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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하천유지유량 공급의 저수지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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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provide the operation rule curve for suppling instream flow to urban stream from reservoir, the Soho reservoir 
with watershed area of 7.4 km2 and total water storage of 2.58 Mm3 was planned at the headwaters of the Daejeoncheon. 
Daily streamflow was simulated and using the simulated streamflow and desired instream flow, the operation rule curve 
by Senga method was drawn and evaluated through reservoir operation. Senga method is derived by accumulating the 
differences between streamflow and desired instream flow adversely. Water storages were simulated on a daily basis to 
supply urban instream flow from Soho reservoir, but the amount of supplying instream flow to urban stream was not 
nearly increased comparing with that of normal operation that does not used the rule curve. Thereafter the new 
simulation-based operation rule curve was derived and applied to supply instream flow from Soho reservoir. In normal 
operation, the amount of instream flow was shown to 15,000 m3/d, but it was increased to 27,700 m3/d in withdrawal 
limited operation using the new derived rule curve, in which the applicability of this rule curve was proved. Also comparing 
with the flow duration curves at station just before urban Daejeoncheon stream without and with upstream Soho reservoir, 
the 95th flow was decreased from 1.64 mm/d to 1.51 mm/d, and the 355th flow was increased from 0.17 mm/d to 0.30 
mm/d. Monthly streamflows during October to March were increased from 10.6～24.1 mm to 24.1～34.0 mm with the 
increasing rate of 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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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하천 건천화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도시하천은 하

천유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2010년 국회입법사무처는 도

시유역의 물순환 변화요인으로 불투수면적 증가, 과도한 

지하수 사용, 하수도 차집, 하천 취수량 증대 및 산림에 의

한 증발산량 증가 등을 지적하고, 현재 본류 하천수 취수에 

의한 상류 공급, 하수처리 방류수 공급, 지하철 용출수 공

급, 농업용 저수지 활용 등의 물순환 건전화 방안이 이용되

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도시 물순환 건전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인식 제고, 하수처리 수

질기준 강화, 분류식 하수정비 확대, 농업용 저수지 활용 

등을, 장기적으로 건천화 영향평가제도 도입, 불투수면적

의 제도적 관리, 지하수 관리 체계 강화, 기존연구사례 활

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Kim, 2010).

대전시는 유등천의 한밭대교 인근에 145 m의 취수여울

과 가압 펌프장을 설치하고 펌프장에서 끌어올린 물과 대

청댐 원수를 8.7 km 상류인 대전천의 옥계교로 흘려보내 

대전천 수심을 10～30 cm로 유지하도록 했으나, 취수여울

에 장기간 저류돼 썩은 물이 대전천에 흐르면서 악취가 발

생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Lee, 2008). 도시 건천

화로 인한 유량감소로 차집 후에도 잔류 유량의 수질이 개

선되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로 아직도 취수여울을 정상 운

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하수처리수의 이용은 아직 질소, 

인 등의 수질이 갈수기 하천수질에 악영향을 미쳐 고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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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수지의 활용을 들 수 있으며, 자체 

유역 또는 인근 유역의 저수지 용수를 이용할 수 있다. 4대

강 살리기에서 96개 저수지의 둑 높이기에 의해 저수량을 

확보하여 2.5억 m
3
/년의 하천유지유량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MLTM, 2009). Wurbs(2005)는 미 텍사스주

의 수자원의 이용성 및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WRAP 

(Water Rights Analysis Package) 모형을 개발하였고, 

23개 하천유역의 입력 DB를 구축하였으며, 하천유량과 

저수지 저수량의 합리적 용수배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McMahon 등(2007)은 25년 이상의 연속자료를 가진 세계 

729개 하천의 월, 연 유출량 자료로 각 하천의 가상저수지

의 용량을 SPA(Sequent Peak Algorithm) 방법, 거동분석 

및 Gould-Dincer Gamma 법에 의해 계산하였고, 월 유출

량 자료로 87～96%의 변이를 갖는 저수용량-공급량 관계

를 개발하였으며, 관계식을 유도하는데 이론적 Gould- 

Dincer Gamma법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저수지 운영은 홍수조절과 용수공급을 위해 적절하게 이

