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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m is very important facility in water supply and flood control. Therefore study needs to analyze reservoir capacity accu-

rately to manage Dam efficiently. This study compared time series reservoir capacity using multi-dimensional spatial infor-

mation to Chungju Dam reservoir and major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LiDAR and multi beam echo sounder survey

were carried out in land zone and water zone of Dam reservoir area. And calibration process was performed to enhance the

accuracy of survey data and it could be constructed that multi dimensional spatial information which was clearly satisfied with

the standard of tolerance error by validation with ground control points. Reservoir capacity by water level was calculated using

triangle irregular network from detailed topographic data that was constructed by linked with airborne LiDAR and multi beam

echo sounder data, and curve equation of reservoir capacity was develop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in 2008. In the com-

parison of the reservoir capacity of 2008 with those of 1986 and 1996, the higher water level goes, total reservoir capacity of

2008 showed decrease because of the increase of sediment in reservoir. Also, erosion and sediment area could be analyzed

through calculating the reservoir capacity by the range of water level. Especially the range of water level as 130.0~135.0 which

is the upper part of average water level, showed the highest erosion characteristics during 1986~2008 and 1996~2008 and it is

considered that the erosion of reservoir slant by heavy rainfall is major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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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댐은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설물이며, 따라서 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저수용량을 정확히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충주댐 저수지를 대상으로 다차원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시계열 저수용량 비교하였

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댐 저수지 주변의 육상부와 수심부에 각각 LiDAR와 MBES 측량을 수행하였으며, 측

량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캘리브레이션 보정과정을 실시한 후 지상기준점과의 검정을 통해 허용오차 기준을 만족하는

다차원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항공 LiDAR와 MBES 자료를 연계하여 생성한 정밀지형자료로부터 불규칙삼각망 모델

을 이용하여 수위별 저수용량을 계산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2008년도 저수용량 곡선식을 개발하였다. 2008년도 저수용량

을 1986년과 1996년과 비교한 결과, 저수지 퇴사증가로 인해 수위가 높아질수록 총저수용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한 수위 구간별로 저수용량을 계산하여 침식과 퇴사가 나타나는 구간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특히 1986~2008년과

1996~2008년 동안의 평균수위 직상부 구간인 130.0~135.0m에서 가장 많은 침식특성이 나타났으며 이는 집중강우로 인해

저수지 사면침식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다차원공간정보, 저수용량, 항공레이저측량, 멀티빔음향측심기,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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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댐 저수지는 인간에게 필요한 생활·농업·공업용수 공급

을 비롯하여 하천의 수질개선 확보를 위한 유지유량 확보

및 홍수기에는 상하류 피해저감을 위한 홍수조절 등의 기능

을 담당하고 있다(황의호 등, 2005). 이러한 댐 저수지의 원

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저수지로 유입되는 퇴사량을

고려한 정확한 저수용량(Capacity) 평가가 중요하며, 한국수

자원공사에는 2002년 11월부터 “다목적댐 퇴사량 조사지침”

을 제정하여 매 10년마다 저수지 지형측량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2008). 기존의 저수지 지형측량 방법은 횡

단측선을 기준으로 본류는 400m, 지류는 200m 마다 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횡단측선에 대한 측량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정량적인 표고변화 비교가 어렵고 또한 측량이

실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형생성시 보간법의 차이에 따

른 오차특성도 매우 크게 작용할 수 있다(Lu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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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ghang 등, 2008).

이러한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고 저수지의 보다 정밀한 퇴

사량 평가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해 2008년 “다목적댐 퇴사

량 조사지침”을 개정하여 육상부과 수심부에 각각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와 다중빔음향측심기(MBES;

Multi Beam Echo Sounder)를 도입하였다(한국수자원공사,

2008). 항공 LiDAR 시스템은 레이저 스캐너,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IMU(Inertial Measuring Unit)로 구성

되어 있는 최신의 지형관측시스템으로 지상의 3차원 측량이

가능하다(윤희천과 박준규, 2007). 또한 멀티빔시스템인

MBES는 음파생성 혹은 간섭에 의한 음파탐지 기법을 이용

하여 세부적인 지형단면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단빔

음향측심기(SBES; Single Beam Echo Sounder)와는 달리

음파로 구성된 수천 개의 빔을 이용하여 정밀 수심관측을

수행하여 해저 지형에 대한 3차원 지형취득이 가능하다(오윤

석 등, 2005).

