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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신뢰도를 이용하여 댐의 물 공급 안전도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보장 공급량 분석에 의한 댐의 물 공급 안.

전도 평가 절차를 제안하였고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물 공급 안전도를 평가하였다 여러 묶음의 월 유출 시, .

계열을 모의발생시키기 위하여 을 사용하였고 보장공급량 결정을 위한 저수지 모의운영에는SAMS-2000 ,

가 사용되었다 년 계획 기간에 대하여 설계 유출자료에 의한 소양강댐 보장 공급량의 물 공급 안HEC-5 . 50

전도는 로 평가되었고 준공 후 기록 유입량에 의한 보장 공급량의 물 공급 안전도는 였다 기80.5 % , 53.7 % .

록 유입량 자료의 보장 공급량 억 을 계획 공급량으로 하면 연간 억 의 용수를 추가 공급할(15.85 /yr) 0.94㎥ ㎥

수 있다 충주댐의 설계 유출자료에 의한 보장 공급량 억 를 계획 공급량으로 하면 모든 시계열에. 34.22 /yr㎥

대하여 반드시 물 부족이 발생하였다 이는 설계 당시 유입량의 과대평가에 기인한다 제안된 절차를 적용하. .

면 보다 객관적으로 댐의 물 공급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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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주어진 목표 공급량에 대한 물 공급 안전도가 평가되면 신규 수자원 시설의 필요 여부를 알

수 있고 안전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새로운 국토 이용의 가능성을 뒷받침 할 수 있다 현재 댐, .

과 관련하여 물 공급 안전도를 부여하는 절차를 예로 들면 년 유출자료로 댐을 모의 운영하여, 20

회의 물 부족이 발생할 때의 안전도는 로 표시한다 이러한 개념과 평가방법은 몇1 (1-1/20)=0.95 .

가지 측면에서 모호성을 가지고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먼저 유출자료의 기간에 따라 안전.

도가 달라지고 동일한 물 부족 회 일지라도 기간이 다를 수 있는 모호성이 있다 그리고 안전도, 1 . ,

평가에 사용된 과거 유출기록은 미래에 유사하게 기록되겠지만 동일하게 반복되지는 않으므로 미

래 유출기록에 의한 안전도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 공급 안전도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 확률론적인 평가절차를 제안,

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절차를 다목적댐에 적용하여 물 공급 안전도를 평가하였다. .

물 공급 안전도 평가기법물 공급 안전도 평가기법물 공급 안전도 평가기법물 공급 안전도 평가기법2.2.2.2.

우리나라 댐의 물 공급 안전도우리나라 댐의 물 공급 안전도우리나라 댐의 물 공급 안전도우리나라 댐의 물 공급 안전도2.12.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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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댐 시설기준 건설부 은 물 공급 안전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 1993) .

다만 절의 항에서 댐의 용수공급능력 판단을 위한 저수지 조작에 소요되는 자료 기간을2.2.3 5 20

년 이상으로 하고 자료 기간이 짧은 경우는 모의발생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농수산부 의, . (1982)

농지개량사업계획 설계기준 댐편 에서는 농업용수 보급을 위한 필요 저수량은 년 회 정도의‘ : ’ “ 10 1

갈수를 기준으로 구한다 고 제시하고 있다.”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댐에 대한 물 공급 안전도 지표는 보장 공급량 기준 갈수년 등이었다, .

그렇지만 댐의 건설 시점마다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일관성이 없다.

신뢰도 개념을 이용한 확률론적 물 공급 안전도신뢰도 개념을 이용한 확률론적 물 공급 안전도신뢰도 개념을 이용한 확률론적 물 공급 안전도신뢰도 개념을 이용한 확률론적 물 공급 안전도2.22.22.22.2

물 공급 시스템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위험도 란 시스템의 수명기간에 대하여 목적(risk) ,

달성 실패확률 p f로 정의된다 반대로 시스템의 신뢰도 는 목적을 달성할 확률이고. (reliability) ,

r=1-pf이 된다 시스템 또는 저수지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Kottegoda and Rosso, 1997).

표로서 흔히 재현기간을 사용한다 어느 한 해에 시스템이 목적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패확.

률 은 매해의 위험도 또는 실패확률이라고 말하며 이는 재현기간 의 역수이다R , T .

R= 1/T (1)

반면에 어느 한 해에 목적을 달성할 확률은 매해의 신뢰도라고 하며 에서 매해의 위험도를1

뺀 것과 같다 따라서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r = 1-1/T (2)

구조물의 수명기간과 같이 여러 해에 대한 장기 위험도는 매해의 위험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베르누이 확률 관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R n은 장기 위험도이고 은 계획 연수이다, n .