뤄져야 한다. Wei와 Hsu (2009)는 다목적 저수지군의 실

시간 홍수조절을 위해 나무형의 최적 방류 기준을 설정하

였으며, 2004년의 Aere, Haima, Nock-ten 등 태풍에 대

해 대만의 Tanshui 강 저수지 군에 적용한 결과 기존 방법

에 비해 첨두유량 감소, 목표 저수량 달성 등에서 우수하다

고 하였다. Chang 등(2010)은 제약조건이 있는 유전자 알

고리즘(CGA)의 최적 저수지 운영 방법을 제안하여 대만의 

Shihmen 저수지와 하류하천에 적용한 결과 인간을 위한 

용수부족을 적게 하고 자연을 위한 생태유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Ngo 등(2007)은 최적화와 모의 방법

을 병합하여 베트남의 Hoa Binh 저수지의 홍수조절과 발

전, 갈수기의 수위확보를 위한 운영 전략을 수립하였다. 

Kim 등(2008)은 AR(1) 모형을 이용하여 100년 이상의 유

입량 자료를 생성하고,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듬(NSGA-

Ⅱ)의 다목적 목적함수를 사용하여 소양강댐의 확률 저수

량을 예측하는 운영률을 제시하였다. Akbari 등(2011)은 

퍼지상태 추계학적 DP(FSDP)와 다기준 의사결정(MCDM)

을 병합하여 다목적 저수지의 운영률을 개발하여 유입량의 

불확실성과 변수와 목적함수의 부정확성을 반영하였으며, 

이란의 Karoon 1 저수지에 적용하여 실제 저수지 운영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표현하였다. Afshar 등(2011)은 저

수지군의 운영률을 개발하기 위해 HBMO(꿀벌 최적 교접) 

알고리듬을 개선하였으며, 용수공급과 발전의 다목적 저수

지군의 방류량과 저류량 균형 함수를 결정하는데 사용하

였다.

이수관리곡선은 일본의 관개용 저수지의 이수관리를 위

해 제시한 방법(Senga, 1989)으로 관개기말부터 거꾸로 하

천유량과 관개 필요수량을 비교하여 부족수량을 누가시켜 

작성된 곡선이다. 주로 관개용수 공급을 위해 작성하였으

나 타 용수를 위해서도 작성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다목적

댐의 시기별 확보수위도 이 방법에 의해 계산하고 있다. 

Kim 등(1992)은 예당저수지의 이수관리곡선을 작성하였

고, Kim 등(2003)은 이수관리곡선에 의해 윤환관개모형을 

개발하여 동화댐 수혜지역에 적용하였다. Lee와 Noh(2010)

는 이수관리곡선에 의해 백곡지의 하천유지유량 공급량을 

분석하였다. Noh(2009a)는 논산천의 상류에 위치한 탑정, 

대둔, 계룡, 갑천저수지 등의 증고 시나리오에 따른 논산관

측소 지점의 하천유지유량 증가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직 

하천유지유량 만을 공급하는 저수지는 찾아보기 힘들며, 

그 용수이용 패턴도 관개용수와 다르다. 또한 이수관리곡

선은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저수량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 Senga의 이수관리곡선은 주로 관개용 저수지에 활

용되었으며, 관개기 전에는 저수량이 확보돼 있어야 하는

데 일본은 8월 중에 관개기가 끝나기 때문에 저수량을 확보

하는데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일부 저

수지는 관개기가 끝나기 전에 관개공급에 제한을 두어야 

저수량이 확보된다(Noh, 2011). 또한 일정기간 하천유지

유량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와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

다. 따라서 새로운 방법의 이수관리곡선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 하천유지유량을 공급하는 저수지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심하천인 대전천 상류에 신규저수

지를 계획하여 하천유지유량 공급의 이수관리곡선을 작성

하여 그 적용성을 평가하고, 적합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방

법의 이수관리곡선을 마련하는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자료 및 방법

1. 연구자료

가. 대상지역

유등천과 대전천의 합류점(④지점, DJ)을 종점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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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te of study area.

Fig. 2. Site of Soho reservoir.

Fig. 3. DEM of Soho reservoir.

