 다. 체 pond에 한 기존 조건하에서

의 연평균 TP농도는 목표 농도 이상인 0.0311 mg/l이었다. 62% 양염 부하량 삭

감 시에 한 결과 역시 그림 48에 나타내었으며, 여름에 약 0.032 mg/l의 최  TP

농도를 나타내었다. pond 체에 한 연평균 TP농도는 TMDL의 목표치인 0.025 

mg/l 이하인 0.0196 mg/l이었다.

  MP-1과 MP-2정 에 한 층(hypolimnion) 용존산소(DO)농도의 시계열을 그

림 49와 50에 나타내었다. 기존 부하량 조건하에서 두 지 의 DO농도는 여름기간 

내내 목표치 이하인 2.0 mg/l 지만, 62%를 삭감할 경우 층에서의 DO수 은 2.0 

mg/l 이상의 수 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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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Mashapaug Pond TMDL allocations, Hypoxic Volume.

그림 48. Mashapaug Pond TMDL allocations, total phospho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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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Mashapaug Pond TMDL allocations, hypolimnion DO at Sta MP-1.

그림 50. Mashapaug Pond TMDL allocations, hypolimnion DO at Sta M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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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하천(River) 용사례

  하천(River)에 한 용사례를 살펴보기 해 Roi et al.(2006)에 의해 연구된 

Wissahickon Creek에 한 review를 수행하 다[20]. Wissahickon Creek은 그림 

51에 나타낸 것과 같이 미국 Pennsylvania 주에 치한 Montgomery 카운티와 

Philadelphia 카운티 사이에서 남동방향으로 흐르는 하천이다. 과거의 자료들을 살펴

보면 Wissahickon Creek는 용존산소(DO) 기 의 반으로 인한 탄소성 생물학  

산소요구량(CBOD, carbonaceous biological oxygen demand)의 탈산소화 향과 함

께 산소 농도가 큰 주행성 변동을 보이며 양염 수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Wissahickon Creek와 Pennsylvania 내에서의 지류들에 

한 통합된 해수유동과 수질 모델링을 수행하 다. 모델의 구성은 해수유동 서 모

델, 수질 서 모델, 그리고 이들 두 개의 서 모델 사이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유역에서 측된 바와 같이 부착생물(periphyton) 역학과 주행성 DO 변

동의 내부 인 메카니즘의 합리 인 재 을 할 수 있게 하기 해 기존 모델의 틀

은 Wissahickon Creek와 지류들 내에서의 수질 장애에 한 과정을 좀 더 실

으로 재  가능한 모듈로 향상시켰다.

그림 51. Wissahickon Creek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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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역 분할과 경계  기 조건

  Wissahickon Creek와 그 지류들에 한 모델링은 총 115개로 유역을 분할하여 1

차원(1-D)으로 수행되었다. 유역 분할은 유역 체 오염원의 분포와 지류의 다양

한 지형 특성, 해상도와 계산 필요조건 등을 기본으로 하 다. 지형자료는 2002년 

여름 갈수기(low-flow) 측 시 펜실베니아주 DEP(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에 의해 수집되었다. 지형자료는 주수로와 지류들 사이에 치한 샘 링 

지 에서의 폭과 수심값을 포함한다. 모델 격자 cell은 1.1 ～ 16.8 m의 폭과 125 ～ 

967 m의 길이에서 변화한다. 어느 두 측 단면 사이 유역분할 지 의 폭과 수심은 

선형 보간을 사용하여 얻었다.

  모델의 유량수지 계산을 한 경계조건은 2002년 7월 11일 ～ 8월 11일까지 PA 

DEP에 의해 수집된 유량자료를 사용하 다. 그림 52는 2002년도 조사의 갈수기에 

한 유량 분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유량자료는 같은 기간에 해 주요 유입

에서 시간변화에 따른 유입량 자료로 입력되었다. 한 해수유동모델에는 일사량, 

바람응력, 기온 등의 기 경계조건이 사용되며, 이는 NOAA로부터 Allentown, PA

의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입력하 다.

그림 52. Flow distribution for Wissahickon 

Creek model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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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유동모델의 기조건으로는 수심과, 유속, 온도가 입력되는데 기 수심은 모

델 안정화 시뮬 이션으로부터 반복 과정을 통해 얻었으며, 기 유속은 모든 지

에서 0.0 m/s이다. 한 기 온도는 20℃로 설정되었다. 모델 계산시간은 해수유동

과 수질 모델 모두 안정화 기간을 포함한 120일 동안 수행되었다.

  (2) 모델 검증

  해수유동모델은 유달시간(TOT, time of travel)과 2002년 갈수기(low-flow) 측

으로 수집된 온도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하 다. 측기간동안 PA DEP는 

Wissahickon Creek, Pine Run, 그리고 Sandy Run에서 TOT를 해석하기 해 염료

추 연구를 수행하 다. 한, PA DEP는 Creek을 따라 13개 지 에서 수온을 측정

하 다. 그림 53은 시뮬 이션된 TOT와 측자료의 비교를 보여 다. 한, 시뮬

이션된 온도는 그림 54에서 측자료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온도는 다른 지 과 

다른 날짜에 측되어 기록되어졌다. 일 성을 해, 시뮬 이션된 온도는 온도 측

시 특정한 일자에서 각 개별  지 에 한 모델 출력으로부터 추출되고, 일치하는 

날짜에서 측된 온도와 비교하여 도시화하 다. 그림 54에서 오차선은 모델에 의

해 시뮬 이션된 주행성 수온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3과 54에 나타낸 것처럼 모델은 온도의 측된 공간 인 분포를 매우 잘 

재 한다. 측기간동안 유량조건은 USGS 01473900 지 과 01474000 지 에서 

측된 유량에 해 각각 0.27과 0.22의 변동계수(평균에 의해 분배된 표 편차)를 가

지며 상 으로 정상 이었다. 따라서 갈수기 측기간동안 평균 유량 조건은 그 

기간의 유량조건의 표 인 사례를 추정할 수 있고, 정상상태조건과 같이 평균유

량을 사용하여 설정한 해수유동 모델에 한 유효한 근을 제시한다. 모델 결과와 

측 자료간의 한 일치는 해수유동모델이 시스템에서 합한 수치 재 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갈수기 조건( 를 들어 TOT, 수온 등)의 각각의 자료들에 한 푯값을 구할 

수 없어, 해수유동모델에 한 검증은 수행되지 않았다. 만약 모델이 최 강우유량 

시뮬 이션과 같이 상당히 특이한 수리학  조건에 해 용되는 경우 모델의 검

증은 필수 이지만, 주 유입 유량이 주변 소하천 유량에 하여 압도 으로 우세한 

갈수기 조건을 모델에 용하 기 때문에 해수유동모델에 한 검증은 본 연구에서

는 생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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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Simulated versus observed time of travel (TOT).