충주댐은 1978년도에 착공하여 1986년도에 준공된 댐으로

서, 실시설계 초기에 지형측량을 실시하여 수위별 저수용량

을 등고선 계산방식의 일종인 프리스모이덜 방법을 이용하

여 계산하였으며, 1996년도에는 퇴사조사를 위해 토탈스테이

션과 SBES를 이용하여 저수지 주변의 지형측량을 통한 저

수용량을 산정하였다(건설부, 1986; 한국수자원공사, 1997).

저수용량 산정을 위해 기존에는 프리스모이덜 공식, 비례중

항법, 양단면평균법과 같은 등고선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각

각의 방법을 적용시 지형도의 등고선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등고선은 항공사진 축척에 따라 다양한 주곡선 간격을 가지

게 되며, 등고선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보간이 수행

되어야 하므로 정밀한 업무처리가 어려운 문제와 함께 계산

에 소요되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이근상 등,

2002). 따라서 보다 정밀한 지형취득기법이 요구되며, 나아가

효과적인 댐운영 지원을 위해 충주댐 준공년도인 1986년을

비롯하여 퇴사량 조사가 수행된 1996년과 2008년의 저수용

량을 분석하여 그 변화량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 LiDAR와 MBES와 같은 정밀지형자

료 취득기법을 이용하여 GIS 모델인 불규칙삼각망(TIN;

Triangle Irregular Network)을 기반으로 수위별 저수용량을

평가하였으며 계산된 자료를 기반으로 결정계수가 가장 우

수한 저수용량 곡선식을 결정하였다. 또한 강우발생시 상류

에서 유입되는 토석류로 저수지 퇴사가 증가하여 저수용량

이 감소하게 되므로 용수공급을 위한 방류량 결정 및 하류

하천의 생태유량 확보를 위해 사전에 정확한 저수용량의 변

화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댐 준공년도인

1986년과 퇴사량 조사시점인 1996년과 2008년도의 저수용량

의 변화를 수위별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수위구간별로 저수

용량을 파악하여 퇴사와 침식이 발생한 수위구간 및 양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동향

본 연구에서는 댐 운영관리에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수

위별 저수용량을 분석하기 위해 다차원공간정보를 활용하였

으며, 여기에서는 퇴사량 조사시 다차원공간정보의 필요성

및 다차원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활용된 항공 LiDAR와

MBES에 대한 개요와 연구동향을 소개하였다.

그림 1은 기존의 퇴사량 조사를 위한 지형측량기법으로서,

본류와 지류구간에 대해 각각 SBES와 토탈스테이션을 이용

하였다. 그림 1(a)는 SBES를 이용한 본류구간의 지형관측

모식도로서, 1986년과 1996년도의 횡단측선 위치가 서로 상

이한 경우로서 1986년도에 비해 퇴사가 진행되어 1996년도

에 전체적인 지형 형상이 높아졌으나 부분적으로 침식이 발

생하여 낮은 지형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1996년도의 횡단측

량 위치가 이와 같이 일부 침식구간을 관측했다면 전체적인

저수지 지형보간 자료가 실제와는 다른 형상을 갖도록 구축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그림 1(b) 역시 토탈스테이션에

의한 지류의 횡단측량 성과물도 해당 측선에 대한 지형자료

만을 취득하므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지형 형상 및 특히 물

의 흐름에 의한 퇴사특성 등을 파악할 수 가 없게 된다.

이와 상대적으로 항공 LiDAR와 MBES 시스템은 3차원

정밀 지형관측이 가능하므로 저수지의 국부적인 지형변화나

지류구간의 퇴사로 인한 지형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

게 된다.