Fig. 4. Area capacity curve of Soho reservoir.
는 상류유역이 대상지역(Fig. 1)이며, 상류의 삼괴동 본류 

지점에 한밭 저수지 적지(①지점, HB)가 위치하며, 지류의 

소호동 지점에 소호 저수지 적지(②지점, SO)가 위치하고, 

산내 지점에서 도시화 구간(③지점, DU)이 시작돼 이 지점

부터 도시지역의 유량이 모두 차집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저수지의 명칭은 모두 가칭이다. 여기서 단순화를 위해 소

호 저수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나. 소호 저수지의 위치와 규모

Noh(2009b)는 대전천 상류에 한밭, 소호 저수지의 적

지를 제시하였다. 소호저수지에 대해 스카이뷰 사진

(http://www.daum.net)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30×30 m
의 DEM으로부터 표고별 저수면적, 저수량 곡선을 추출한 

것은 각각 Fig. 2, Fig. 3, Fig. 4와 같다. DEM 자료는 실제 

측량자료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다. 수문기상자료

1966년부터 2010년까지 수문, 기상자료를 사용하며, 

2001까지는 유역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2002년

부터는 대전기상청의 자료를 사용한다. 대청댐 유입량 자

료를 이용해 유출모형의 매개변수를 결정하고, 유역내의 

유량관측자료가 없기 때문에 비록 하류에 위치하지만 신뢰

성이 있다고 판단된 오염총량 관리지점인 갑천A 지점에서 

2004년부터 8일 간격으로 측정한 유량자료(http://water. 

nier.go.kr/smat)를 이용하여 모형을 검증한다.

2. 연구방법

가. 유출모형

저수지 유입량, 하천유량의 모의를 위해 용수수요를 고

려한 DAWAST 모형(Noh, 2003)을 적용하고, 논용수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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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del configuration for generating streamflow.

일별 수요량은 일별로 추정(Noh, 2004)하여 35%를 회귀수

로 반영한다(MOCT, 2006). DAWAST 모형은 우리 고유의 

기상, 지상자료를 이용하여 개발한 개념적 집중형 일 유출 

모형이며, 토양층을 불포화층과 포화층으로 구분하여 물수

지에 의해 토양수분저류능을 일별로 나타내, 이를 근거로 

일 강우, 증발자료를 입력하여 불포화층의 높이(UMAX), 

포화층의 높이(LMAX), 포장용수량 높이(FC), 심층투수계

수(CP), 유역증발산계수(CE) 등 6개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일 유출을 모의한다(Noh, 1991). Fig. 5는 유역의 자연유량

은 DAWAST 모형에 의해 모의하고, 토지이용분석에 의한 

용도별 용수수요량에서 회귀되는 회귀수량을 더해 하천유

량을 구성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나. 이수관리곡선 작성

소호 저수지로부터 하천유지유량 만을 공급하는 경우에 

이수관리곡선을 작성한다. 이 때 소호저수지의 규모를 만

수위 EL. 145 m의 총저수량 258만 ㎥인 경우로 한다. 하천

유지유량 공급은 연중 공급, 일정기간 공급 등 다양하다. 

여기서는 갈수기인 10월부터 3월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단

순화한다.

이수관리곡선은 하천유량과 용수수요량의 차이를 거꾸

로 누가시켜 얻은 곡선이다. 농업용수는 관개기말을 시점

으로 거꾸로 계산하며, 다른 용수는 용수수요가 끝나는 시

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편의상 연말이나 관개기말을 기

준으로 한다. 필요저수량(V)은 저수지 유입량(QI)에서 관

개용수량(Req)과 하천유지유량(Qm)을 공급하고 남은 값

이 양이면 감소하고, 음이면 증가하며, 이를 거꾸로 누가한 

값이 시기별 확보 저수량이 된다. 또한 필요저수량이 0 보

다 적으면 0으로 한다.

V(t) = V(t+1) -(QI(t) - Req(t) - Qm(t))       (1)

if V(t) < 0 then V(t) = 0                      (2)

또한 용수 수요량을 제한하여 공급량을 새롭게 산정하여 

작성한 것은 방류제한곡선이 되며, 5～50%까지 5% 간격으

로 방류제한곡선을 작성한다. 예로 방류제한 5%이면 용수

수요량의 95%를 공급하는 것이며, 저수량이 이수관리곡선 

이하로 내려오면 해당 방류제한율 만큼 방류를 제한하여 

용수를 절약한다. 여기서 50% 이상의 방류제한은 50%로 

한다.

