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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등천 수원확보 규모와 하류 하천유지유량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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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of Downstream Minimum Flow Followed by Increase of 

Water Storage Size in Yudeungcheon Up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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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secure instream flow at the Yudeung urban stream reach of Daejeon city in South Korea, Yudeung upstream diversion was 

designed with total water storage of 59×104m3, and the upstream Seongol reservoir was planned to raise the bank with various 
sizes. Downstream streamflows were simulated by considering outflows from upstream diversion and reservoir, and after then 
flow durations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flows of no reservoir condition. In case of no diversion or reservoir upstream, 
flow durations were 1st flow of 84.72m3/s, 95th flow of 2.10m3/s, 185th flow of 0.92m3/s, 275th flow of 0.42m3/s, and 355th flow 
of 0.31m3/s. In case of upstream diversion, flow durations were 1st flow of 94.38m3/s, 95th flow of 2.96m3/s, 185th flow of 
1.22m3/s, 275th flow of 0.50m3/s, and 355th flow of 0.35m3/s. The increase flow rates were 0.04m3/s in 355th flow, 0.08m3/s in 
275th, and 0.30m3/s in 185th. In case of Seongol reservoir with effective storage capacities of 365×104m3, 544×104m3, 
750×104m3, and 992×104m3, flow durations were 85.5~83.9m3/s on 1st flow, 2.85~2.57m3/s on 95th flow, 1.16~1.27m3/s on 
185th flow, 0.64~0.99m3/s on 275th flow, and 0.56~0.94m3/s on 355th flow. The increase flow rates were 0.25~0.63m3/s in 355th

flow, 0.22~0.57m3/s in 275th, and 0.24~0.35m3/s in 185th. The more the sizes of upstream reservoirs increased, the 1st and 95th 

flows decreased in which coefficients of determination were 0.92, 0.99, respectively and the 185th, 275th, and 355th flows 
increased in which coefficients of determination were 0.93 to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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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1)

유등천은 갑천의 지류로 대전 시민에게 산책로, 자전거 

도로, 체육시설 등 장소로 제공하고 있는 도심의 소중한 

휴식공간이다. 현재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한창 진행하고 있

으며, 완공 후에는 시민에게 더욱 좋은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평갈수기 유량이 적은 것이 문제로 지적

되어 왔으며, 유등천의 한밭대교 인근에 145m의 취수여울

과 가압 펌프장을 설치하고 펌프장에서 끌어올린 물과 대

청댐 원수를 8.7km 상류인 대전천의 옥계교로 흘려보내 

대전천 수심을 10～30cm로 유지하도록 했으나, 취수여울

에 장기간 저류돼 썩은 물이 대전천에 흐르면서 악취가 발

생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충청투데이, 2008).  
또한 하수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하는 계획도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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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로를 통해 상류로 유송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질이 

적합한 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금강의 맑

은 물을 직접 취수하는 방안도 있으며,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등천 안영동 지점에는 취수보가 설치돼 수변공

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상류에 또 다른 보의 축조가 이뤄

지고 있으나 하류하천의 유지용수를 공급할 정도의 저수

량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본다. 상류에는 저수량을 확

보할 수 있는 저수지의 적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하류의 

도심하천에서 필요로 하는 유지유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여

건을 가지고 있다.
노재경(2009a)은 유등천 상류에 만수위 EL.95m, 총저수

량 11,785천m3의 선골 저수지에 의해 하류하천의 유지유

량 증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노재경과 이재남(2008)은 대

아 저수지의 증고에 의해 저수량을 확보하여 하류의 봉동

지점의 하천유량을 평가하여 대아저수지 증고의 수문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노재경(2009b)은 방동 저수지의 증

고와 괴곡지의 신설안을 비교하여 하류 갑천의 하천유지

유량의 증가를 비교하였다. 노재경(2009c)은 논산천의 상

류에 위치한 탑정, 대둔, 계룡, 갑천 저수지 등의 증고 시

나리오에 따른 논산 관측소 지점의 하천유지유량 증가효

과를 분석하였다. 이길성 등(2006)은 SWAT 모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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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상류의 소유역에서 토지이용 변화가 크지 않은 과

