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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본 연구는 인접한 저수지 간의 연계운영을 통해 홍수조절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저수용량 공

유기법 개발의 일환으로서 안동댐과 임하댐의 병렬저수지 시스템을 연구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다.

홍수조절에 의한 병렬저수지의 연계운영기법으로서 홍수시 임하댐의 저수량을 안동댐으로 전환시

켜 임하댐의 홍수조절능력을 제고시키고 안동댐의 저수량을 확보하여 용수공급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임하댐의 유입량 중 안동댐으로 전환되는 유량비를 최적화계수 로 두고 재현기간별로 유량전a

환비를 산정한 결과 최적화계수로 제안한 유량전환비 는 재현기간 년일 때a T=50 a50=0.310, T=80

년일 때 a80 년일 때=0.185, T=100 a100 년일 때=0.130, T=150 a150 로 산정되었으며 년일=0.035 , T=200

때는 유량전환에 의한 홍수조절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계산결과는 홍수규모가 클.

경우에 안동댐 저수량 위 증가로 인하여 임하댐의 유량전환비가 감소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으( )

며 그 유량전환비가 거의 이 될 경우는 홍수규모가 재현기간 년 빈도 이상에서 나타나고, 0 T=200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한 홍수조절효과는 임하댐의 경우 재현기간 년 일 때 년일 때T=50 4.1%, T=80 2.8%,

년일 때 및 년일 때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동댐의 경우 재현기간T=100 2.1% T=150 0.7% ,

년일 때 년일 때 년일 때 및 년일 때 로 증가한 것T=50 14.4%, T=80 8.6%, T=100 6.0% T=150 1.6%

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용어 홍수조절 연계운영 유량전환비핵심용어 홍수조절 연계운영 유량전환비핵심용어 홍수조절 연계운영 유량전환비핵심용어 홍수조절 연계운영 유량전환비: , ,: , ,: , ,: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댐의 운영방안은 크게 관개 발전 하천정화 상수도공급 그리고 공업용수 등 하천유황을 조절, , ,

하면서 운영하는 이수적인 측면의 장기운영방안과 홍수기에 이루어지는 홍수조절 등의 치수적인

측면의 단기운영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저수지의 단기적인 운영방안인 홍수조절은 인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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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직결되므로 저수지 자체의 공간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하여 유입량을 저류함과 동시에 하

류측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류량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우기록을 통한 정확한 유입량의 예측을 하여 댐 하류유역에 홍수피해를 줄이

기 위한 시간별 방류량을 결정해야 한다 즉 단일댐 혹은 댐군을 대상으로 유입홍수량 조절용량. , ,

하류의 하적상황 방류량 등의 조절인자를 고려하여 연계해석을 통한 최적의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치수유역내 최적의 홍수대응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병렬저수, .

지에서 최적의 홍수조절시스템을 개발하여 댐의 치수능력 증대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유입량 예측유입량 예측유입량 예측유입량 예측2.2.2.2.

대상유역 선정대상유역 선정대상유역 선정대상유역 선정2.12.12.12.1

대상유역은 홍수기 유역변경방식을 고려하기 위하여 안동 임하댐 유역을 선정하여 분석토록/

하였다 안동댐은 낙동강 본류에 위치한 다목적댐으로서 유역면적은. 1,584km
2
이다 댐의 총 저수.

용량은 1,248×106m3이며 홍수조절용량은, 110×106m3이다 임하댐은 반변천 상류 지점에 위치. 18km

한 다목적댐으로서 유역면적은 1,361km
2
댐의 총 저수용량은, 595×10

6
m
3
이며 홍수조절용량은,

244×10
6
m
3
이다 그림 과 표 은 금회 분석에 적용한 유역분할에 의한 안동댐과 임하댐의 수계시. 1 1

스템도를 나타낸다.

안동댐(a) 임하댐(b)

그림 안동댐과 임하댐의 수계시스템도그림 안동댐과 임하댐의 수계시스템도그림 안동댐과 임하댐의 수계시스템도그림 안동댐과 임하댐의 수계시스템도1.1.1.1.