Rn= 1- (1-R)
n = 1- (1-1/T)n (3)

위와 같은 고찰은 댐에 의한 물 공급 안전도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보다 객관화된 방편을 제공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등 의 저서를 참고로 하여 신뢰도 이론에 초점을 맞추. Basson (1999)

어 확률론적인 물 공급 안전도의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보장 공급량을 이용한 물 공급 안전도 평가기법보장 공급량을 이용한 물 공급 안전도 평가기법보장 공급량을 이용한 물 공급 안전도 평가기법보장 공급량을 이용한 물 공급 안전도 평가기법2.32.32.32.3

그림 은 용어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한 모식도이다 기본 공급량 이란 어느 한 유입1 . (base yield)

량 계열에 대하여 저수지 시스템을 운영하였을 때 기록되는 최소 공급량이다 여러 가지의 목표/ .

공급량에 대하여 기본 공급량을 계산하면 그림 과 같은 기본 공급량선이 작성된다 목표 공급량1 .

을 작은 값부터 증가시켜 가면 기본 공급량은 임계 목표 공급량에 도달할 때까지 목표, (critical)

공급량과 같게 된다 이는 각 유입량 계열마다 하나씩 존재하고 이 때의 최대 기본 공급량을 보. ,

장 공급량이라 하며 그림 의 기본 공급량 선이 꺾인 점이다, 1 .

여러 묶음의 추계학적 시계열로부터 각각 목표 공급량 공급량 관계를 분석한 다음 이를 중( )/ ,

첩시켜 그리면 그림 와 같다 그림 에서 특정한 목표 공급량 에 대하여 일부 계열은 보다2 . 2 TD TD

큰 보장 공급량을 제공한다 이들은 항상 목표 공급량 를 충족시킬 수 있다 만일 개의 시계. TD . 41

열이 각각 년간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가운데 개가 보다 큰 보장 공급량을 만족 한64 , 14 TD

다면 14/41=34.1 가 년 동안 실패없이 만족된다 안전도를 로 하여 매해의 위험도를 구% 64 . 0.341

하면, 1-(0.341) 1/64=0.01665가 된다 이를 재현기간으로 나타내면. 0.01665-1=60년이 된다.

본 연구는 이와 유사하게 목표 공급량을 설계 유입량과 기록 유입량에 의한 보장 공급량으로,

하고 기록 유입량 자료로부터 모의발생시킨 개 시계열 자료로써 물 공급 안전도를 평가하였다, 41 .



그림 기록 자료를 이용한 장기그림 기록 자료를 이용한 장기그림 기록 자료를 이용한 장기그림 기록 자료를 이용한 장기1.1.1.1.

공급량 분석도공급량 분석도공급량 분석도공급량 분석도(Basson, 1999)(Basson, 1999)(Basson, 1999)(Basson, 1999)

그림 추계학적 목표 공급량 공급량그림 추계학적 목표 공급량 공급량그림 추계학적 목표 공급량 공급량그림 추계학적 목표 공급량 공급량2. /2. /2. /2. /

반응곡선반응곡선반응곡선반응곡선(Basson, 1999)(Basson, 1999)(Basson, 1999)(Basson, 1999)

다목적댐의 물 공급 안전도 평가기법 적용다목적댐의 물 공급 안전도 평가기법 적용다목적댐의 물 공급 안전도 평가기법 적용다목적댐의 물 공급 안전도 평가기법 적용3.3.3.3.

소양강 다목적댐의 물 공급 안전도 분석소양강 다목적댐의 물 공급 안전도 분석소양강 다목적댐의 물 공급 안전도 분석소양강 다목적댐의 물 공급 안전도 분석3.13.13.13.1

소양강 다목적댐의 건설 후 관측자료를 이용한 월 유출 모의발생3.1.1

목표 공급량 공급량 분석으로 물 공급 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수의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

다 따라서 건설 후 월 유출 관측자료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절차로 유출자료를 모의발생시켰다. .

준공 후 관측 자료는 계절형 자료로써 월별로 큰 왜곡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자료를 대수변

환하였다 이에 대해 왜곡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신뢰구간 에서 정규분포를 만족하였고 계. , 95 % ,

절성 제거를 위해 월별 표준화를 수행하였다 모형차수의 식별을 위해 와 를. PARMA ACF PACF

검토한 결과 의 에서 유의한 자기상관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기성 모형의, PACF lag-1 . AR

차수를 로 결정하였고 모형을 적용하여 월 자료를 모의발생시켰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1 , PAR(1) .