거의 조건으로 모의한 유량의 평균 갈수량, 저수량, 또는 

갈수량과 저수량 사이의 값을 하천유지유량으로 하는 것

을 제안하였다. 박경신 등(2009)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가 

저수량 10～33% 감소시키고, 수질을 15～25% 악화시킨

다고 하였다. 오승태와 김진택(2007)은 농업용 저수지 하

류 지점의 월별 유출률을 평가하여 저수지에 의한 하천유

출량 변화를 검토하였다. 이우석 등(2008)은 하천유지유량

과 환경개선용수의 확보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등천 상류의 선골 저수지(노재경, 2009a)

의 규모별 방류량에 따른 하류하천의 유량을 분석한 후, 
저수지 규모와 하류하천의 유지유량의 상관성을 살펴봄으

로써 대전 도심하천의 유량확보 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하

였다.

Ⅱ. 연구자료 및 방법

1. 연구자료

가. 연구지역

유등천과 대전천의 합류점(⑤지점, YC)을 종점으로 하는 
상류유역이 연구지역(Fig. 1)이며, 금산군과 대전시의 경계 

직상류 지점에 저수지 적지(①지점, SG)가 위치하며, 경계 

지점은 오염총량관리 지점인 유등A 지점(②지점, YA)이며, 
하류에 유등보(③지점, YW)가 축조되고 있으며, 도심 시

작 직전의 지점(④지점, YU)에서 저수지 규모에 따라 도

심하천 유량을 평가한다. 저수지의 명칭은 가칭으로 선골

저수지로 한다.

나. 유등보 및 선골 저수지 규모

유등보의 위치는 Fig. 2와 같이 기존 보의 상류에 위치

하고 있으며, Fig. 3의 바닥표고 EL. 60.05m, 제정수위 EL. 
64.55m로 축조되고 있다. 담수예상지역 주변이 주요 시설

Fig. 1. Site of study area.

이 없기 때문에 토사를 걷어내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로부터 표고별 저수면적, 저수량 관계

곡선을 Fig. 4와 추출하였으며, EL.64.50m일 때 저수량은 

59만m3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30×30m의 DEM(Fig. 5)으로부터 Fig. 6과 같이 선골저

Fig. 2. Site of Yudeung weir.

Fig. 3. Size of Yudeong weir.

Fig. 4. Area capacity curve of Yudeung w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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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M of Seongol reservoir.

Fig. 6. Area capacity curve of Seongol reservoir.

수지의 표고별 저수면적, 저수량 곡선을 추출하였으며, EL.90 
m의 저수량은 594만 m3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DEM 
자료는 실제 측량자료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수량 등 

정확성을 요구하는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측량

자료가 수반되어야 한다.

다. 수문기상자료

1966년부터 2009년까지 수문, 기상자료를 사용하며, 2001
까지는 유역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2002년부터는 
대전기상청의 자료를 사용한다. 대청댐 유입량 자료를 이

용해 유출모형의 매개변수를 결정하고, 오염총량 관리지점

인 유등A 지점에서 2004년부터 8일 간격으로 측정한 유

량자료(http://water.nier.go.kr/smat)를 이용하여 모형을 검

증한다. 또한 소유역별 토지이용분석에서 논의 면적을 추

출하여 회귀수 추정에 사용하고, 이를 하천유량에 반영한

다.

2. 연구방법

가. 유출모형

저수지 유입량, 하천유량의 모의를 위해 용수수요를 고

려한 DAWAST모형(노재경, 2003)을 적용하고, 논용수량

의 일별 수요량은 일별로 추정(Noh, 2004)하여 35%를 회

귀수로 반영한다(건설교통부, 2006). DAWAST 모형은 

Fig. 7과 같이 우리 고유의 기상, 지상자료를 이용하여 개

발한 개념적 집중형 일 유출 모형이며, 토양층을 불포화층

과 포화층으로 구분하여 물수지에 의해 토양수분저류능을 

일별로 나타내, 이를 근거로 일 강우, 증발자료를 입력하여 

불포화층의 높이(UMAX), 포화층의 높이(LMAX), 포장용

수량 높이(FC), 심층투수계수(CP), 유역증발산계수(CE) 등 

6개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일 유출을 모의한다(노재경, 1991).