그림 54. Simulated versus observed wate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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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질모델의 검증과 확인

  1) 수질모델 일반설정

  본 연구에서 수질모델은 EFDC를 통해 재 된 해수유동장과 115 1D WASP 부분

과의 연계를 통해 수립되었다. 설정에 필요한 주요 정보는 경계조건, 외부 부하량, 

기조건, 순환패턴, 내부 유입과 유출 등이다. 여기서 경계조건의 치는 해수유동

모델과 동일하다.

  9가지의 요소가 상태변수로 포함되는데 부착생물(periphyton)은 수송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20개의 모든 경계조건에 해 0.0으로 명시되었다. 한 chlorophyll-a 농

도는 5개 경계조건 지 에서 0.0, 그 외 15개 지 에서 배경농도인 0.5 μg/L로 설정

되었다. 하지만 수질모델은 폐수방류가 우세한 상류에서는 chlorophyll-a 경계 조건

에 해 둔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주 원에 한 농도경계조건은 유입원 모니터링 자료와 폐수에서 grab 채취한 

PA DEP 자료를 근거로 제시되었다. 10개의 minor 오염원으로부터의 양염 부

하는 “건조” 오염원으로 설정되었다. 이들 minor 유입원이 체 유량의 0.35% 밖

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해수유동모델에 요한 향을  수 있게 무 낮은 이유로 

건조 부하량이 경계조건 신에 설정되었다.

  2) 모델 검증

  모델은 2002년 갈수기(low-flow) 측기간동안 수집된 측자료와 모델 결과의 

비교를 통한 개별 인 변수들에 해 검증되었다. 주요 변수들(CBOD 쇠퇴율, 부착

생물(periphyton)의 운송능력, 퇴 층산소요구량(SOD, sediment oxygen demand), 

질산화와 아질산화율)은 chlorophyll-a와 부착생물(periphyton)의 성장속도, 호흡율, 

사망율이 포함된 검증에 종속된다. 검증과정은 모델이 측자료를 충분히 재 할 

때까지 합당하고 용인되는 범  내에서 이들 변수들의 단계 인 수정을 포함한다. 

표 2는 주요 변수들의 보정값을 보여 다. 반 으로, 모델은 오염원 유입지 의 

부근에서 부분 으로 수질의 공간 인 분포를 매우 잘 재 한다. 검증결과는 그림 

55 ～ 57에 나타내었다. 한 주행성 모듈과 함께 시뮬 이션된 DO 변동은 측자

료와 잘 일치하 다. DO의 주행성 변동에 한 부착생물의 향 분석을 해, 부착

생물 부분을 제외한 민감도 시뮬 이션이 수행되었다. DO의 결과를 살펴보면 식물

성 랑크톤(phytoplankton) 활동이 하천 내에서 최소일 때부터 주행성 변동이 나타

나지 않았다.  다른 흥미로운 상은 부착생물이 일일최소 DO 문제(daily 

minimum DO problem)를 악화시키는 경향을 나타내는 사이 일평균 DO는 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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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을 통해 개선된다는 것을 모델 민감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2002년도 부착생물의 분포를 나타내는 자료가 없었지만, 모델에 의해 시뮬 이션

된 부착생물이 일반 인 크기와 공간 인 양상에서 시뮬 이션되는 모델의 능력을 

체크하기 하여 1990년도 여름 갈수기 기간에 수집된 자료와 비교하 다. 가변

인 모델에서 부착생물의 상태가 탄소의 질량으로 정의되고, 수집된 부착생물 자료

가 chlorophyll-a의 항에 있기 때문에, 질량 환연산(mass conversion operation)이 

비교 이 에 필수 으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조류에 한 default값과 유사하

게 30:1로 추정되는 탄소-chlorophyll-a 비(ratio)와 변화의 범 가 ±50%로 추정되

는 시뮬 이션된 부착생물(periphyton) 질량은 chlorophyll-a(μg/l)로 환되었고 

측자료와 함께 도시화하 다(그림 57). 모델결과와 측자료 사이의 차이는 모델이 

부착생물이 측된 해와 다른 연도에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설정된 것과 같이 각

각의 양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하천 내에서 국한된 특성들을 모두 재 하지는 

못할 것이다. 반 으로 모델은 합당한 정확도와 함께 부착생물의 일반 인 분포

를 도출시켰다.

표 2. Calibrated Parameter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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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Model calibration for Wissahickon Creek (distances represent meters 

from mouth).

그림 56. Model calibration for Pine Run of Wissahickon Creek system (distances 

represent meters from confluence with Wissahickon Cr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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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Model calibration for Sandy Run of Wissahickon Creek system 

(distances represent meters from confluence with Wissahickon Creek.

그림 58. Calibration of periphyton for Wissahickon Cree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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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델 확인

  검증된 수질모델은 1998년 갈수기(low-flow) 측에서 NIER에 의해 수집된 자료

를 사용하여 확인하 다. 확인에는 모니터링 자료와 함께 독립된 시간 기간과 모델 

측의 비교에 한 모델 검증의 용을 포함한다. 기간에 한 이용가능한 하나의 

유량자료는 Wissahickon mouth에서의 USGS 게이지 유량이다. 신뢰할 수 없는 유

량 자료는 원오염원 는 추 상에 해 이용할 수 있었고, 따라서 유량 분포

의 상세한 계산은 이 기간에 해 불가능하 다. 이 기간에 한 평균 유량은 42.8 

cfs로, 이것은 2002년 갈수기 유량과 비교할 만하기 때문에 상 인 갈수기 조건 

재 에 해 추정하 다. 이러한 유량값의 일 성에 기 하여, 갈수기 유량은 원

오염원과 추 상이 2002년 갈수기 조건과 유사하게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해수유동과 수질모델은 그들이 검증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설정되었다. 확인을 해 측된 수질 양상은 그림 59 ～ 61에서 NIER 자료와 함

께 비교하 다. 그림은 모델 시뮬 이션이 Wissahickon Creek, Sandy Run, Pine 

Run에 해 측된 수질 경향과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 다. 매개변수값의 동

일한 세트를 사용한 1998년도와 2002년도의 수질 재 에 한 모델의 능력은 모델

이 갈수기 조건 하의 Wissahickon Creek과 그 지류들에서 측된 역학과정들을 타

당하게 재 하 다는 것을 나타낸다.