항공 LiDAR 장비는 다중분광주사기(MSS; Multi Spectral

Scanner)와 같은 다중 파장대 스캐너와 동일한 형태의 광학

기계적(Opto-Mechanical) 스캐너를 이용한다. 또한, 전자기파

의 송수신을 위해서 레이저빔을 사용하는 능동형 시스템이

다. 이 장비는 일정한 기준좌표계에 대한 대상물의 3차원

좌표를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형에 대한 정보획득

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표고추

출이 용이하지 않은 도심지역 및 기준점의 설치가 어려운

그림 1. 기존의 저수지 주변 지형측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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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지역에 대한 3차원 정보획득에 특히 유용하다(Wehr와

Lohr, 1999). LiDAR를 이용한 3차원 지형취득 및 밀도에

따른 오차특성을 분석한 연구로서, 먼저 이근상 등(2003)은

홍수지도 제작시 LiDAR 자료의 해상도에 따른 오차특성 및

수치지형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LiDAR 성과물의 활용을

강조하였으며, 윤희천과 박준규(2007)는 항공 LiDAR 자료를

이용한 3차원 DB 구축 연구에서 LiDAR로부터 벡터 레이

어를 추출한 후 1/1,000 수치지형도 및 현지 GPS 측량성과

와의 비교를 통한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Andrej

Kobler 등(2007)은 LiDAR 데이터를 이용하여 등고선을 추

출한 후 GPS 측량에 의한 비교검토를 통해 LiDAR 측량에

의한 등고선 추출이 기존의 수치지형도 활용기법에 비해 우

수한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Hill 등

(2000)은 항공레이저측량 기술을 이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지형측량 및 활용기법 등을 제시하였다.

다중빔 음향측심을 위한 MBES 기술은 복수개의 Sonar

트랜듀서 배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Sonar 배열의 위상차

를 조절하여 지향각을 가지는 빔을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저수지 및 하천 지형을 스캐닝 하는 효과가 있으며 장비에

따라 수심의 7배 폭에 해당하는 해저 지형을 결측 부분 없

이 완벽히 측정할 수 있다(Thierry 등, 2008). Sonar Head

의 송신기에서 발사된 음파의 전달 경로를 직선으로 가정하

면 음파가 수정에서 사각으로 진행하여 측정된 빔의 위치는

Sonar Head의 직하방 축으로부터 특정빔의 빔 각도(r)와 중

앙부에서 해저면까지의 경사거리(Si)로 표현될 수 있으며, 경

사거리는 음향신호의 왕복전달 시간과 고정 음속도를 곱해

서 얻을 수 있다(김연수, 2005). 음향측심기를 활용한 지형

및 시설물정보 취득 연구로서, 김준식 등(2009)은 MBES

등을 이용하여 해저배관 등의 시설물을 조사하고 정확도를

평가함으로서 해저시설물 측량과 조사를 위한 정확도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연수(2005)는 SBES와 MBES를

이용한 연안측량 정확도 개선방안을 연구하였으며 박요섭

(2004)은 MBES 시스템의 오차부석 및 처리 기술을 연구하

였다. 국외 사례로서 Dick과 Mirjam(2009)는 멀티빔 에코사

운더의 후방산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저면의 지형 형태를

분류하고 정량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Thierry 등(2008)

은 시계열 멀티빔 측량자료를 이용하여 해저의 변화를 정량

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호 특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John 등(2008)은 usSEABE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퇴사

의 변동특성을 도면화 하였으며, Wilson 등(2007)은 하상의

지형경사를 도면화 하는데 있어서 멀티빔 자료의 해상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저수용량을 산정하기 위해 기존에 도입된 방법은 지형도의

등고선을 일정 간격별로 선정한 후 등고선별로 면적을 계산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등고선의 간격과 등고선별 면

적에 따른 식으로는 프리스모이덜 공식, 비례중항법, 양단면

평균법이 대표적이다(이근상 등, 2002).

3. 다차원 공간정보 구축

3.1 연구대상지

본 연구대상지인 충주다목적댐은 연간 3,380백만m3의 용

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중 2,731백만m3가 생·공용수로

사용되며 서울, 인천, 수원 등 대도시와 평택까지 포함된 수

도권 지역의 생·공용수 공급원으로서 절대적 역할을 다하

고 있다. 또한 충주, 여주, 이천 등 한강유역에 315백만m3

의 관개용수와 334백만m3의 하천유지용수를 안정적으로 공

급하고 있다. 한강지역은 7~9월 하절기의 집중강우로 인하여

매년 홍수가 반복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어 왔으며 경

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충주다목적댐이

건설된 후 616백만m3의 홍수조절용량을 이용하여 홍수를 조

절하면서 피해를 크게 경감하게 되었다. 또한 충주수력(조정

지댐 포함)은 시설용량이 412천kW, 연간발전량이 844Gwh

로서 약 1,300천barrel/년의 유류대체효과를 가져와 외화절약

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첨두발전의 담당으로 우리나라 전력

공급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충주호유역은 유역면적과 저수

면적이 각각 6,648과 97이고, 총 저수용량은 2,750백만m3을

나타내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2009).