나. 유등보의 운영을 고려한 하류하천 유황

우선 현재 축조되고 있는 유등보의 수량확보에 의해 하

류하천의 유황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준화 물수지 모형(노재경 등, 2010)에서 하천망에 따라 

하천유량을 10가지 공식으로 표현하였으며, 여기서는 (1)
식에 의해 유등보의 방류량을 고려한 유등천 도심전 지점

의 유량을 구성하였다. 마찬가지로 유등보의 저수량은 저

수지와 마찬가지로 식(2), (3)과 같이 표현된다.

Fig. 7. Configuration of DAWAS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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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yu(i) = SQyw(i) + OVyw(i) + QLyu(i) (1)

   S(i) = S(i-1) + QI(i)－EW(i)－SQ(i) (2)

   OV(i) = S(i)－FS, if H(i) > FH (3)

 여기서, (i)는 시간(일)을 나타내며, QI는 유입량, SQ는 

방류량, OV는 월류량, QL은 상류에 위치한 유등보 유역

을 제외한 지류 유입량, S는 저수량, EW는 저수면 증발량, 
FS는 만수위의 저수량, H는 저수위, FH는 만수위를 나타

내며, yu는 유등천의 도심 직전 지점, yw는 유등보 지점

을 나타낸다.

다. 저수지 규모별 하천유황

유등보의 하류하천 유량공급효과가 적은 것을 예상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선골저수지의 방류량에 의해 유등천 하

류하천의 유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도심 직전 지점에서 

유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골저수지의 저수량 변화는 

유등보와 마찬가지로 식 (2), (3)과 같으며, 선골저수지의 

방류량을 고려한 도심직전의 유등천의 유량은 식(4)와 같

이 구성된다.

   Qyu(i) = SQsg(i) + OVsg(i) + QLyu(i) (4)

 여기서, sg는 선골저수지를 말하며, 지류유입량은 선골저

수지 유역을 제외한 도심직전 지점의 지류유역으로부터 유

입되는 양이다.

라. 저수지 규모와 하천유지유량의 상관성

저수지 위치가 도시 근교에 위치하고, 수몰보상 등의 문

제에 따라 저수지 위치의 적지이라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저수지 규모별로 하류하천의 하천유지

유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유황분석에 

따라 하천유지유량뿐만 아니라 다른 유황과의 상관성도 살

펴본다. 여기서 하천유지유량은 평균갈수량으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Ⅲ. 결과 및 고찰

1. 유출모형의 검증

대청댐 유입량 자료를 이용하여 DAWAST 모형의 매개

변수를 결정한 결과는 문헌(노재경 등, 2010)과 같으며, 결
정된 매개변수는 UMAX 315mm, LMAX 20mm, FC 130 
mm, CP 0.018, CE 0.007 등이다.

결정된 매개변수를 유등A 지점 유역에 적용하여 일별로 

유출량을 모의하여 8일 간격으로 측정한 유량과 비교한 

결과는 Fig. 8과 같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 유출

률 61.7%를 나타냈으며, Nash와 Sutcliffe(1970)의 모형효

율은 0.639, 결정계수 R2 값은 0.608로 모의 결과가 사용

할 수준이라 평가하였고, 분석기간 동안 선골저수지, 유등

보, 도심직전의 유등천 유량 등의 모의에 결정된 매개변수

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Fig. 8. Comparison of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streamflows 

at Yudeung A station.

나. 유등보 운영에 따른 하천유황

우선 상류에 저수지나 보가 없다고 가정한 현재 상태의 

조건으로 유역면적 159km2인 유등천의 도심직전의 유출량

을 1966년부터 2009년까지 일별로 모의하여 유황을 분석

한 결과는 Fig. 9와 같이 연평균하여 풍수량은 2.103m3/s, 
평수량은 0.915m3/s, 저수량은 0.424m3/s, 갈수량은 0.313 
m3/s로 분석되었다.