  (4) TMDL 개발에 한 용

  검증과 확인을 거친 후, 모델은 TMDL 개발에 한 한계 조건의 시뮬 이션을 

해 재설정된다. Wissahickon Creek에서 DO 장애에 한 한계 조건은 여름 갈수

기이다. 갈수기에 해 종종 이용된 표 유량은 정상상태해석이 7Q10 흐름이고, 이

는 7일 이상을 연이어 발생하고 10년의 재발 주기를 가지는 유량으로 정의된다. 

오염원에 해 말하자면, 한계 조건이 설계유량과 부하조건에서 모든 방출장치에서 

방출했을 때를 정의한다.

  TMDL 개발을 한 모델은 앞서 보정하고 확인한 모델에서 한계 조건을 포함하

여 설정되었다. 첫째로 7Q10의 유량과 설계 방출장치 유량은 해수유동모델에서 포

함되었다. 둘째로 설계 오염원 부하량은 수질모델에서 포함되었다. 셋째로 수정된 

SOD율은 시스템에서 다양한 부하를 기 로 하여 재설정된 수질모델에서 포함되었

다. 부하량 변화에 따른 SOD 변동에 한 가장 통상 인 근법의 하나인 SOD 재

과 오염부하삭감 사이의 선형  계[21]를 추정하 다. 상세한 퇴 물 암석화과

정 모델(sediment diagenesis model)은 부하량 변화에 따른 SOD 변동 사이 계의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할 수 있지만, 모델에서의 환경설정과 테스트를 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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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

  TMDL 개발을 해, 모델에 의해 측된 수질 자료는 Wissahickon Creek 과 지

류들의 표기된 용도들이 만나거나 장된 확신을 제공하는 목표치와 비교되었다. 

자료와 분석을 기 로 하여, USEPA는 DO에만 PA DEP 수질 표 에 기 를 두어 

용할 수 있는 수치 인 기 을 정의하 다. DO에 한 표 은 송어에 한 좀 

더 엄격한 수 생활 사용 제공에 기 를 둔 한계 계 (농도요구DE 높@한계 )과 

함께, 물고기 개체수를 지원하는데 요구되어지는 수 에 기 를 둔다. 이계  개체월 

15일부터 7월 31일까PA송어 개체에 한 수 생활 사용을 지원하는데 5.0 mg/L의 

최소 DO와 6.0 mg/L의 최소일요구DE 요구되어진다. 그해의 나머지(재고량)에 

한 4.0 mg/L의 최소 DO와 5.0 mg/L의 최소일요구량은 난류어종(WWF, warm 

water fish) 지원에 요구되어진다.

  양염 TMDL의 종착 은 TS와 WWF가 함께 련된 한계 기간에 해 최소일

평균량과 일일최소 DO 둘 모두에 기반을 두었다. 그런데 이들 표 들에 근 하는 

하천 능력의 분석은 수체의 장애 요소들인 모든 생물학  과정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요소들은 양염 수 들과 생물학  활동성 사이에서의 계가 포

함되었으며, 부착생물(periphyton)/조류(algae)의 효과, 생물학  과정들로부터 결론

지어진 DO의 주행성 변화가 포함된다. Wissahickon Creek와 지류들의 모델해석을 

통해, DO 농도는 부착생물의 성장과 호흡에 직 으로 연 된 이들 변수들에 

해 높은 민감도를 가지는 것으로 측되었다. TMDL 계산의 상세설명에 더하여 민

감도 분석은 공간의 한계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특별히 언 하

고 넘어가자면, 민감도 분석으로 부착생물 활동이 DO 반의 주된 이유들  하나

인 것으로 증명되었지만, 오염원으로부터 삭감된 양염 부하를 통한 부착생물에 

한 제어는 불가능하다고 최종 으로 단되었다. 각각의 모델 민감도 실행은 유

입원으로부터 인(phosphorus)농도는 거의 99% 정도가 삭감될 필요가 있지만, 그

에 우리는 부착생물 성장에 해 요하게 제한하는 효과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이것은 한계 갈수기 조건하에 있기 때문에, 수로 안에서 총 흐름의 98% 

이상에 한 유입유량의 총합은 하천에서 희석조건이 없는 결과로 나타난다. 동시

에, 부착생물은 그것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의 매우 낮은 농도만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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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Model validation for Wissahickon Creek (distances represent meters 

from confluence with Wissahickon Creek).

그림 60. Model validation for Pine Run of Wissahickon Creek system (distances 

represent meters from confluence with Wissahickon Cr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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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Model validation for Sandy Run of Wissahickon Creek system 

(distances represent meters from confluence with Wissahickon Cr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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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하구역(Estuary) 용사례

  하구역(Estuary) 용사례는 Ji et al.(2001)이 Morrp Bay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review하 다[22]. 연구 상해역인 Morro Bay는 California의 부해안에 치한 자

연 으로 형성된 만이다(그림 62). 그것은 얕은 석호로 남북방향 길이가 략 6.5 

km, 동서방향 최 폭이 약 2.8 km이다. 퇴 작용 때문에, 이곳은 지난 100년 이상 

만의 체 의 1/4이상 손실되었다. 조시에는 만면 의 60%이상이 드러나서 건조하

게 된다. 수질은 박테리아, 양염, 속의 과도한 수 을 포함하여 향을 미친

다. Morro Bay 수심의 특성은 Flather와 Hubbert(1990)의 연구[23]에 의해 분류되

어 지형학의 두가지 형태로 잘 특성화되었다. 그것은 빠르게 지형학 인 변화하는 

만의 남쪽 내부에서 동쪽 해안선 사이를 잇는 만의 입구로부터의 수로이다. 수로의 

수심은 4 ～ 9 m로 변화한다. 만의 나머지는 완만하게 변화하는 지형학 인 특징과 

함께 1 m에서 0.5 m 범 에서 평균수심을 가지는 매우 평평하고 얕은 지역이다. 