등 으로 수행하였다SAMS-2000(Salas , 2000) .

저수지 운영 규칙3.1.2

저수지 운영에는 가 사HEC-5 (US Army COE, 1997)

용되었다 는 저수지 공간을 다섯 개의 저수위로 구. HEC-5

분하므로 소양강댐의 저수위를 그림 과 같이 구분하였다, 3 .

그런데 와 우리나라의 저수위 구분은 일부 다르다HEC-5 .

는 사수역 과 이수공간HEC-5 (inactive zone) (conservation

사이에 비상공간 을 두어 이 비상공간의zone) (buffer zone)

최고 수위를 저수위 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런 공2 ,

간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저수위 과 를 같게 하였다 저수1 2 .

위 은 이수공간의 최고 수위를 표시하는데 홍수기 월3 , (6 21

일 월 와 비홍수기를 구분하여 운영된다 그리고 저수9 20) .～

위 는 계획 홍수위를 나타내고 저수위 와 사이는 홍수4 , 4 5

의 추가 저류공간 으로 명명되는데 이도(surcharge storage) ,

역시 우리나라의 댐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공간이다.

그림 에는 소양강댐의 저수위 제한과 연중 운영규칙을4

시기에 따라 도시하였다.

그림 소양강댐 수위 및 영역 구분그림 소양강댐 수위 및 영역 구분그림 소양강댐 수위 및 영역 구분그림 소양강댐 수위 및 영역 구분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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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양강댐의 연중 운영 규칙그림 소양강댐의 연중 운영 규칙그림 소양강댐의 연중 운영 규칙그림 소양강댐의 연중 운영 규칙4.4.4.4.



물 공급 안전도 분석3.1.3

설계 자료와 기록 자료로써 모의 운영한 결과를 그림 표시 와 표시 에 도시하였다5(× ) 6( ) .◦

기록 자료와 설계 자료의 보장 공급량은 연간 억 과 억 으로 각각 평가되었다 여기15.85 14.91 .㎥ ㎥

에 모의발생된 개 시계열 묶음에 대해 목표 공급량 공급량 분석을 수행하여 중첩 도시하였다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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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설계자료 및 모의발생그림 설계자료 및 모의발생그림 설계자료 및 모의발생그림 설계자료 및 모의발생5.5.5.5.

자료의 목표 공급량 공급량 분석도자료의 목표 공급량 공급량 분석도자료의 목표 공급량 공급량 분석도자료의 목표 공급량 공급량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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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록 유입량 및 모의발생그림 기록 유입량 및 모의발생그림 기록 유입량 및 모의발생그림 기록 유입량 및 모의발생6.6.6.6.

자료의 목표 공급량 공급량 분석도자료의 목표 공급량 공급량 분석도자료의 목표 공급량 공급량 분석도자료의 목표 공급량 공급량 분석도----

그림 은 기록 유입량 자료의 보장 공급량에 대한 안전도를 도시한 것이다 개의 시계열 자7 . 41

료 중에서 개 시계열이 보장 공급량을 초과하여 물 공급 안전도는 이다 그림 은 개22 53.7 % . 8 41

시계열의 보장 공급량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초과확률을 부여한 후 도시한 것으로 기록 자료

와 설계 자료의 보장 공급량에 대한 물 공급 안전도를 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과 같다. 1 .

0 20 40 60 80 100

Percentage probalibity (%)

0

400

800

1200

1600

2000

T
a
rg
e
t 
d
ra
ft
 /
 B
a
s
e
 y
ie
ld
 (
1
0
6
 m
3
 /
y
r)

Firm yields exceed target draft

Base yield
less than
target draft

TD = 1585

Reliability = 53.7 (%)
for the firm yield

from historic inflow

그림 억 의 목표 공급량에그림 억 의 목표 공급량에그림 억 의 목표 공급량에그림 억 의 목표 공급량에7. 15.85 /yr7. 15.85 /yr7. 15.85 /yr7. 15.85 /yr㎥㎥㎥㎥

대한 보장 공급량의 장기 안전도대한 보장 공급량의 장기 안전도대한 보장 공급량의 장기 안전도대한 보장 공급량의 장기 안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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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양강 다목적댐의 보장그림 소양강 다목적댐의 보장그림 소양강 다목적댐의 보장그림 소양강 다목적댐의 보장8.8.8.8.