3.2 다차원 공간정보 구축

댐 저수지의 저수용량 및 퇴사량 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 LiDAR와 MBES를 기반으로 댐 주변지역에 대한 다

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였다.

먼저 LiDAR와 MBES 측량을 위해 필요한 기준점측량은

그림 1과 같이 1급 기준점 4개소, 4급 기준점 4개소, 그리

고 수준점 2개소를 선정하여 GPS 관측망을 구성하여 후처

리 방식에 의한 위치결정 및 직접 왕복측량을 수행하였다.

GPS 측량은 1급과 4급 기준점에 대해 각각 정지측위법

(Static)과 신속정지측위법(Rapid Static)을 이용하였으며 라이

카 SKI PRO 모듈을 이용하여 기선해석과 후처리를 수행하

였다. 기선해석중 상주, 태백, 원주, 청주 등 4개의 상시관측

소를 이용하여 벳셀 지역좌표계를 GRS80 세계측지좌표계

성과로 변환하였으며, 기선 해석된 자료중에서 과대 잔차를

제거하기 위해 높이 및 위치오차가 최대 10mm 이내가 되

도록 망 평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수준측량은 댐마루

그림 2. 연구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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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 수준점 및 각종 부대 구조물의 표고, 퇴사량 평가를

위한 높이 결정 등에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퇴사량 조사

에 필요한 댐 저수지 주변의 122점에 대한 수준측량을 실시

하였으며, 관측허용오차는 5.0mm (S는 편도거리, km) 이

내가 되도록 하였다.

기존의 퇴사량 조사를 위한 육상측량은 설치된 기준점을

이용하여 측량시 계획된 단면의 시점에서 종점까지 수면부

를 제외한 지점을 인력을 이용하여 계획측선의 일정간격 또

는 높이가 변하는 포인트의 좌표를 취득하고 레벨 또는 토

탈스테이션을 이용한 표고관측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육상측량을 위해 최대 Pulse Rate 150kHz, 최대 Scan

Rate 90kHz, 최대 주사각 75o를 갖는 라이카 ALS50-II 레

이저스캐너 장비를 이용하였다. 항공레이저측량 장비는 자료

취득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GPS와 자세보정

을 위한 IMU 그리고 레이저스캐너인 LiDAR로 구성되어

있다. 항공기에 탑재된 GPS 안테나는 지상 기지국에 설치된

GPS 신호와의 결합을 통해 항공기의 비행 궤적을 결정하고,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초당 수만회의 레이저 펄스를 지

표면에 주사해 반사된 레이저 펄스의 도달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측정된 도달시간을 이용하여 항공기와 대상 지표면 사

이의 거리를 계산하게 되므로 지표면에 대한 3차원 위치정

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Costa 등, 2009). 충주호 주

변지역에 대한 항공 LiDAR 측량의 제원은 표 1과 같다.

정확한 지형정보 취득을 위해서는 기지점에 대한 공간정보

와의 비교를 통한 캘리브레이션 보정량을 산정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 계산한 Roll, Pitch, Heading 항목별 보정량과 표

준편차는 표 2와 같다.

항공 LiDAR 측량을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는 지상 기준국

GPS 데이터, 항공 GPS 데이터, IMU, 3차원 레이저 스캐

닝 데이터 등이다. 이러한 관측정보와 캘리브레이션 보정량

을 조합하는 전처리과정을 수행하였으며, 코스별 정확도 확

인 및 정표고 보정과정을 거쳐 DSM(Digital Surface Model)

자료를 구축하였다. DEM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공지

물 및 수목에 대한 제거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TerraScan을 이용하여 지형의 경사도와 건물의 크기를 기준

값으로 적용하였다. LiDAR 측량자료의 정확도 평가를 위해

충주호 저수구역 주변의 지형측량 지점과 가장 인접한

LiDAR 포인트 자료를 취득하여 높이를 상호 비교하였다.

