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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 공급량과 수요량의 

확률분포 및 신뢰성 해석 기법을 활용한 물 공급 취약성 평가

Vulnerability Assessment of Water Supply in Agricultural Reservoir Utilizing 
Probability Distribution and Reliability Analysi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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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e of rainfall pattern and hydrologic factors due to climate change increases the occurrence probability of agricultural 

reservoir water shortage. Water supply assessment of reservoir is usually performed current reservoir level compared to historical 
water levels or the simulation of reservoir operation based on the water budget analysis. Since each reservoir has the native property 
for watershed, irrigation district an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ssessment methods of agricultural 
reservoir water capability about water resources system. This study proposed a practical methods that water supply vulnerability 
assessment for an agricultural reservoir based on a concept of probabilistic reliability.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of water supply 
is calculated from probability distribution of water demand condition and water supply condition that influences on water resources 
management and reservoir operations. The water supply vulnerability indices are estima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water 
supply on agricultural reservoir system, and thus it is recommended a more objective method to evaluate water supply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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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60년대 이후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을 목적으로 농업

용 저수지가 건설되었고, 전국에 약 18,000 여개가 축조되어 지

역 환경 보전 및 벼 재배를 위한 지역 용수 공급에 기여하고 있

다.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단일 목적으로 축조되

어 수자원의 시간적, 공간적인 편중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홍수기

의 풍부한 수량을 저류한 후 관개기 혹은 갈수기에 이용하는 수

단으로서 농업용 저수지의 역할은 중요하다 (Ahn et al., 2002; 

Ahn et al., 2004; Kim et al., 2005). 하지만 농업용 저수지 가

운데 약 90 %는 1970년 이전에 건설되어 대부분 노후화된 실정

이며, 약 93 % 이상의 저수지는 관개면적 100  미만의 소규

모 저수지이다 (Yoo and Park, 2007). 이렇게 노후화된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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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들은 가뭄 및 홍수 등의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고, 특히 봄철 가뭄으로 인하여 관개기 이전에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업용수 공급의 어려움을 초

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

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각되고 있

다 (Nam et al., 2011). 이를 위해서 저수지의 수요 및 공급 양

상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용수공급능력 평가방안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농업용 저수지는 일반적으로 비관개기와 관개기로 구분하여 서

로 다른 운영 지침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관개기에는 저수지의 

담수에 치중하고 관개기간에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농업용수의 물관리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

관개기에서 관개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향후 용수공급량과 수

요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리적인 저수지 운영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작물의 생육시기별 필요수량을 산정하고 

저수지의 방류량을 결정하는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 (Ahn et al., 

2002). 그러나 기상학적 ․지형학적 특성에 따라 단일 저수지별로 

공급량 및 수요량 값이 상이하며, 기상 ․수문 현상의 불확실성 

(uncertainty)으로 인해 과거 농업용 저수지의 운영은 관행적 경

험에 의존하여 수행되었다. 따라서 농업용 저수지의 운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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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농업용수 수급계획 방안이 요구되었으며, 저수지의 운

영 기준 설계 및 용수공급 평가방안의 개발 등 농업용 저수지 물 

공급 시스템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국내외 저수지의 저류용량과 용수공급능력 결정에 관한 연구

는 과거의 유입량 기록이 장래에도 반복되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유입량 기록이나 추정치를 근거로 수행되었다 (Ahn et al., 

2002).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는 Kim et al. 

(1998)은 저수지의 저류량과 강수량의 확률통계적인 해석을 통

해 관개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였고, 

Ahn et al. (2002)은 소규모 저수지의 저류량과 용수공급능력 결

정을 위해 천이확률행렬법 및 모의발생방법, 최적화기법을 활용

하여 적정 용수공급량을 산정하였다. Park et al. (2002)은 저수

지 물공급에 대한 신뢰도, 복원도, 부족심도 등 용수공급의 부족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저수지의 물 공급 

설계상의 위험도를 표현하였으며, Lee et al. (2006)은 가뭄기간

에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물공급능력지

수를 개발하여, 극심한 기상조건하에서 저수지의 수요량에 대한 

용수의 공급 가능 여부를 평가하였다.