고조와 조 사이의 조  차이가 만의 입구에서 2 m 이상 차이가 나므로, 만면 의 

큰 부분이 매 M2 조석 주기(12.42hr)동안 습윤과 건조 사이에서 바 다. Morro 

Bay에서 해수유동과정의 시뮬 이션을 해 수치모델이 습윤과 건조 과정들을 

실 으로 시뮬 이션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역사 으로 수심 측은 Morro Bay가 퇴 작용의 결과로 더 얕아지고 있음을 나

타낸다. Philip Williams & Associates (1998)에 의한 연구[24]는 Morro Bay가 조량

의 감소와 낙조류시 이에 상응하는 삭감을 야기시키는 염습지와 목 지에 한 이

후의 다른 이행과 함께 얕은 하구역에서부터 조간  개펄까지 서서히 변화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Morro Bay 앙부 내 증가된 순 퇴 량에서 결정된 낙조시 감소

된 운반량을 가진다.

  Morro Bay의 이상의 특성들은 하구역에서 습윤과 건조 연구에 해, 그리고 수

치모델에서 이용한 습윤과 건조 scheme에 해 이상 인 지 을 만든다. 그것은 상

세한 습윤과 건조 과정들에 한 설명을 해 이용가능한 충분한 장자료를 가지

는 것이 필수 이다. 이에 따라 포 인 장조사가 수심, 최고수심라인, 최 수심

라인, 조 , 온도, 염분, 기상자료, 수리학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기 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 은 천해 하구역에서 습윤과 건조과정을 

재  할 수 있고, Morro Bay에서 해수유동 과정들을 실 으로 시뮬 이션하는 

해수유동모델의 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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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Morro Bay model grid and monitoring stations. The bay 

is situated at 35°367′N 120°866′W.

  (1) Morro Bay의 해수유동 과정

  1) 모델 검증

  측된 자료의 유효성을 기반으로 모델- 측자료 비교의 기간은 1998년 3월 9일

부터 4월 9일까지 31일이었다. 모델 결과는 테이블과 시계열, 산 도에서 측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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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함께 비교되었다. 표 3은 표층 조 (E), 주요 조석 방향에서 조류속(V), 수온

(T), 염분(S)에 한 모델- 측자료 비교의 통계값을 열거하 다. 첫 번째 열은 조

사정  이름, 변수들과 그들의 단 이다. 두 번째 열은 측된 자료의 평균값이며, 

세 번째 열은 모델 결과의 평균값, 네 번째 열은 측값과 모델결과 , 의 오차, 

다섯 번째 열은 제곱평균(RMS, root mean square) 오차, 여섯 번째는 측된 자료

의 변화범 이다. 표 3의 마지막 열은 측된 변화에 의해 RMS 오차의 결과로 나

온 백분(산 도상  RMS 오차를 보여 다. 표 3은 Morro Bay 요 조석조 , 조

류속, 수온, 염분을 만족스럽게 시뮬 이션했다는 것을 보여 다. 모델의 조화분해

로부터 다섯 개의 주요 상수들(M2, S2, N2, K1, O1)의 진폭과 상은 표 4산 도

장조사 자료로부터 각각의 값으로 도표화되고 비교되었다. 모델 결과와 측자료 

모두 반일주조인 M2이후, 일주조인 K1이 Morro Bay에서 두 번째로 요한 조석

� N2, K1, 이러한 결과는 만 내부에서 습윤과 건조과정의 강한 주행성 거동 설명에 

한 도움을 - 측자료 모델 결과와 장조사자료 , 의 차 설명5개 분조 모두의 

진폭에 해 5.2 이하 고 상에 해서설명9도(degree) 이하 자료 1도(degree)의 

상 차이는 반일주조류에 해 약 2분의 시간차 는 일주조류에 해 약 4분의 

차이와 동일하다.

  그림 63은 MBNT 정 에서 모델- 측자료간 비교의 시계열을 나타낸다. (I, J)에 

상응하는 지 은 계산도메인에서 (38, 75)이다. 그림 63에서 첫 번째 그래 는 조 , 

두 번째 그래 는 주요 조석 축 방향에서 유속, 세 번째 그래 는 온도, 네 번째 그

래 는 염분이다. 그림 63에 나타낸 것과 같이, 모델 조 (굵은 실선)는 거의 완벽

히 측자료( 선)와 일치한다. 모델 유속은 40 cm/s의 진폭을 가지며, MBNT에서 

측된 유속은 없었다. 모델 수온은 한 자료와 일치하며, 모델은 조석으로 인해 

반일주조 수온 변동으로 실 으로 시뮬 이션 되었다. MBNT에서 측된 염분자

료는 없었다. 모델은 24 ～ 32의 염분 범 의 강한 반일주조 변동을 나타낸다. 그림 

62와 유사한 그림 64와 65는 각각 MBNP3와 MBST 정 에서 모델과 측자료간의 

비교를 보여 다. 이들 그림은 모델의 조 , 유속, 온도, 염분이 반 으로 측자

료와 만족스럽게 일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단 하나의 외가 그림 64의 MBNP3

에서의 유속이다. 그것은 왜 MBNP3에서 측된 유속이 유입 유속 진폭( 략 15 

cm/s)이 유출 유속 진폭( 략 40 cm/s)의 40% 밖에 되지 않는 강한 불균형 인 특

징을 보이는지 불확실하 으나 모델 유속은 40 cm/s 가량의 진폭으로 꽤 균형 이

다. 큰 유입-유출 유속 차이는 만으로 유입되는 총 담수량이 강수량이 없을 때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의 잔차류로 야기된 것 같지 않으며, 이러한 작은 유

입량이 만내에서 큰 유입-유출 유속차이를 야기할 수 없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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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P3 주변에서 국지 인 와류들이 나타날 것이고, 모델이 무나 작은 스 일 

내에서의 활동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그림 65는 일 되지 않게 변화된 

445일에 근 한 측된 유속을 보여 다. 그것은 장자료 수집오차가 아마도 모순

된 유속의 이유일 것으로 여겨진다.

  조류속이 부유사수송과 수질 과정들에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  하나이기 때

문에, 모델과 측된 유속을 세심히 시험하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66은 

MBNF1에서 측된 유속과 모델 결과 유속의 산 도이다. 유속은 주요 조석축 방

향에서 순환되고, 그래서 최  v방향성분과 최소 u방향성분의 값이 얻어졌다. 그림 

66에는 측과 모델 결과의 최  v방향성분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 몇몇의 극단

인 유량조건을 제외하고는 반 으로 모델에서 시뮬 이션된 진폭이 명확하 다. 