공급량에 대한 장기 안전도공급량에 대한 장기 안전도공급량에 대한 장기 안전도공급량에 대한 장기 안전도

항 목 기록 유입량 자료의 보장 공급량
억15.85 /yr㎥

설계 유출 자료의 보장 공급량
억14.91 /yr㎥

계획연한 년에 대한50
물 공급 안전도 0.537 0.805

계획연한 년에 대한50
물 공급 위험도 0.463 0.195

재현기간 (yr) 81 231

표 소양강 다목적댐의 기록 유입량 자료 및 설계자료의 보장 공급량에 대한 안전도표 소양강 다목적댐의 기록 유입량 자료 및 설계자료의 보장 공급량에 대한 안전도표 소양강 다목적댐의 기록 유입량 자료 및 설계자료의 보장 공급량에 대한 안전도표 소양강 다목적댐의 기록 유입량 자료 및 설계자료의 보장 공급량에 대한 안전도1.1.1.1.

충주 다목적댐의 물 공급 안전도 분석충주 다목적댐의 물 공급 안전도 분석충주 다목적댐의 물 공급 안전도 분석충주 다목적댐의 물 공급 안전도 분석3.23.23.23.2

동일한 절차로 충주 다목적댐에 대하여 물 공급 안전도를 분석한 결과 기록 자료의 보장 공급

량은 연간 억 이고 설계 자료의 보장 공급량은 연간 억 으로 평가되었다 충주 다목29.60 34.22 .㎥ ㎥

적댐에 물 공급 안전도 평가를 적용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와 같다2 .



항 목 기록 유입량 자료의 보장 공급량
억29.60 /yr㎥

설계 유출 자료의 보장 공급량
억34.22 /yr㎥

계획연한 년에 대한50
물 공급 안전도 0.439 0

계획연한 년에 대한50
물 공급 위험도 0.561 1

재현기간 (yr) 61 1

표 충주 다목적댐의 기록 유입량 자료 및 설계자료의 보장 공급량에 대한 안전도표 충주 다목적댐의 기록 유입량 자료 및 설계자료의 보장 공급량에 대한 안전도표 충주 다목적댐의 기록 유입량 자료 및 설계자료의 보장 공급량에 대한 안전도표 충주 다목적댐의 기록 유입량 자료 및 설계자료의 보장 공급량에 대한 안전도2.2.2.2.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논문을 통하여 댐의 확률론적인 물 공급 안전도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보장 공급량 분석에 의.

한 다목적댐의 물 공급 안전도 평가절차를 제안하였다 이 철차는 크게 기록 유입량 자료로부터. 1)

개 이상의 시계열을 모의발생시키는 과정과 각 시계열의 보장 공급량을 구하고 보장 공급량41 , 2) ,

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각 값에 초과확률을 부여한 후 보장 공급량의 장기 안전도를 작성, , 3)

하는 과정 적절한 보장 공급량을 결정하고 안전도와 재현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4) .

여기서 결정된 보장 공급량 및 안전도 재현기간을 물 공급 안전도를 구성하는 세 요소로 한다, ,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전도 평가기법을 적용한 결과 소양강 다목적댐은 년 계획연한에 대하, 50

여 설계 유출 자료에 의한 보장 공급량의 안전도는 였고 준공 후 기록 유입량 자료의 보80.5 % ,

장 공급량은 의 안전도를 가졌다 이를 재현기간으로 환산하면 각각 년과 년이다 만53.7 % . 231 81 .

일 기록 유입량 자료의 보장 공급량을 공급가능 보장량으로 선택한다면 연간 억 의 용수를0.94 ㎥

추가 확보하게 된다 충주 다목적댐의 경우 기록 유입량 자료의 보장 공급량은 의 안전도. , 43.9 %

를 가졌고 이는 재현기간 년에 해당된다 설계 유출자료에 의한 보장 공급량 억 을, 61 . 34.22 /yr㎥

목표 공급량으로 한다면 년 연한에 대해 물 공급 안전도가 이다 즉 년 공급계획 기간에 반50 0 . 50

드시 물 부족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는 설계당시 유입량의 과대평가에 기인한다. .

본 연구결과는 기존 댐이나 신규 댐의 물 공급 안전도를 평가하는데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

다 특히 기존 댐의 경우 설계에 사용된 유출자료와 준공 이후의 기록 유입량에 대한 물 공급 안. ,

전도를 평가하고 비교하여 추가 용수확보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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