표 안동 임하댐 유역분할표 안동 임하댐 유역분할표 안동 임하댐 유역분할표 안동 임하댐 유역분할1. /1. /1. /1. /

구분구분구분구분

댐댐댐댐

유역유역유역유역 하도하도하도하도

기 호기 호기 호기 호 지 점 명지 점 명지 점 명지 점 명 기 호기 호기 호기 호 지 점 명지 점 명지 점 명지 점 명

안동댐안동댐안동댐안동댐

A_Sub1 소천수위표 A_R1 소천수위표 도산수위표-

A_Sub2 도산수위표 A_R2 도산수위표 안동댐지점-

A_Sub3 안동댐 - -

임하댐임하댐임하댐임하댐

I_Sub1 영양수위표 I_R1 영양수위표 용전천합류점-

I_Sub2 용전천 I_R2 용전천합류점 임하댐지점-

I_Sub3 임하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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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기간별 유입량 산정재현기간별 유입량 산정재현기간별 유입량 산정재현기간별 유입량 산정2.22.22.22.2

의 분위에 의한 안동댐과 임하댐의 유입량을 분석한 결과 첨두홍수량 발생시간은 각 재Huff 3

현기간별로 모두 호우발생시점으로부터 이었다 또한 첨두유입량은 안동댐의 경우 재현기간40hr .

년일 때T=50 4,249m3 년일 때/s, T=80 4,626m3 년일 때/s, T=100 4,822m3 년일 때/s, T=150

5,174m
3
및 년일 때/s T=200 5,470m

3
이었으며 임하댐의 경우 재현기간 년일 때/s , T=50 3,455m

3
/s,

년일 때T=80 3,764m
3

년일 때/s, T=100 3,925m
3

년일 때/s, T=150 4,212m
3
및 년일 때/s T=200

4,455m3 로 분석되었다 그림 는 안동 임하댐 유역에서 분위법에 대한 빈도별 유입홍수수/s . 2 / Huff 3

문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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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a) 임하댐(b)

그림 분위에 의한 유입홍수수문곡선그림 분위에 의한 유입홍수수문곡선그림 분위에 의한 유입홍수수문곡선그림 분위에 의한 유입홍수수문곡선2. Huff 32. Huff 32. Huff 32. Huff 3

유역변경에 의한 홍수조절유역변경에 의한 홍수조절유역변경에 의한 홍수조절유역변경에 의한 홍수조절3.3.3.3.

저수지운영 기본가정저수지운영 기본가정저수지운영 기본가정저수지운영 기본가정3.13.13.13.1

안동 임하댐의 홍수조절방식은 설계당시의 조절방식을 채택하였다 안동 임하댐의 홍수조절/ . /

낙동강하천정비기본계획 에 제시된 안동댐 임하댐 관리규정상의 운영방식을 적용하여“ “(1993) ,

방식을 적용하였다 특히 안동댐과 임하댐의 설계빈도가 다르지만 본 논문에서는 안Rigid ROM .

동댐과 임하댐의 재현기간을 같게 두고 저수지를 운영하였다.

안동 임하댐의 저수지운영안동 임하댐의 저수지운영안동 임하댐의 저수지운영안동 임하댐의 저수지운영3.2 /3.2 /3.2 /3.2 /

안동댐의 초기수위는 상시만수위인 를 적용하며 계획홍수위는 안동댐의 홍수조) EL.160.0m ,ⅰ

절용량인 110×10
6
m
3
이 되는 수위인 로 한다 또한 임하댐의 초기수위는 홍수기EL.162.1m .

제한수위인 를 적용하며 계획홍수위는 로 한다EL.161.7m , EL.164.7m .

안동댐과 임하댐은 홍수유입량이 첨두유입량에 도달할 때 까지는 일정율로 방류하며 첨두) ,ⅱ

유입량에 도달한 이후에는 일정률로 방류한다.

단 일정률에 의한 방류량이 안동댐의 경우 계획방류량인) , 3,083mⅲ 3 임하댐의 경우 계획방/s,

류량인 3,200m
3
보다 큰 경우에는 계획방류량으로 방류한다/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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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변경에 의한 홍수조절기법 적용유역변경에 의한 홍수조절기법 적용유역변경에 의한 홍수조절기법 적용유역변경에 의한 홍수조절기법 적용3.33.33.33.3

본 연구는 연계운영에 의한 최적 홍수조절기법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서 대상유역인 임하댐

에서 안동댐으로 방류되는 임하댐의 유입량을 최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하댐에서 안동댐으로의 연계운영에 의한 최적홍수조절량을 산정하기 위

하여 아래의 식 과 그림 를 제안하였다1 3 .