이 외사항은 아마도 모델이 하나의 수직 층을 가지고 만의 연직순환양상을 재

하지 못하는 요인의 결과일 것이다. 다수의 모델 층을 가지는 것이 과 유속의 산 도의 

항구 역에서 조류속의 재 에 더 유용할 것이다. 모델과 측자료간 조류일 것이

는 알맞은 격자 cell 크기 66에는재정렬 없이 모델에서 재 될 수 없는 매우 국지

인 수심의 불명확성 6기인한 것이었다. 반 으로 조류일 재 은 조 , 조류가 

수심하는 요인좀 더 민감하고, 성분을  자료들내 불확실성의 높은 수 으로 인해 

좀 더 어려운 과제이다. MBNP3에서 유속의 산 도 비교 역시 모델결과와 측자

료 사이에서 좋은 일 성을 보 다. 요약하면, 모델은 조류속을 합리 으로 잘 시뮬

이션 했다는 것이다.

표 3. Error analysis of measured data and modele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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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Harmonic analysis of measured data and modeled results

그림 63. Model (solid line) and measured (dashed line) tidal 

elevation, velocity, temperature, and salinity at MB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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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Model (solid line) and measured (dashed line) tidal elevation, velocity, 

temperature, and salinity at MBN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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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Model (solid line) and measured (dashed line) tidal elevation, velocity, 

temperature, and salinity at MB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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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Measured velocity versus modeled velocity at MBFN1.

  (2) Morro Bay에서의 습윤(wetting)과 건조(drying) 과정

  습윤과 건조 과정은 Morro Bay의 두드러진 특성이다. 그림 67은 조시 30분 평

균 수심을 보여 다. 우측상단 구석의 작은 그림은 체만의 조석원동력인 만의 입

구부에서 표층 조 를 cm로 나타낸다. 시간은 작은 그림의 x축 라벨이 1998년 3월 

31일 00:00시를 기 으로 나타내어졌다. 그림의 바닥에서 컬러스 일바는 수심을 나

타내고, 범 는 20 ～ 700 cm이다. Morro Bay에서 고려된 수심 측오차는 15 cm

이며, Morro Bay 모델의 격자 cell은 수심이 17 cm의 한계수심보다 을 때 ‘건조

(dry)', 17 cm보다 클 때 ’습윤(wet)으로 환된다. 이러한 습윤-건조 scheme의 결

과와 같이, 그림 67에 제시된 역은 수심이 20 cm 이하일 때 건조(dry)로 고려되

었다. 이러한 한계수심에 한 모델 결과의 민감도는 이후에 논의될 것이다. 그림 

67은 오직 주수로 역만이 남쪽에서 1 m 이하부터 만의 입구부에서 7 m 이상의 

수심 범 와 함께 만의 부분(64.5%)이 조시에 건조하고 습윤하게 됨을 명확하

게 드러낸다. 한 제시된 그림 67은 검은 으로 측된 조시 해안선을 나타내

고 있다. 모델결과들과 측된 조시 해안선 비교는 모델이 습윤과 건조 역이 

매우 잘 시뮬 이션 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림 67에서 검은 에 의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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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들 작은 경로에 한 외는 모델 격자에 의해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림 68은 체만이 최소 수심 80 cm 이상일 때를 나타내는 모델에 의한 고조시 

표층 수 를 보여 다. 한 검은 에 의해 측된 고조시 해안선을 나타내었다. 

이 그림은 모델 결과가 고조시 해안선과 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낸

다. 그림 68에서 모델에 의해 재 된 유속은 화살표로 나타내었고, 화살표의 크기는 

그림의 아래에 주어졌다. 27.25시간에 물은 얕고 평평한 지역에서는 만의 밖으로 빠

져나가고 깊은 수로를 통해 만으로 흘러들어온다.

  표층 수 가 습윤과 건조 순환에서 재 된 것을 설명하기 해, 그림 69는 Morro 

Bay의 남서쪽 구석의 얕은 지 에서 모델로 재 된 표층 수심을 보여 다. 얕은 지

 격자 cell은 46 cm의 수심을 가지고 그 치는 그림 62에서 나타낸 것과 같다. 

이들 수심이 17 cm 이상일 때, 이들 격자 cell은 어떤 다른 습윤(wet) cell과 같이 

처리되었다. 그림 69와 같이 수심이 17 cm 이상이 아닐 때, 이들 격자 cell은 ‘건조

(dry)'가 되었고 계산에서 제외되었다.

  고조시, 그림 62에서 보인 모델 격자의 총 습윤면 은 8.5 km
2

이다. 조시 습윤

면 은 60%이상 감소될 수 있다. 습윤과 건조 과정에 의한 넓은 면  변화를 설명

하기 해, 그림 70은 그림 67과 68에서 논의된 기간과 같은 1998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48 hr에 한 습윤면  백분율을 보여 다. 9.25시간에서 그림 67과 그

림 70은 총 만의 면 의 35.5%만이 습윤하고 나머지는 건조해진다는 것을 나타낸

다. 고조시(그림 67과 69에서 보인 27.25시간에서), 체 만 면 이 습윤해진다. 그

것은 넓은 건조 역이 주행성으로 나타나고 반주행성에는 아니라는 것을 그림 70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일주조가 Morro Bay에서 요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M2 분조류 이후, 일주조류인 K1이 Morro Bay에서 두 번째로 요한 성분

인 것을 보여주는 표 3에 열거된 결과와 일 성을 가진다.

  그림 67에서 보여진바와 같이, Morro Bay는 만의 입구부부터 만의 남쪽 지 까

지의 범 로 항로를 가진다. 조시, 수심은 만 입구부에서 7 m 이상, 만의 남쪽 끝

에서 1 m 이하까지 변화한다. 만의 나머지 역은 평평하고 얕으며, 주로 조시에 

‘건조(dry)'가 된다. Morro Bay의 이들 두 특성은 Flather and Hubbert(1990)에 의

해 논의[23]된 지형학  두 가지 분류를 잘 재 한다. Morro Bay 모델이 습윤과 건

조 과정을 제 로 시뮬 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잡한 수심도가 주어졌을 때에도 

모델이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습윤과 건조 scheme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

한다.