다. 상류 저수지 운영에 따른 하류 하천유량

표준화 물수지 모형(Noh 등, 2010)에서 하천망에 따라 

하천유량을 10가지 공식으로 표현하였으며, 대전천의 도심 

직전 지점의 유량은 소호 저수지가 각각 있는 경우 식(3)에 

의해 계산되며, 저수지의 저수량은 식(4)와 같이 표현된다.

Qdu(i) = SQso(i) + OVso(i) + QLdu(i)         (3)

S(i) = S(i-1) + QI(i) - EW(i) - SQ(i)         (4)

OV(i) = S(i) - FS, if H(i) > FH               (5)

여기서, (i)는 시간(일)을 나타내며, QI는 유입량, SQ는 

방류량, OV는 월류량, QL은 상류에 위치한 상류 저수지 

유역을 제외한 지류 유입량, S는 저수량, EW는 저수면 증

발량, FS는 만수위의 저수량, H는 저수위, FH는 만수위를 

나타내며, du는 대전천의 도심 직전 지점, so는 소호 저수

지를 나타낸다.

라. 새로운 이수관리곡선 작성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방법의 이수관리곡선은 저

수량 모의를 기반으로 한다. 저수량 모의 결과는 장기간의 

저수지의 유입량과 각종 용수 공급량의 변화, 그리고 시기

별 저수량 확보 등 모든 것을 반영하여 나타내는 것이므로 

보다 합리적 방법이라 판단한다.

우선 이수안전도에 이르는 용수공급량을 결정한 후 30

년 이상의 장기간 일별 저수량 모의 결과로부터 일별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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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observed and simulated daily streamflows 
at Gapcheon A station.

Fig. 7. Operation rule curve in time of suppling instream flow 
of 29,000 m3/d from October to March from Soho reservoir with 
full water level of EL. 145 m and total water storage of 2.58 
Mm3 by Senga’s method.

30년의 해당 재현기간의 저수량을 산정하여 이를 연결한 

곡선을 기준저수량 곡선으로 한다. 다음에 일별 용수공급

량을 5%씩 증가시키면서 위의 똑같은 절차에 의해 구한 곡

선이 방류제한곡선이 된다. 이와 같이 작성한 이수관리곡

선에서 일별로 각 저수량이 위치한 방류제한곡선에 따라 

용수공급을 제한하는 운영을 실시함으로써 저수량 고갈의 

위험을 경감시키며 원활한 이수관리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III. 결과 및 고찰

가. 유출모형의 검증

대청댐 유입량 자료를 이용하여 DAWAST 모형의 매개

변수를 결정한 결과는 문헌(Noh, 2010)과 같으며, 결정된 

매개변수는 UMAX 315 mm, LMAX 20 mm, FC 130 mm, 

CP 0.018, CE 0.007 등이다.

결정된 매개변수를 갑천A 지점 유역에 적용하여 일별로 

유출량을 모의하여 8일 간격으로 측정한 유량과 비교한 결

과는 Fig. 6과 같으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 유출률 

90.0%를 나타냈으며, Nash and Sutcliffe의 모형효율은 

0.941로 모의 결과가 사용할 수준이라 평가하였고, 분석기

간 동안 소호저수지의 유입량과 대전천 도심직전의 지점 

유량을 모의하는데 결정된 매개변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

였다. 갑천A 지점의 유출률이 90%로 높은 것은 대전 하수

처리장 방류수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하수처리 방

류수는 7～9 m
3
/s에 이른다.

나. Senga 방법의 이수관리곡선

이수관리곡선(Senga, 1989)은 연말이나 용수공급기간

의 말부터 필요수량을 거꾸로 누적한 값으로 최대값을 확

보저수량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연말부터 거꾸

로 계산하였으며, 만수위 EL. 145 m, 총 저수량 258만 ㎥
인 소호저수지에 대해 10월부터 3월까지 2.9만 ㎥/일의 하

천유지유량을 공급할 때 이수관리곡선의 최대저수량은 Fig. 