과거 농업용 저수지의 설계 방법은 기왕의 수문사상을 통계학

적으로 분석하여 설계빈도에 따른 계획용수량을 결정하는 확정

론적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Kim et al., 1995; Shim et al., 

1997; Lee and Kang, 2006),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및 홍수 등

의 수문사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Lee et al., 2006), 용수

수요의 증가, 수자원 개발의 한계 등 수자원 시스템이 가지고 있

는 용수공급능력의 취약성이 증대 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용 저

수지의 물 공급에 기여하는 공급량과 수요량의 특성 및 불확실

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물 공급 시스템의 

취약성을 파악하는 확률론적 방법, 즉 신뢰도 해석 기법의 적용

이 필요하다.

신뢰도 해석 기법은 과거 수공구조물의 위험도 분석에 관한 연

구에 적용되었으며, 주로 하수관망이나 도시유역 우수관거의 안

전도 및 위험도 해석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Kim et al., 

1993; Kim et al., 1995). 최근에는 수자원 시스템에 대한 수문

학적 사상의 영향을 평가하고, 시스템의 주요변수를 결정하는 수

문학적 설계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Shim et al. (1997)은 추계학

적 모의발생기법 및 신뢰도 분석을 활용하여 저수지의 최적 운

영을 위한 신뢰도, 복원도, 취약도 등의 평가지표를 산정하였다. 

Kim and Park (2000)은 소규모 저수지의 설계 재현기간에 따른 

위험도와 초기 저수지 수위와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기법을 적용하였으며, Lee and Kang (2006)은 확률론적 신

뢰도를 이용하여 보장 공급량의 안전도 분석에 의한 댐의 물 공

급 안전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앞서 검토된 기존의 선행 연구들

은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기에는 관개

기와 비관개기로 구분되는 운영상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

간이 흐름에 따라 기상자료와 공급량 자료가 축적되는 기간에 비

하여 축적된 자료를 단기적으로 결과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용 저수지 용수공급능력의 안정성 평가 및 취

약성 기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수자원 시스템에서 주요한 용수공급시설

인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과 수요량을 고려하여 저수지

의 물 공급 취약성을 판단하였다. 농업용 저수지의 이수안전도와 

물 공급 취약성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신뢰도 해석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물 공급 취약성 지표의 제시를 통해 용수공급 상

황을 파악함으로써 적정 관개용수 공급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농업용 저수

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계획의 의사결

정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재현기간별 농업용 저수지

의 이수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신뢰도 해석 기법

공학적인 설계에 사용되고 있는 신뢰도 해석 기법은 통계학적

인 방법으로서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었으며 

(Plate and Duckstein, 1998; Yang et al., 1999), 최근에는 수

자원 시스템에 대한 수문학적 사상의 영향을 평가하고 시스템의 

주요 변수를 결정하거나 저수지의 안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에 활

용되고 있다 (Kim et al., 1993; Kim and Park, 2000; Ostfeld 

et al., 2002; Park, 2005).

공학시스템에서 위험도란 시스템이 설계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할 확률을 의미하며 (Kim et al., 1993), 시스템 파괴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작용하는 하중 (Load, )이 시스템의 저항

능력 (Resistance capacity, )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

라서 시스템의 위험도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는 사건 가 발생할 확률이며, 은 시스템의 신

뢰도이다. 

시스템의 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은 시스템의 기본변량을 

하중과 저항에 연관시킨 기능수행함수 (performance function) 

를 이용하여, 음의 값이 시스템의 파괴를 나타내도록 기능수행

함수를 정의할 수 있으며, 파괴확률 (시스템의 위험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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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of water supply in agricultural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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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과 의 결합 확률밀도 함수 (joint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다. 공학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확률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는 기능수행함수, 로 가정

할 수 있으며, 만일 저항능력 이 하중 에 통계학적으로 독립

이라면, 기능수행함수를 사용하여 신뢰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는 신뢰도 지수 (reliability index)이며, 는 평균, 

는 분산이다. Fig.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는 시스템의 평균

Fig. 1 Probabilistic concept of reliability index (Yang et al., 
1999)

상태로부터 시스템 파괴수준 (failure level)까지 거리에 대한 표

준편차의 비로 정의되므로, 에 대한 확률이 시스템의 신뢰도로 

채택된다 (Kim, 1997; Yang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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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finition of load and resistance elements for agricultural reservoir water supply based on reliability analysis