Xo = a × Ii (1)

여기서, Xo : 임하댐의 유입량 중 안동댐으로 전환되는 유량(m
3
/s)

a : 연계운영에 의한 유량전환비 상수( )

Ii : 임하댐 유입량(m3/s)

그림 안동 임하댐간 홍수조절 메카니즘그림 안동 임하댐간 홍수조절 메카니즘그림 안동 임하댐간 홍수조절 메카니즘그림 안동 임하댐간 홍수조절 메카니즘3. -3. -3. -3. -

홍수조절기법 적용결과홍수조절기법 적용결과홍수조절기법 적용결과홍수조절기법 적용결과4.4.4.4.

본 논문에서 제시한 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값으로서 임하댐에서 안동댐으로의 연계운영에a

의한 유량전환비를 나타내는 상수이다 일정률은 안동 임하본댐으로 방류되는 홍수조절기법 중에. /

서 의 일정률 을 나타낸다 또한 조절율은 저수지 운영에 따른 홍수조절효과를 나타Rigid ROM R .

내는 인자로서 에 가까울수록 유량조절율이 큰 것을 의미한다100% .

앞에서 제안된 식 과 운영절차에 의해 연계운영에 의한 홍수조절을 실시한 결과 최적화계수1

인 유량전환비 는 재현기간 년 일 때 년 일 때 년 일 때a T=50 0.310, T=80 0.185, T=100 0.130,

년 일 때 으로 산정되었으며 년 일 때는 연계운영에 의한 홍수조절기법의 적용T=150 0.035 , T=200

이 불가함을 알 수 있었다 안동댐의 경우 유량전환비에 의해 임하댐의 홍수량이 유입되었음에도.

유량조절율이 증가한 것은 첨두방류량이 안동댐의 설계방류량과 같아 일정량 방류를 실시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설계빈도별로 적용된 최적 홍수조절기법의 적용결과는 표 에 나타내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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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안동 임하댐간 홍수조절기법 적용결과표 안동 임하댐간 홍수조절기법 적용결과표 안동 임하댐간 홍수조절기법 적용결과표 안동 임하댐간 홍수조절기법 적용결과2 /2 /2 /2 /

재현기간재현기간재현기간재현기간(yr)(yr)(yr)(yr)

분석분석분석분석
50505050 80808080 100100100100 150150150150 200200200200

임하댐임하댐임하댐임하댐

유량전환비, a 0.310 0.185 0.130 0.035 -

일정률(%) 63.2 65.8 67.0 69.1 70.7

첨두유입량

(m3/s)

적용전 3,455 3,764 3,925 4,212 4,455

적용후 3,455 3,764 3,925 4,212 -

첨두방류량

(m
3
/s)

적용전 2,182 2,476 2,629 2,910 3,200

적용후 2,042 2,371 2,547 2,883 -

안동댐안동댐안동댐안동댐

유량전환비, a 0.310 0.185 0.130 0.035 -

일정률

(%)

적용전 61.6 64.2 65.4 67.5 68.7

적용후 67.7 67.9 68.0 68.2 -

첨두유입량

(m3/s)

적용전 4,249 4,626 4,822 5,174 5,470

적용후 5,320 5,321 5,331 5,321 -

첨두방류량

(m3/s)

적용전 3,038 3,038 3,038 3,038 3,038

적용후 3,038 3,038 3,038 3,038 -

결론결론결론결론5.5.5.5.

임하댐의 유입량 중 안동댐으로 전환되는 유량비를 최적화계수 로 두고 재현기간별로 유량전a

환비를 산정한 결과 최적화계수로 제안한 유량전환비 는 재현기간 년일 때a T=50 a50=0.310, T=80

년일 때 a80 년일 때=0.185, T=100 a100 년일 때=0.130, T=150 a150 로 산정되었으며 년일=0.035 , T=200

때는 유량전환에 의한 홍수조절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계산결과는 홍수규모가 클 경우에 안동댐 저수량 위 증가로 인하여 임하댐의 유량전환( )

비가 감소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유량전환비가 거의 이 될 경우는 홍수규모가 재현기, 0

간 년 빈도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200 .

이로 인한 홍수조절효과는 임하댐의 경우 재현기간 년 일 때 년일 때T=50 4.1%, T=80 2.8%,

년일 때 및 년일 때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동댐의 경우 재현기간T=100 2.1% T=150 0.7% ,

년일 때 년일 때 년일 때 및 년일 때 로 증가한 것T=50 14.4%, T=80 8.6%, T=100 6.0% T=150 1.6%

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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