총 28 포인트에 대한 X, Y 평면좌표의 표준오차는 ±0.048

m와 0.139m로 나타났으며, 표고의 표준오차는 ±0.145m로서

항공 LiDAR측량 허용오차인 X,Y 평면오차 0.50m, 표고오

차 0.15m를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주호 수심부에 대한 정밀 지형자료 취득을 위해 주사폭

이 120o이면서 240개의 빔으로 구성된 SeaBat 8125 멀티

빔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멀티빔 항적도는 그림 3과 같다.

멀티빔 시스템의 위치는 Trimble DSM 132 장비를 이용하

여 관측하였으며, Octan III 자이로(Gyro) 데이터 및 모션

(Roll, Pitch, Heading)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림 4와 같이

자세정보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보정을 수행하였다.

멀티빔 수심측량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본댐(14점), 월악

(16점), 청풍(6점) 3개 구역에 대해 총 36개 지점을 선정하

였으며, 토탈스테이션 측량자료와의 표고오차를 상호 비교하

였다. 분석결과 본댐, 월악, 청풍 구역에 대한 표고의 표준

오차는 각각 ±0.05m, ±0.06m, ±0.04m로서 국제수로국

IHO(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특등급 수심

측량 허용오차(수심 10~20m 측량시 평균허용오차 ±0.25~

0.29m)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LiDAR 측량과

멀티빔 수심측량 성과물을 조합하여 충주호 저수지 주변의

다차원공간정보를 그림 5와 같이 구축하였다. LiDAR와

MBES 측량 자료를 통합시 중복 측량구간에 대한 자료처리

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MBES와 LiDAR 측량시

댐의 수위가 각각 EL. 139.25m과 EL. 130.41m로서 약

9m 정도의 수위차이를 보였으며, 중복영역에 대한 두 측량

자료를 비교한 결과 격자별로 차이는 있지만 ±0.003~±0.148

m 범위에 있었다. LiDAR와 MBES 측량성과물의 검정점

테스트에서 MBES가 더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므로 중

복 영역은 MBES 자료를 사용하였다.

S

표 1. 충주댐 측량제원 계획표

항목 단위 내용

 촬영 고도  m  1456~2700

 해발 고도  m  1948~6768

 촬영 속도  kts  130

 코스수  코스  66 

 코스간중복도  %  35~40

 펄스레이트 (P/R)  Hz 5800~60600

 스캔각도 degrees  45

 스캔횟수 (S/R)  Hz  42.46

 빔지름  m,1/e2  0.42~0.46 

 비행방향 측량점 간격  m  1.58

비행직각방향 측량점 간격  m  3.2~3.85

 평균 점밀도  pts/  0.5~0.61

 평균 점간격  m  1.28~1.41

표 2. 캘리브레이션 보정량

Foresite Angle 보정량

구 분 Roll Pitch Heading

보정량(deg) -0.5458 0.1695 -0.0603

표준편차(deg) ±0.0018 ±0.0026 ±0.0110

그림 3. 멀티빔 항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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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수용량 비교 분석

충주호는 1985년 준공된 이래로 1996년도와 2008년도에

퇴사량 평가를 위한 측량이 수행되었다. 1985년과 1996년도

에는 토탈스테이션과 단빔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 구축한 5m

등고선을 기반으로 저수용량을 산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LiDAR와 MBES 측량 성과물을 이용하여 1m DEM을 구

축하여 수위별 저수용량을 평가하였다. 먼저 다차원공간정보

인 1m DEM 자료로부터 불규칙삼각망을 구축한 후 수위별

저수면적과 저수용량을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가하였

다. TIN 모델을 기반으로 저수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존

의 등고선을 활용한 계산식에 비해 연속적인 지형 형상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삼각망으로 구성된 지형에서의 체적은 각각의 삼각망의 체

적을 합산하여 계산된다. 예를 들어, z=0에 높여 있는 삼각

망의 체적은, V= 로서 계산된다. 여기서,

z1, z2, z3는 삼각형을 구성하는 꼭지점의 표고값이며 A는

z=0에 투영된 삼각형의 면적이다(Helio, 2000).