Fig. 9. Flow duration curves just before urban area in Yudeung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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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flow durations at ④YU in cases of considering outflows from Yudeung weir or not.

station div.
1st flow 95th flow 185th flow 275th flow 355th flow

(mm) (m3/s) (mm) (m3/s) (mm) (m3/s) (mm) (m3/s) (mm) (m3/s)

without weir
mean 46.04 84.72 1.14 2.10 0.50 0.92 0.23 0.42 0.17 0.31
10yr 13.69 25.19 0.33 0.60 0.17 0.31 0.17 0.31 0.17 0.31

with weir
mean 51.29 94.38 1.61 2.96 0.66 1.22 0.27 0.50 0.19 0.35

10yr 22.20 40.85 1.01 1.87 0.22 0.40 0.19 0.35 0.19 0.35

유등보의 방류량을 고려하기 위해 유효저수량 59만m3, 
만수위 EL.64.55m, 사수위 EL.60.05m, 유역면적 155.7km2

인 유등보에 대해 1966년부터 2009년까지 일별 저수량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하여 강수량은 203.23백만m3, 유입량

은 119.63백만m3, 유출률은 58.9%였으며, 하천유지유량은 

11.07백만m3, 월류량은 108.44백만m3였다. 종합하면 저수

율은 92.6%, 하천유지용수 공급량/유역면적 비율은 71.1 
mm, 단위유역 하천유지용수 공급량/강우량 비율은 5.7%, 
하천유지용수 공급량/유입량 비율은 10.7%였다. 용수공급 

부족의 연수는 총 44년 중에 4년으로, 이수안전도는 90.9%
였다(Fig. 10).

유역면적 159km2인 도심 직전 지점의 유출량을 일별로 

모의한 결과는 연평균하여 강우량은 1190.1mm, 유역증발

산량은 621.3mm, 유출량은 763.9mm, 유출률은 64.2%였

다. 연강우량의 범위는 최대 1,835.4mm, 최소 605.0mm, 
월강우량의 범위는 최대 697.6mm, 최소 0.3mm였고, 연

유출량의 범위는 최대 1,401.6mm, 최소 289.0mm, 월유

출량의 범위는 최대 545.1mm, 최소 5.3mm였다(Fig. 11). 
이를 이용하여 유황을 분석한 결과는 연평균하여 풍수량

은 2.958m3/s, 평수량은 1.217m3/s, 저수량은 0.504m3/s, 
갈수량은 0.349m3/s였으며(Fig. 12), 유등보가 없을 때와 

비교하면 갈수량은 0.04m3/s, 저수량은 0.08m3/s, 평수량은 

Fig. 10. Daily water storages in Yudeung weir.

0.30m3/s, 풍수량은 0.86m3/s 증가하는데 그쳤다(Table 1).

다. 선골 저수지 규모별 하천유황

유역면적 123.6km2인 선골 저수지의 규모는 만수위 EL. 
88.0m, EL.90.0m, EL.92.0m, EL.94.0m 등 4가지로 하였

Fig. 11. Daily streamflows just before urban area in Yudeung 

stream.

Fig. 12. Flow duration curves at ④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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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nual summaries of results from daily water storages in Seongol reservoir with various raise scenario of bank height.

Full water 
level

(EL.m)

Effective 
water capacity

(Mm3)

Total water 
capacity
(Mm3)

Rainfall
(Mm3/y)

Inflow
(Mm3/y)

Water surface 
evaporation

(Mm3/y)

Outflows
(Mm3/y)

Overflows
(Mm3/y)

Mean water 
storages
(Mm3)

88.0 3.65  4.15 161.33 95.52 0.54 15.73 79.21 3.64
90.0 5.44  5.94 161.33 95.52 0.65 19.32 75.51 5.03
92.0 7.50  8.01 161.33 95.52 0.74 23.29 71.47 6.55
94.0 9.92 10.43 161.33 95.52 0.82 27.87 66.83 8.20

으며, 유효저수량 365만m3, 총저수량 415만m3, 만수위 EL. 
88.00m, 사수위 EL.80.00m인 규모에 대해 1966년부터 2009
년까지 하천유지용수만을 공급하는 경우 저수량을 일별로 