  수치모델에 있어서 모델 결과에 한 모델 매개변수 값들의 향들을 명확하게 

하기 한 모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요하다. EFDC 모델에서 사용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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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의 부분이 이 에 EFDC에서 용되었던 것들에서 거의 부분 바 지 않았

다. 를 들어, Mellor-Yamada turbulence model[13, 14]은 상수와 그 값이 

Princeton Ocean model[25]과 Estuary, Coastal and Ocean model[26]과 같은 다른 

해수유동모델에서 사용된 것과 같게 취 되었다. 해수유동모델에서 자주 조 되는 

변수는 0.02 m[7, 26]의 일반 인 값을 가지는 바닥 조도 계수이다. 본 연구에서 바

닥 조도 계수는 0.02 m의 기본 설정값을 가진다. 그것은 Morro Bay 모델이 은 

변화를 가지는 0.02부터 0.01, 0.02부터 0.03까지 값을 변화함으로써 찾아내었다. 표 

3의 마지막 열에 열거된 조 , 온도, 염분의 상  RMS 오차는 1% 이하에서 변화

되었고, 유속의 RMS 오차는 7% 이하로 변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른 요한 변수는 격자 cell이 수치계산 수행동안 습윤인지 건

조인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한계수심(critical water depth)이다. 한계수심은 수심

도의 측 오차가 15 cm인 것을 고려하여 Morro Bay 모델에서 17 cm로 설정했다

[27]. 민감도 시험은 한계수심의 향을 명확하게 수행하 다. 그것은 해수유동 결

과가 수롭지 않게 변화되는 17 cm에서 15 cm까지, 17 cm에서 20 cm까지 한계수

심 변화에 의해 도출되었다. 를 들어, 그림 70에서 나타낸 습윤 역은 한계수심이 

15 cm 는 20 cm로 설정되었을 때 3%이하로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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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Water depth at low tide (30-minute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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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Water depth at high tide (30-minute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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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Modelled surface water depth at shallow spot (8, 10).

그림 70. Modelled wet area of Morro Bay for 48 hours from March 31, 1998 to 

April 1,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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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해양(Ocean) 용사례

  Tuckey et al.(2006)은 New Zealand의 Tasman Bay와 Golden Bay를 상으로 

EFDC 모델을 용하 다[28]. 종종 Nelson Bay와 같이 언 되는 Tasman Bay와 

Golden Bay는 New Zealand의 South Island의 북서 가장자리에 치하고 있다(그

림 71). 두 만은 넓고, 얕은 내만이고 New Zealand의 두 륙을 가르는 Cook 

Strait에 열려있다. Nelson Bay는 지역에 해 요한 경제 이고 문화 인 근원을 

표한다. 를 들어, 이 만은 가리비와 물고기 어업에서 지역 으로 요한 공 을 

하고 있고, 여가 인 낚시와 유람선에 범 하게 이용되며, 상업 인 조개류 양식 

공업에 한 치패(spat)를 공 한다. 이만은 한 Maori 부족 토착에 한 강한 역

할을 맡고 있으며, 높은 문화 인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 한 지역의 도시와 근교

의 지역사회로부터 폐기물들을 소화해 내는 것을 포함하여 요한 물품들과 서비스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New Zealand 해안선은 많은 규모 연안 내만 특성

이 아니기 때문에 Nelson Bay 지역은 국가 으로도 요하다.

  Nelson 지역은 다년간 New Zealand에서 가장 빠른 인구 증가를 가지고 이로 인

해 인류 발생론  활동( 를 들어 여가 인 낚시, 폐수 처리, 도시 해안가 개발) 증

가에 노출되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구조물과 만의 기능에 해 증가된 이해를 

한 실 인 요구이고 본 과제의 목 은 만 내부에서 발생하는 우세한 해수유동 과

정들을 이해하고 시뮬 이션하는 것에 있다. 이 과제는 다음의 목표들을 만족시킨

다. (1) Tasman과 Golden Bay 내에서 해수유동을 시뮬 이션 할 수 있는 수치모델 

개발; (2) Tasman 과 Golden Bay에서 조석 순환 이해; (3) 염분과 부유사의 항에

서 Motueka 강 plume의 거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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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Location map showing Tasman and Golden Bays at the northern end of 

the South Island of New Zealand and major river inflows. The bays 

open out to Cook Strait that separates New Zealand’s North Island from 

the South Island. Current meter deployment sites are marked by crosses 

(A, B, an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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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석 순환

  서부 Tasman Bay의 site B로부터 수심 평균된 조류의 류 스펙트럼 도(PSD, 

power spectral density)는 그림 72에 나타내었다. 이들 자료(그리고 모든 흐름 자

료)의 스펙트럼 분석으로부터의 결과는 반일주조, 특히 M2 성분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료의 주 수 분해능은 다른 조석 분조로부터의 향들이 M2 분

조로 확인된 최고 으로부터 독립 인 스펙트럼 최고 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확인된 증은 M2 분조의 기간인 략 12.42 hr의 기간과 같은 0.0805 cph(cycles 

per hour)의 주 수를 가진다.

  조석 자료의 2년간의 조화분석 자료로부터 정의된 3개의 주요 분조들의 진폭과 

상은 표 7에 나타내었다. 7개의 Nelson Bay 항구들에서 3개 분조들의 진폭에 

한 비교는 체로 M2분조가 c. 4의 요소에 의한 S2 조석분조보다 컸으며 c. 5의 요

소에 의해 N2 조석분조보다 컸다. 이것은 스펙트럼 분석으로부터의 결과와 일치한

다.

  조석 상(그림 71에 나타낸 지 으로부터)의 검토는 일반 으로 Kelvin 와 같

은 조석이 어떻게 지역 주변으로 되는지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것은 만내 

시스템 부족이 있는 지 에서 상과 진폭이 일 된 경향을 보여 다는 것이 흥미

롭다. Heath(1976)는 다음의 요소들 때문이라 제안했다. 첫째로, 만 내부에서 조석 

과정들은 Cook Strait 내부에서 하는 Kelvin 뿐만 아니라 두 섬의 서부 해안 

사이에서 남쪽으로 하는 Kelvin 로부터 기여하는 순 향이다. 둘째로, 조석

측지 의 일부는 이들 하구역들이 지역의 조석응답을 바꾸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크

고 얕은 하구역과 바닥 마찰이 있는 곳에 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만 내

부에서 조석 순환은 간단하지 않고 우세한 M2 분조에 한 다양한 입력 신호의 순

향이라는 것이다[29].