그림 7은 다차원공간정보를 활용하여 TIN 모델로부터 계

산한 저수용량 포인트와 곡선식이다. 곡선식은 수위별 저수

용량값을 이용하여 선형, 2차, 3차, 지수식 및 Log식에 대

한 회귀선을 계산한 후 가장 높은 결정계수(R2)를 나타내는

식을 채택하였다. 결정계수는 회귀직선을 설명하는 중요한

인자로 아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총 변동

: 회귀직선에 대한 변동

: 오차에 의한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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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캘리브레이션 수행과정

그림 5. 충주댐 저수지 주변 다차원 공간정보

그림 6. TIN을 이용한 저수용량 산정모델 그림 7. 수위별 저수용량 곡선(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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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T=SSR+SSE)

본 연구에서 계산한 곡선식은 y=0.005x3+0.08472-0.8618x

로서, 결정계수(R2)가 1.00으로 저수용량 포인트와 거의 일

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3와 그림 8은 본 연구에서 계산한 2008년도 저수용량

을 댐 준공년인 1986년도와 퇴사량조사를 실시한 1996년도

의 저수용량과 비교한 것이다. 수위 70~145m에 대해 5m

구간마다 분석한 결과, 저수지 바닥인 70m 주변에서는 저수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계열 저수용량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위가 높아질수록 저수지 퇴사량 증가

로 인해 1986년도에서 1996년과 2008년도로 갈수록 저수용

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996년과 2008년도의

차이를 비교한 분석에서는 수위구간 70.0~80.0m에서 그 양

은 많지 않지만 오히려 2008년의 저수용량이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해당 구간에서 침식이 발생된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1986년도 기준으로 2008년도의 저수용량을 비교한

결과, 수위 100.0m와 105.0m에서 저수량의 차이가 각각

115.40백만m3과 103.11백만m3로 차이가 감소하였으며 또한

수위 135.0m 이상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1996년도 기준으로 2008년도의 저수용량을 비교한 결과, 수

위 70.0~75.0m 그리고 75.0~80.0m에서도 저수량의 차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수위 100.0~105.0m

구간 및 130.0m 이상에서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수위 구간별 변동특성을 분석하고자 5m 수위구간

별로 1986년도와 1996년도 저수용량을 2008년도 자료와 비

교하여 그 차이를 그림 9와 같이 계산하였다. 1986년도를

기준으로 2008년도 저수용량을 비교한 결과에서, 수위

100.0m 이하에서는 퇴사량 증가로 인해 1986년도 저수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100.0~105.0m에서는 12.29백만m3만

큼의 침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5.0~130.0m,

130.0~135.0m, 135.0~140.0m, 140.0~145.0m 수위 구간에

서도 각각 3.24백만m3, 9.83백만m3, 7.41백만m3, 4.22백만

m3의 침식이 발생하여 해당 수위구간에서 2008년도 저수용

량이 1986년도에 비해 더 크게 분석되었다. 특히 수위구간

130.0~135.0m에서 가장 큰 저수용량의 차이를 보였으며, 따

라서 130.0~135.0m 수위구간에서 저수지의 수위변화에 따른

침식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1996년도를 기준으로 2008년도 저수용량을 비교한 결과에

서, 저수지 바닥에 위치하고 있는 수위 70.0~75.0m와

75.0~80.0m에서 각각 1.09백만m3과 2.63백만m3의 침식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수위구간에서 1986년도와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한 경우 각각 15.32백만m3과 18.81백

만m3의 퇴사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1996년 이후에는 이

수위구간에 퇴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저수지 전도현상(turn

over)이 발생 시 부분적으로 침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90.0~95.0m, 100.0~1050.0m 수위 구간에서도 각각

2.94백만m3와 6.76백만m3의 침식이 발생하였으며, 평상시 저

수지 수위가 변화하는 구간인 130.0~135.0m, 135.0~140.0

m, 140.0~145.0m에서도 각각 25.02백만m3, 4.68백만m3,

17.31백만m3의 침식이 발생하였다. 특히 수위구간 130.0~

135.0m에서 가장 큰 저수용량의 차이를 보였으며, 따라서

1996년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130.0~135.0m

수위구간에서 저수지의 수위변화에 따른 침식영향이 가장 크

R2 SSR

SST
----------=

표 3. 수위별 저수용량 증감 비교

표 고
(EL.m)