7과 같이 249만 ㎥으로 총 저수량에 근접하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작성한 이수관리곡선을 이용하여 10월부터 3월

까지 2.9만 ㎥/일의 하천유지유량을 공급한 결과 저수량은 

Fig. 8과 같이 나타났으며, 정상 운영하면 45개년 중 44개

년에서 용수부족이 발생하여 이수안전도는 2.2%에 불과하

였고 방류제한 운영하면 용수부족은 38개년에서 발생하여 

이수안전도는 1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수량을 일별로 모의하여 이수안전도 90%에 이

르는 하천유지유량을 결정한 결과 1.5만 ㎥/일이었으며, 

이 경우 이수관리곡선을 작성한 결과는 Fig. 9와 같이 나타

났고, 10월부터 3월까지 1.5만 ㎥/일의 하천유지유량을 공

급한 결과 저수량은 Fig. 10과 같이 나타났으며, 정상 운영

하면 45개년 중 4개년에서 용수부족이 발생하여 이수안전

도는 91.1%에 이르렀고 방류제한 운영하면 용수부족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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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aily water storages in time of suppling instream flow 
of 29,000 m3/d from October to March from Soho reservoir with 
full water level of EL. 145 m and total water storage of 2.58 
Mm3 by normal and withdrawal limited operations using 
Senga’s operation rule curve.

Fig. 9. Operation rule curve in time of suppling instream flow 
of 15,000 m3/d from October to March from Soho reservoir with 
full water level of EL. 145 m and total water storage of 2.58 
Mm3 by Senga’s method.

Fig. 10. Daily water storages in time of suppling instream flow 
of 15,000 m3/d from October to March from Soho reservoir with 
full water level of EL. 145 m and total water storage of 2.58 
Mm3 by normal and withdrawal limited operations using 
Senga’s operation rule curve.

생하지 않았다. 또한 모의 저수량 자료로부터 정상 운영과 

방류제한 운영의 결과가 거의 일치되게 나타나 차이를 확

인할 수 없었다. 즉, 이수관리곡선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Fig. 9에서 기준저수량 곡선이 홍수기 제한수위 이

하로 나타나 자연스럽게 홍수기 제한수위를 적용하는 것으

로 되지만 이수관리의 효율성을 판단해야 한다.

물론 하천유지용수의 공급기간 말인 3월말부터 거꾸로 

하여 이수관리곡선을 작성하면 다르게 나타날 것이지만 여

기서는 생략하였다.

다. 새로운 이수관리곡선

Senga의 이수관리곡선 운영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

았기 때문에 저수량 모의 기반의 새로운 방법의 이수관리

곡선을 작성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수안전도를 90%로 정하여 만수위 EL. 145 m, 총 저수

량 258만 ㎥인 소호저수지에 대해 10월부터 3월까지 일별 

저수량 모의 결과로부터 1.5만 ㎥/일의 하천유지유량을 공

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부터 새로운 방법의 

이수관리곡선은 Fig. 11과 같이 작성되었다. 여기서 홍수기

에 홍수제한수위를 두는 것으로 하였으며, 편의상 6월 21일

부터 7월 20일까지는 EL. 142 m, 7월21부터 8월 20일까지 

EL. 143 m,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EL. 144 m로 설정

하였다.

이와같이 작성한 이수관리곡선을 이용하여 10월부터 3월

까지 1.5만 ㎥/일의 하천유지유량을 공급한 결과 저수량은 

Fig. 12와 같이 나타났으며, 정상 운영하면 45개년 중 4개년

에서 용수부족이 발생하여 이수안전도는 91.1%이었고 방

류제한 운영하면 용수부족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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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Operation rule curve in time of suppling instream flow 
of 15,000 m3/d from October to March from Soho reservoir with 
full water level of EL. 145 m and total water storage of 2.58 
Mm3 by new method.

Fig. 12. Daily water storages in time of suppling instream flow 
of 15,000 m3/d from October to March from Soho reservoir with 
full water level of EL. 145 m and total water storage of 2.58 
Mm3 by normal and withdrawal limited operations using new 
operation rule curve.