  제시된 기간 동안 획득한 수심으로 평균한 유량 자료의 조사는 유속계가 배치된 

3개 지 에서 반일주조 신호의 우세로 나타났다(그림 73). 평균 유속은 A지 에서 

0.54 cm/s, B지 에서 2.35 cm/s, C지 에서 2.13 cm/s 다.

  그림 73은 측된 그리고 시뮬 이션된 수심 평균된 유속 사이의 비교를 보여

다. 그림 73에서 각 그래 는 조석의 같은 단계에서 측자료와 시뮬 이션된 유속

의 시작을 조정하 다. 이들 그래 의 검토는 시뮬 이션된 흐름의 일반 인 거동

과 상이 측값과 합당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결과는 지역에서 수심

도와 조석 강제의 복잡함이 만족스럽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동부 Tasman Bay의 

지 (그림 73)에 해, 시뮬 이션된 유속의 크기는 측된 값보다 컸다(최  시뮬

이션된 낙조류 유속 ≈ 18 cm/s와 최  측된 낙조류 유속 ≈ 12 cm/s 비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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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 이션된 창조류 유속 ≈ 20 cm/s와 최  측된 창조류 유속 ≈ 16 cm/s 

비교). 낙조류와 창조류에 한 측된 방향과 측된 방향은 유사하 다. 창조류에

는 D'Urville Island의 서부 해안 사이에서 주로 남향이었고 낙조류에는 French 

Pass의 결과와 같이 동쪽으로 조  더 향하 다.

  서부 Tasman Bay 지 에 해 시뮬 이션된 유속의 크기는 측된 유속(최  

유속 10 cm/s)에 해 잘 비교되었지만, 수심 평균된 유속의 시뮬 이션 결과와 

측결과의 주축 사이에서의 차이는 16° 다. 그림 73은 Golden Bay 지 에서 유속의 

시뮬 이션 값과 측값을 보여 다. 이 그림은 유향과 유속의 크기(최  유속 5 

cm/s)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성과는 해수면의 진폭과 상의 시뮬 이션결과와 측값 비교에 의해 조

사되었다. 조화분해는 모델 도메인 내의 7개 항구지 에서 수행되었다. 표 8은 M2 

분조의 상 인 상과 진폭의 비교를 나타낸다. Tasman Bay의 동부(Nelson에서 

Stephens Island)를 먼  고려하면, 측값과 모델결과는 모두 조석이 남쪽으로 

되고 고조시에는 Nelson 방향으로 뒤쳐졌다( 상 감소). 측값과 시뮬 이션 결

과의 상 인 진폭은 이 방면 사이에서 만내로 감소되었다. 유사하게, 시뮬 이션

된 해수면 상의 경향은 Tarakohe에 한 모델로 측된 작은 차이이긴 하지만 

측자료와 잘 일치하 다. 모델은 한 Collingwood에서 진폭을 과소평가하 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과 진폭의 지배 인 경향이 모델에 의해 시

뮬 이션 되었다.

  표층 수 와 흐름 사이의 상차는 조석 과정들과 모델 수행의 역학 내에서 이해

를 다. 만약 수 와 흐름이 상 안에 있을 때 조석은 진 (progressive wave)

와 같이 진행한다. 그에 반해서, 90°의 상차는 정상 (standing wave)를 발생시킨

다. A, B, C 지 에 해, 흐름의 측값과 시뮬 이션 결과값 사이의 상차는 가

장 가까운 항구에서 고조에 해 상 으로 계산되었다. A지 에서 측된 흐름의 

상차는 80°이며, 시뮬 이션된 흐름의 상차 역시 80° 다. B지 에서 측된 흐

름의 상차는 94°로 시뮬 이션된 흐름의 상차는 80° 다. C지 에서 측된 흐

름의 상차 94° 으나, 시뮬 이션된 흐름의 상차는 101° 다. 상차의 시뮬

이션값과 측값은 모든 지 에서 잘 비교되었고 정상 가 Tasman과 Golden Bay

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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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Mean flow and sediment load for the largest rivers discharging into 

Tasman and Golden Bay, New Zealand.

표 6. Baseline and flood flow and the total suspended sediment (SS) load 

concentration for major tributaries of the Nelson Bays, New Zealand.

그림 72. Spectral analysis of northern component of velocity data collected close 

to Motueka River mouth,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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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Greenwich phases and amplitudes from harmonic analysis of tidal data, 

and M2 phases and amplitudes from Bowman et al. (1980) for Wellington 

(amplitude in metres and phase in degrees) for major ports within the 

Tasman/Golden Bay System, New Zealand

표 8. Relative phases and amplitudes of M2 tide, relative to Nelson, New 

Zealand, from harmonic analysis of predicted tidal and model data 

(amplitude in metres and phase in degrees) for major ports within the 

Tasman/Golden B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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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Simulated and observed depth-averaged currents from: A, B , eastern 

Tasman Bay; C , D , western Tasman Bay; E, F , eastern Golden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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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otueka River plume

  2001년 측기간동안 Motueka River로부터의 일평균 유입량 변화는 5월 강우 발

생의 시계열에 따라 2월과 3월 동안 이어진 갈수기의 요함을 보여 다(그림 74). 

두 조 인 기간 동안 직 인 측은 홍수기 과 홍수기 직후 표층 염분장 사

이에는 큰 차이가 보 다(그림 75). 두 사건의 시뮬 이션과 함께 이들 측자료의 

비교는 모델이 측된 plume 분포의 총 특성들을 성공 으로 삭감하 다는 것을 

보여 다(그림 76). 특히 갈수기 시나리오에서 측된 염분은 34 ～ 35 psu의 범

로, 시뮬 이션으로부터의 33.5 ～ 35 psu의 값과 비교되었다. 홍수기 시나리오에 

한 측된 염분은 30 ～ 35 psu이며, 시뮬 이션된 값은 29.5 ～ 35 psu 다. 

측값과 시뮬 이션 결과값은 plume이 Tasman Bay에서 상당한 거리에 확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른 시뮬 이션들은 plume이 MacKenzie(2004) [30]와 

Tasman Bay의 성 이미지와 함께 잘 일치하는 북향으로 많은 거리에 확 될 수 

있다는 것과 outwe그림ing plume이 Golden Bay에서 개별 지  주 로 확 될 수 있

다는 것을 말한다(그림 77과 78).