2. 공급량과 수요량 확률분포함수

과거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 평가에 적용된 방법들은 조사단

계에 따라 상이하며, 평가기준과 방법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별 저수지에 대하여 용수공급 측면의 평가에 대한 상

대적인 비교가 어렵다. 또한 평가 기준은 기록상 나타난 최악의 

갈수 상황 시 공급이 가능한 보장공급량 기준과 전체 계획기간 

중에서 일정기간 동안 용수공급의 제한을 수용하여 평가하는 신

뢰도 기준으로 구분 할 수 있다 (Ahn et al., 2002). 이러한 확

정론적 방법의 경우 시스템 요소의 분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푯값으로 결정하게 되지만, 확률론적 방법은 발생확률의 밀도

에 따라서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게 된다 (Suh et al., 2008). 저

수지의 물 공급 시스템에서 수요량 및 공급량의 경우 기상학적 

특성 및 지형학적 특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변동되므로, 본 연

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 평가 방법으로 불확실

성을 포함하는 저수지의 공급량과 관개지구의 수요량을 확률적

인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농업용 저수지의 물 공급 능력에 대한 취약성 산정의 기본과정

은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을 입력과 출력에 대한 매개변수를 가

지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정하고, Fig.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a) 기상자료 및 저수지, 관개지구 특성 자료를 활용하여, (b) 저

수지 용수공급에 대한 요소를 결정하고, (c) 신뢰성 해석 기법을 

활용하여 확률분포함수 및 물 공급 파괴에 대한 기능수행함수를 

정의한 후, (d) 기능수행함수로부터 물 공급 파괴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용수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유역의 공급량과 관개지구의 

수요량을 선정하였으며, Fig. 3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공급 가능

량의 경우 현재의 저수량과 관개기간 동안의 저수지 유입량의 합

과 자연 월류되는 양의 차이로 정의하였고, 수요량의 경우 관개

기간 동안의 작물의 필요수량으로 정의하여, 공급가능량과 수요

량의 확률분포함수를 산정하였다.

3. 신뢰성 해석 기법을 활용한 안전도 모델

농업용 저수지 용수공급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수지 물 공급 시스템에 작용하는 하중 ()과 저항능력 ()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Fig.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저

수지의 공급량을 저항능력, 관개지구의 수요량을 하중으로 정의

하였으며, Fig. 4와 같이 공급량 자료는 Tank 모형을 이용하여 

유역의 유출량을 사용하였고, 수요량 자료의 경우 작물의 증발

산량 및 논 물수지 모형을 이용한 관개지구의 필요수량을 사용

하였다.

확률분포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자연적인 시스템이나 변

량들의 확률변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로 가정하게 되

며, 정규분포는 통계적으로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들의 확률곱 

(convolution)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확률변수의 확률분포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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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cess of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of water supply in agricultural reservoir based on reliability analysis

성질이 있다 (Kim, 1997; Suh et al., 2008). 따라서 Fig.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공급량과 수요량의 확률분포가 평균과 표준편

차에 의해 모든 통계적인 특성이 결정되는 정규분포라는 전제하

에 공급량 확률분포함수와 수요량 확률분포함수의 확률곱으로 

정의되는 저수지 물 공급의 파괴에 대한 기능수행함수로부터 취

약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4. 물 공급 취약성 평가 모델

신뢰성 해석 기법은 입력과 출력에 대한 매개변수를 가지는 하

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 시스템의 기능수행함수에 영향을 미

치는 인자들의 불확실성을 파악하여 시스템에 대한 위험도를 산

정한다 (Kim and Park, 2000). 또한 시스템의 파괴에 대한 개

념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작용하는 부하, 이 시스템의 저항능

력, 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Yang et al., 1999).

농업용 저수지의 물 공급 시스템의 취약성을 평가하기에 위해

서는 우선 물 공급 파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하중과 저항능력에 연관시킨 물 공급 시
스템의 기능수행함수를 이용하여 음의 값이 물 공급 시스템의 
파괴를 나타내도록 정의하였으며, 파괴확률 ()을 의미하는 간

접적인 지표인 위험도 지수를 저수지 물 공급의 취약성으로 정
의하였다. 즉, 물 공급의 파괴란 관개지역의 수요량 ()

이 유역의 저수지에서 공급 가능한 가용용수량 ()을 초

과하는 경우, 농업용 저수지 물 공급에 대한 기능수행상의 파괴 
(performance failure,  )로 정의하였다.