모의한 결과 연평균하여 강수량은 161.33백만m3, 유입량은 

95.52백만m3, 유출률은 59.2%, 저수면 증발량은 54만m3, 
하천유지유량은 1,573만m3, 월류량은 7,921만m3, 평균저

수량은 364만m3, 평균저수율은 87.6%였다. 종합하여 하

천유지용수 공급량/유역면적 비율은 127.3mm, 단위유역 

하천유지용수 공급량/강우량 비율은 10.3%, 하천유지용수 

공급량/유입량 비율은 18.9%, 하천유지용수 공급량/저수량 

비율은 431.3%, 유입량/저수량 비율은 2,618.7%였다. 용

수공급부족의 연수는 총 44년 중에 3년으로, 이수안전도는 
93.2%였다(Fig. 13). 나머지 경우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선골저수지의 방류량을 고려하여 도심 직전 유량을 모

의한 결과는 Fig. 14와 같으며, 선골저수지로부터 하천유

지유량 공급을 위한 방류량은 9,495만m3로 유효저수량의 

2,602.9%에 상당하였으며, 유역면적 35.4km2인 도심 직전 

지점의 지류유입량은 연평균 2,288만m3, 총유입량은 11,785
만m3에 이르러 선골저수지의 방류량은 80.6%, 지류유입량

은 1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Fig. 13. Daily water storages in Seongol reservoir with FWL 

EL.88m.

유황을 분석한 결과는 Fig. 15와 같이 연평균하여 풍수량

은 2.852m3/s, 평수량은 1.159m3/s, 저수량은 0.641m3/s, 
갈수량은 0.565m3/s였으며, 나머지 경우의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Fig. 14. Daily streamflows at YU that outflows from Seongul 

with EL.88m were added.

Fig. 15. Flow duration curves at YU that outflows from Seongul 

with EL.88m wer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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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flow durations at ④YU with outflows from Seongol reservoir of various full water levels.

Full water level
(EL.m) divide

1st flow 95th flow 185th flow 275th flow 355th flow
(mm) (m3/s) (mm) (m3/s) (mm) (m3/s) (mm) (m3/s) (mm) (m3/s)

88.0
mean 46.46 85.51 1.55 2.85 0.63 1.16 0.35 0.64 0.31 0.56
10yr 20.75 38.18 0.78 1.43 0.31 0.58 0.31 0.57 0.31 0.56

90.0
mean 46.39 85.38 1.50 2.76 0.64 1.18 0.40 0.73 0.37 0.67
10yr 20.74 38.17 0.59 1.08 0.38 0.70 0.37 0.68 0.37 0.67

92.0
mean 46.16 84.95 1.44 2.66 0.65 1.20 0.46 0.85 0.43 0.80
10yr 20.74 38.17 0.61 1.13 0.44 0.81 0.44 0.81 0.43 0.80

94.0
mean 45.61 83.94 1.40 2.57 0.69 1.27 0.54 0.99 0.51 0.94
10yr 20.06 36.91 0.67 1.24 0.52 0.96 0.52 0.96 0.51 0.94

Fig. 16. Relationship between 1st flow and effective reservoir 

capacity at ④YU in Yudeung stream.

Fig. 17. Relationship between 95th flow and effective reservoir 

capacity at ④YU in Yudeung stream.

Fig. 18. Relationship between 185th flow and effective reservoir 

capacity at ④YU in Yudeung stream.

Fig. 19. Relationship between 275th flow and effective reservoir 

capacity at ④YU in Yudeung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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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Relationship between 355th flow and effective reservoir 

capacity at ④YU in Yudeung stream.