그림 74. Motueka River flows at Woodstock, February–May 2001. Data provided 

by Martin Doyle, Tasman District Council, Rich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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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below) Surface salinity (psu) of Motueka River plume after: A, low 

flow survey (7–8 March 2001); and B , post flood survey (9–10 

March 2001). Data provided by L. MacKenzie, Cawthron Institute, 

Nelson. Grey boxes show location of proposed Aquaculture 

Managemen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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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Surface salinity (psu) of Motueka River plume after: A, low flow (10 

m
3

 s
–1

) simulation; and B , flood flow (200 m
3

 s
–1

) simulation. White 

boxes show location of proposed Aquaculture Managemen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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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Surface salinity (psu) of Motueka River plume with no wind forcing 

(left frames) and 20 knot southerly winds (right frames), with a flow 

rate of 50 m3 s–1 (upper frames), 200 m3 s–1 (middle frames), and 1000 

m3 s–1 (lower frames). White boxes show location of proposed 

Aquaculture Managemen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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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Surface salinity (psu) of Motueka River plume with 20 knot north 

easterly winds (left frames) and 20 knot south westerly winds (right 

frames), with a flow rate of 50 m
3

 s
–1

 (upper frames), 200 m
3

 s
–1

 

(middle frames), and 1000 m
3

 s
–1

 (lower frames). White boxes show 

location of proposed Aquaculture Managemen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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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유사(suspended sediment)

  부유사와 퇴 물 농도의 시뮬 이션은 강제 인자들의 다양함에 의해 향을 미친

다. 바람이 없을 때와 10 knot의 북향이 있을 때의 시뮬 이션은 둘 모두 형 인 

기 흐름과 홍수 이벤트에 해 진행된다(그림 79 ～ 82). 이것들은 모델결과들을 

비교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뮬 이션은 기 되는 이론 인 거동과 강의 입력 

자료를 통해 만에 해 진행된 퇴 물의 거동을 조사하는데 사용된다. 그것은 큰 

퇴 물의 다수가 연안과 연결된 강들의 하구역 시스템 내에서 침강하고 있다고 생

각된다. 형 으로 비를 동반한 북풍과 이로 인한 강의 홍수와 같은 향은 모든 

퇴 물의 입경에 해 10 knot 바람을 사용한 모델 수행의 시계열을 통해 조사되었

다. 10 μm와 20 μm 퇴 물의 수송에 한 이들 북풍 용의 향은 매우 작지만, 

퇴 물 부하와 하천 유량에 연 된 증가는 퇴 면 이 하게 증가되는 이들 퇴

물의 수송에 해 큰 향을 가진다. 그런데 바람에 의한 순환과 퇴 에서의 변

화는 2 μm 크기에서 기록될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낮은 침강속도로 인한 물기둥

내 재부유에서 증가된 시간의 결과와 같을 것이다(그림 79, 80). 통과 선계와 연

된 바람의 변화는 간소화된 모델에 의해 재 되지 못한 추가 인 향을 가질 것이

지만, 그것은 이러한 실행들을 기반으로 만내의 퇴 이 바람보다 하천유량과 연

된 부하량에 더 의존한다고 생각된다.

  조사자들은 종종 Tasman Bay에서 특성화되어 나타나는 바닥 가까이 난류층의 

존재에 주목한다[31, 32]. Motueka River 입구의 Tasman Bay 연안 내 지 에 해 

정상화된 퇴 물 농도의 모델에서 생된 수직 로 일은 그림 83의 Gibbs(2001)

의 직  측결과[31]와 함께 비교하 다. 그것은 모델이 이러한 특성의 모든 경향

을 정확히 재 하 는가에서 흥미를 다. 그런데 이 층의 구조와 기능에 한 자

세한 조사는 착성과 비 착성 성분이 만들 수 있는 정확한 시뮬 이션 이후에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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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A, B , Surface water concentrations (mg litre
–1

) of suspended sediments 

(2 μm grain size) after 10 days baseline river flow conditions forced 

with no wind (left frame) and a 10 knot northerly wind (right frame). 

C , D , Bottom bed concentrations (g m
–2

) of depositional sediment (2 μ

m grain size) after 10 days baseline river flow conditions forced with 

no wind (left frame) and a 10 knot northerly wind (right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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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A, B , Surface water concentrations (mg litre
–1

), of suspended 

sediments (2 μm grain size) after 10 days flood river flow conditions 

forced with no wind (left frame) and a 10 knot northerly wind (right 

frame). C , D , Bottom bed concentrations (g m
–2

) of depositional 

sediment (2 μm grain size) after 10 days flood river flow conditions 

forced with no wind (left frame) and a 10 knot northerly wind (right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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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A, B , Surface water concentrations (mg litre
–1

) of suspended sediments 

(10 μm grain size) after 10 days flood river flow conditions forced with 

no wind (left frame) and a 10 knot northerly wind (right frame). C , D , 

Bottom bed concentrations (g m
–2

) of depositional sediment (10 μm 

grain size) after 10 days flood river flow conditions forced with no 

wind (left frame) and a 10 knot northerly wind (right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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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A, B , Surface water concentrations (mg litre
–1

) of suspended sediments 

(20 μm grain size) after 10 days flood river flow conditions forced with 

no wind (left frame) and a 10 knot northerly wind (right frame). C , D , 

Bottom bed concentrations (g m
–2

) of depositional sediment (20 μm 

grain size) after 10 days flood river flow conditions forced with no 

wind (left frame) and a 10 knot northerly wind (right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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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Depth profile of normalized sediment concentration from model and 

Gibb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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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결   론

  수생환경내 오염물 이동특성을 평가하는 EFDC 모델의 반에 한 소개와 지배

방정식, 수치해법 등을 기술하고, EFDC 모델의 주입력 일인 efdc.inp 일에 한 

설정법을 설명하 다. 한 국외의 EFDC 모델 용사례를 표 인 지표수인 호

소, 하천, 하구역, 해양 등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재에도 EFDC 모델은 각 상

역에 맞추어 개발되고 진보하고 있다. 이는 개발자에 의해 open된 source code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각 상역 의 특성에 맞게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다. EFDC의 사용범 는 앞서 다루었던 용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지표

수에 해 용된다. 한 사용자 편의에 맞춘 간단한 인터페이스는 더 많은 사용

자에 의해 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지속 인 개발, 진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모델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상 역에서 모델의 용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향평가 등의 환경 해성 평가 자료로 

EFDC 모델의 결과가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부터 지표수에 

한 핵종 이동 평가를 EFDC 모델에 용한다면 한 단계 더 진보된 모델의 개발

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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