저수용량(m3) 증·감(m3)

1986 1996 2008 (1986-2008) (1996-2008)

70.0 5.90 0.14 0.13 5.76 0.01 

75.0 23.83 1.66 2.74 21.09 -1.08 

80.0 50.74 7.13 10.84 39.90 -3.71 

85.0 89.92 34.51 28.68 61.25 5.84 

90.0 144.99 88.57 65.35 79.65 23.23 

95.0 219.56 141.73 121.45 98.10 20.28 

100.0 317.23 256.77 201.83 115.40 54.95 

105.0 414.62 359.69 311.51 103.11 48.17 

110.0 596.34 513.76 454.03 142.31 59.73 

115.0 776.20 693.52 629.86 146.34 63.66 

120.0 993.63 910.20 842.64 150.99 67.56 

125.0 1,251.66 1,169.90 1,096.47 155.19 73.44 

130.0 1,553.29 1,498.50 1,401.34 151.95 97.16 

135.0 1,901.55 1,831.57 1,759.43 142.12 72.14 

140.0 2,299.45 2,232.20 2,164.74 134.71 67.46 

145.0 2,750.00 2,669.66 2,619.51 130.49 50.15 

그림 8. 수위별 저수용량 비교 그림 9. 수위 구간별 저수용량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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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충주댐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과 상시만수위선

은 각각 145.0m와 141.0m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되는

수위는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수자원

관리종합정보시스템(www.wamis.go.kr)을 이용하여 1986~

2008년과 1996~2008년 동안의 수위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기간 동안의 수위는 115.0~140.3m에서 운영되었으며 평균

수위는 각각 128.8m와 128.1m로 나타났다. 그림 10은 충

주댐 저수지 사면으로서 1986~2008년과 1996~2008년 동안

의 평균 수위(128.8m와 128.1m) 바로 위인 130.0~135.0m

수위에서 강우로 인한 저수지 사면침식이 가장 크게 발생하

여 2008년도로 갈수록 저수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충주댐 저수지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LiDAR와 MBES 측량을 통해 다차원공간정보를 구축하였으

며 이를 이용하여 저수지의 저수용량을 결정하고 과거 자료

와의 비교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다차원공간정보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LiDAR DEM 자

료를 대상으로 28개 검정점에 대한 X, Y, 표고의 표준오

차를 분석한 결과 각각 ±0.048m, 0.139m, ±0.145m로서

항공 LiDAR 측량 허용오차를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수심부에 대한 MBES 측량자료에 대해서도 본

댐(14점), 월악(16점), 청풍(6점) 구역을 대상으로 표고의

표준오차를 분석한 결과 각각 ±0.05m, ±0.06m, ±0.04m

로서 국제수로국(IHO) 특등급 수심측량 허용오차를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항공 LiDAR와 MBES 자료를 연계하여 1m 해상도의

다차원공간정보를 구축한 후 불규칙삼각망 모델로 변환하

여 수위별 저수용량을 계산할 수 있었으며, 수위별 저수

용량값을 기반으로 결정계수가 1로서 실측치와 거의 일치

하는 충주댐의 2008년도 저수용량 곡선식을 개발할 수

있었다.

3. 댐 준공시점인 1986년과 퇴사량 조사시점인 1996년도의

70~145m 수위별 저수용량을 2008년도 저수용량 자료와

비교한 결과, 저수지 바닥인 70m 주변에서는 저수용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시계열 저수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

나 수위가 높아질수록 퇴사량 증가로 인해 2008년도로

갈수록 총저수용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4. 2008년도 저수용량을 기준으로 1986년과 1996년의 저수

용량의 차이를 수위구간별로 분석함으로서 침식과 퇴사가

나타나는 구간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특히 1986~2008년

과 1996~2008년 동안의 평균수위 직상부 구간인

130.0~135.0m에서 가장 많은 침식특성이 나타났으며 이

는 강우로 인해 저수지 사면침식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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