라. 선골 저수지 규모와 하천유지유량의 상관성

선골 저수지 규모별 방류량을 고려하여 유등천 도심 직

전 지점에서 일별로 하천유량을 모의하여 유황을 분석한 

결과를 유황별로 선골저수지 규모와 유황과의 상관성을 분

석하였으며, 최고수량과 관계는 Fig. 16, 풍수량과의 관계

는 Fig. 17, 평수량과의 관계는 Fig. 18, 저수량과의 관계

는 Fig. 19, 갈수량과의 관계는 Fig. 20과 같이 나타났다. 
이의 결과는 평균유량에 의한 것이며, 10년 빈도에 대한 

것도 Table 3의 결과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

는 생략하였다.
선골저수지의 규모가 증가하면 하류 유등천의 유황의 최

고수량, 풍수량은 감소하고,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은 증

가하는 경향을 분명하게 나타내었다. 이것이 전형적인 저

수지의 저류효과라 할 수 있으며, 하류하천의 요구 수준에 

따라 적정 규모의 상류의 저수지 규모를 결정하는데 참고

자료로 제공하였다.
만수위 EL.90.0m인 선골저수지 규모인 경우에 하천유지

유량의 증가효과를 비교하면 유역면적 159km2인 도심 직

전 지점에서 유출심으로 0.17mm/km2/d에서 0.37mm/km2/d
로 증가하였으며, 이를 유출량으로 표현하면 0.37m3/s에서 

0.67m3/s로 증가하였다. 또한 저수량은 0.31m3/s, 평수량은 

0.26m3/s, 풍수량은 0.54m3/s 증가하였다.

Ⅳ. 결 론

대전 유등천 도심하천의 평갈수기 유지유량의 확보를 위

해 상류에 건설 중인 유등보의 운영을 고려한 도심하천의 

유량을 모의하여 유황을 분석하고, 상류의 저수지 적지로 

선골저수지를 선정하여 저수지 규모별 방류량을 고려한 하

류의 도심하천의 유량을 모의하여 유황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저수지의 규모가 증가하면 하류하천의 유황은 최고수

량, 풍수량은 감소하는 역상관(R2=0.91～0.99)을 나타냈고,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은 증가하는 정상관(R2=0.92～0.99)
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저수지의 저류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상류에 유등보나 선골저수지가 없는 경우 유등천의 
도심 직전의 유황은 최고수량 84.72m3/s, 풍수량 2.10m3/s, 
평수량 0.92m3/s, 저수량 0.42m3/s, 갈수량 0.31m3/s로 분

석되었다.
둘째, EL.64.50m인 유등보의 저수량을 59만m3로 추정, 

계산하여 하류 도심 하천의 유황을 분석한 결과는 최고수

량 94.38m3/s, 풍수량은 2.958m3/s, 평수량은 1.217m3/s, 저
수량은 0.504m3/s, 갈수량은 0.349m3/s였으며, 유등보가 없

을 때와 비교하면 갈수량은 0.04m3/s, 저수량은 0.08m3/s, 
평수량은 0.30m3/s, 풍수량은 0.86m3/s 증가하는데 그쳤다.

셋째, EL.88m인 경우 선골저수지의 유효저수량은 365만

m3이며, 하류하천의 유황은 최고수량 85.51m3/s, 풍수량은 

2.85m3/s, 평수량은 1.16m3/s, 저수량은 0.42m3/s, 갈수량은 

0.31m3/s이었으며, 저수지 운영에 의해 풍수량 0.65m3/s, 평
수량 0.24m3/s, 저수량 0.22m3/s, 갈수량 0.25m3/s씩 증가

하였다.
넷째, EL.90m인 경우 선골저수지의 유효저수량은 544만

m3이며, 하류하천의 유황은 최고수량 85.38m3/s, 풍수량은 

2.76m3/s, 평수량은 1.18m3/s, 저수량은 0.73m3/s, 갈수량은 

0.67m3/s이었으며, 저수지 운영에 의해 풍수량 0.66m3/s, 
평수량 0.26m3/s, 저수량 0.31m3/s, 갈수량 0.36m3/s씩 증

가하였다.
다섯째, EL.92m인 경우 선골저수지의 유효저수량은 750

만m3이며, 하류하천의 유황은 최고수량 84.95m3/s, 풍수량

은 2.66m3/s, 평수량은 1.20m3/s, 저수량은 0.85m3/s, 갈수

량은 0.80m3/s이었으며, 저수지 운영에 의해 풍수량 0.56 
m3/s, 평수량 0.28m3/s, 저수량 0.44m3/s, 갈수량 0.49m3/s
씩 증가하였다.

여섯째, EL.94m인 경우 선골저수지의 유효저수량은 992
만m3이며, 하류하천의 유황은 최고수량 83.94m3/s, 풍수량

은 2.57m3/s, 평수량은 1.27m3/s, 저수량은 0.99m3/s, 갈수

량은 0.94m3/s이었으며, 저수지 운영에 의해 풍수량 0.47 
m3/s, 평수량 0.35m3/s, 저수량 0.57m3/s, 갈수량 0.63m3/s
씩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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