III. 적용 및 고찰

1. 대상지구 선정

본 연구에서는 유역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농업용 저수

지를 대상으로 설계빈도 10년 이하의 수문이 없는 자연 월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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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reliability concept and of the procedure of calculating reliability analysis

Table 1 Characteristics for agricultural reservoir in the study area

Reservoir name
Effective storage capacity

(103 m3)

Watershed area

(ha)

Irrigated area

(ha)

Frequency of drought

(year)

Administrative 

district

Songak 463.0 254.0 161.0 3 Chungcheongnam-do

Shinpyeong 635.1 310.0 152.5 3 Jeollanam-do

Yoogok 687.0 320.0 130.9 10 Jeollabuk-do

Topgok 451.8 378.0 133.7 3 Gyeongsangnam-do

Hyocheon 615.0 230.0 106.7 10 Gyeongsangbuk-do

저수지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대상저수지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물 공급 취약성 지표와 기존 저수지의 

한발빈도 (frequency of drought)와 비교를 통해 객관성 및 적

정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공급량 및 수요량 산정

일반적인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 평가는 공간적으로 

소규모 유역 단위의 가용수량과 수요량의 비교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역의 유출량 및 용수공급시설에 의한 공급

량, 관개지구의 용수 수요량 파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

수지의 유입량과 관개지구의 필요수량, 저수지 물수지 모의에 의

한 월류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39년간 (1973년∼2011년) 기상

관측소의 기상자료를 활용하였다. 저수지의 유입량은 강우-유출 

모형인 Tank 모형을 사용하였고, 관개지구의 필요수량은 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의 Modified-Penman 

(Doorenbos and Pruitt, 1977)식과 작물계수를 적용하여 작물

의 소비수량을 산정하고 침투량, 수로손실 및 관리손실을 반영하

여 수요량을 산정하였다. 저수지의 월류량은 저수지 물수지 모의

를 통하여 저수지 유입량으로부터 수위가 만수위 시 자연 월류

하는 양으로 산정하였다. 공급 가능량은 관개기 직전 (3월 31일)

의 저수지 저수량과 관개기간 (4월 1일∼9월 30일) 유입량의 합

과 저수지 월류량의 차이로 정의하였고, 수요량의 경우 관개기간 

논벼 필요수량의 합을 사용하였다. Fig. 6은 대상지구 가운데 송

악 저수지의 유입량과 월류량, 필요수량의 시계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3. 신뢰성 해석기법을 이용한 물 공급 파괴 확률분포

함수 산정

농업용 저수지 물 공급 시스템에 대한 파괴의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용수 공급 가능량에 대한 기능수행함수를 산정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 가능량과 수요량의 차이를 물 공급 파괴

에 대한 기능수행함수로 정의하였으며, 요소별 확률분포함수의 

확률곱을 통해 농업용 저수지의 적정 기능 수행에 대한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2의 (A), (B)는 대상 저수지의 관개

기 직전 저수량 및 관개기간 유입량과 월류량의 차이에 의해 산

정한 공급 가능량과 관개기 필요수량의 확률분포함수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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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bability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water supply failure

Reservoir name Songak Shinpyeong Yoogok Topgok Hyocheon 

A.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1,241

(183)

1,509

(220)

1,451

(206)

1,371

(176)

1,150

(154)

B.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1,323

(260)

1,304

(241)

961

(306)

1,138

(232)

824

(185)

C. Water supply failure

(Potential water supply capacity -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82

(318)

205

(326)

490

(306)

233

(291)

326

(241)

unit : average (103 m3), standard deviation

Fig. 6 Comparison of watershed inflow and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in Songak reservoir

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내며, 요소별 확률분포함수를 정규분포로 

가정하고 신뢰성 해석기법을 활용하여 Table 2의 (C), Fig. 7 

(a)∼Fig. 7 (c)와 같이 물 공급 파괴에 대한 기능수행함수를 산

정하였다.

4. 물 공급 취약성 분석

농업용 저수지의 물 공급 시스템에서 파괴는 전체 공급 가능량

이 용수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기능 

수행 평가지표로서 사용되는 신뢰도 지수로부터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공급량과 수요량의 확률분포함수를 활용하여 산정한 

파괴에 대한 기능수행함수로부터 물 공급 파괴 기준을 적용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송악 저수지와 신평 저수지, 탑곡 저수지

의 경우 신뢰도 지수는 －0.259, 0.628, 0.799로 산정되었고 이

는 물 공급 시스템의 파괴 확률 0.602, 0.265, 0.212에 해당된다. 

유곡 저수지와 효천 저수지의 경우 신뢰도 지수는 1.599, 1.354

로 산정되었고, 물 공급 파괴 확률은 0.055, 0.089로 산정되어 

송악, 신평, 탑곡 저수지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송악, 신평, 탑곡 저수지는 유곡, 효천 저수지와 비교하여 물 공

급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물 공급 취약성은 빈도 개념을 내포한 파괴확률의 역수로 정의

함으로써 송악, 신평, 탁곡 저수지의 경우 설계빈도인 3년 한발 

빈도와 유사한 값을 나타냈으며, 유곡, 효천 저수지의 경우 설계

빈도인 10년 한발 빈도와 근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농업용 저수지의 물 공급 취약성 지표는 확률적 모델을 바탕으

로 정량화된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며, 설계시점의 자료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공급 가능량과 수요량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계빈도와는 차별화된 지표로 활용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7 (a) Reliability analysis based on performance function in Songak reservoir

Fig. 7 (b) Reliability analysis based on performance function in Shinpyeong reservoir

Fig. 7 (c) Reliability analysis based on performance function in Hyocheon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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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ulnerability assessment of water supply based 
on reliability index and vulnerability probability

Reservoir name Reliability index
Vulnerability 

probability

Vulnerability 

index

Songak －0.259 0.602 1.7

Shinpyeong 0.628 0.265 3.8

Yoogok 1.599 0.055 18.2

Topgok 0.799 0.212 4.7

Hyocheon 1.354 0.089 11.3

IV. 결 론

농업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을 목적으로 축조된 우리나

라의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는 계절별 저수량의 변동이 심하고, 

가뭄 또는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취약하여 농업용수 공급의 어

려움이 발생한다. 과거 일반적인 농업용 저수지의 운영은 기상 

및 수문현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행적 경험에 의존하여 수행

되었으며, 따라서 농업용 저수지의 합리적인 운영 및 용수공급능

력 평가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수자원 시스템에서 주요한 용수공급시설인 농업용 저수지의 공급

량과 관개지구의 수요량의 확률통계적인 해석을 통해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였고, 신뢰성 해석 기법을 

활용하여 저수지의 물 공급 취약성을 계산하였다.

농업용 저수지의 물 공급 시스템에서 파괴는 전체 공급 가능량

이 용수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공급

량과 수요량의 확률분포함수를 활용하여 산정한 파괴에 대한 기

능수행함수로부터 물 공급 파괴 기준을 적용하였다. 물 공급 취

약성 지표는 빈도 개념을 내포한 파괴확률의 역수로 정의함으로

써, 기존 설계빈도와 비교하여 객관성 및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송악 저수지와 신평 저수지, 탁곡 저수지의 경우 물 공급 시스템

의 파괴 확률은 0.602, 0.265, 0.212로 산정되었고 설계빈도인 

3년 한발 빈도와 유사한 값을 나타냈으며, 유곡 저수지와 효천 

저수지의 경우 물 공급 파괴 확률은 0.055, 0.089로 산정되어 

설계빈도인 10년 한발 빈도와 근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물 공급 

취약성 지표의 제시를 통해 현재의 용수공급 상황을 파악하고 저

수지의 물 공급 설계상의 위험도 및 적정한 관개용수 공급의 가

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업용 저수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정적

인 농업용수 공급 계획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

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실시간 수위

자료를 활용하여 물 공급 계획시점의 공급 가능성 및 물 공급 기

간 중 저수지 운영평가 및 운영기준 개선 방안 개발로 발전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확률분포함수의 변화 및 이수 안전도 

변화 평가와 같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농업용 저수지가 갖

는 기능성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농림수산식품부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기획과제

인 “농업생산기반시설 통합 관리시스템 개발” 연구비지원 (과

제번호 : 311009-3)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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