Fig. 13. Daily water storages in time of suppling instream flow 
of 15,000 m3/d for normal and 27,700 m3/d for withdrawal 
limited from October to March from Soho reservoir with full 
water level of EL. 145 m and total water storage of 2.58 Mm3

by normal and withdrawal limited operations using new 
operation rule curve.

Table 1. Applicabilities of reservoir operation rule curves by 
Senga and this study.

Item Senga’s method This study
Uniqueness X O
Securability X O

Applicability in 
flood season X O

Effectiveness X O

저수량 자료는 정상 운영과 방류제한 운영의 결과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 이수관리곡선에 의한 방류제한 운

영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Fig. 13은 방류제한 운영에 의한 모의결과로부터 

이수안전도가 90%에 이르는 하천유지유량 공급량을 결정

한 결과로 2.77만 ㎥/일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부터 새로운 이수관리곡선에 의해 방류제한 운영 효과를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이수관리곡선의 활

용성을 기대하게 되었다.

 

라. Senga 방법과 본 연구 방법의 이수관리곡선 비교

Senga의 필요수량 역누가법과 본 연구의 저수량 기반 

방법에 의한 이수관리곡선을 작성하여 운영한 결과로부터 

특성을 Table 1과 같이 일관성, 확보성, 적용성, 효율성의 

면을 비교하였다. Senga 방법은 이수관리곡선을 작성하는

데 일관성이 부족하였고, 작성된 이수관리곡선의 저수량이 

너무 적게 나타나 저수량 확보에 불안정하고, 홍수기에 적

용할 수 없었고, 이수관리곡선을 활용하여 용수를 절약하

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본 연구의 방법은 

이수관리곡선이 하나로 일관되게 작성되었고, 시기별 저수

량이 적절하게 확보되었고, 홍수기 운영에도 지장이 없도

록 작성되었다. 또한 이수관리곡선을 적용하지 않는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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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Monthly representation of daily streamflow at station 
just before urban district in Daejeoncheon.

Fig. 15. Flow duration curves at station just before urban district 
in Daejeoncheon without upstream reservoir.

Fig. 16. Daily streamflows at station just before urban district 
in Daejeoncheon with upstream Soho reservoir.

Fig. 17. Flow duration curves at station just before urban district 
in Daejeoncheon with upstream Soho reservoir.

운영시 1.5만 ㎥/일을 공급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이수

관리곡선을 활용하여 저수량이 부족할 때 용수공급을 제한

운영시 평상시에 2.77만 m
3
/일의 하천유지유량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용수절약 및 용수공급의 효과가 확

실하게 나타났다.

마. 하류 도심직전 지점의 하천 유황 비교

하류의 도심 직전의 지점에서 상류에 저수지가 없는 경

우 일 유출량을 모의하여 유황을 분석하였고, 소호저수지

가 있는 경우 새로운 이수관리곡선에 의해 하천유지유량을 

10월에서 3월까지 Fig. 13과 같이 27,700 m
3
/일씩 공급할 

때 식(3)에 의해 일 유출량을 모의하여 유황을 분석하고 비

교하였다.

Fig. 14는 상류에 소호저수지가 없는 경우 대전천 도심 

직전의 지점에서 DAWAST 모형에 의해 일 유출량을 모의

하여 월별로 나타낸 수문곡선이며, Fig. 15는 이를 이용한 

유황곡선을 작성한 것이다. 또한 상류에 소호저수지가 있

는 경우의 수문곡선은 Fig. 16과 같으며, 총저수량 258만 

m
3
, 유역면적 7.4 km

2
인 소호저수지의 연평균 저수량은 

130만 ㎥이었고, 방류량은 562만 m
3
이었고, 유역면적 

27.8 km
2
인 도심 직전 지점의 지류유입량은 연평균 2,170

만 m
3
, 총유입량은 2,734만 m

3
에 이르러 저수지의 방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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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omparison of flow duration curves at station just 
before urban district in Daejeoncheon with and without upstream 
Soho reservoir.

은 20.6%, 지류유입량은 7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Fig. 17은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유황곡선이다.

종합하여 Fig. 18에 대전천 상류에 소호저수지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도심 직전 지점에서의 유황을 비교하였

으며, 저수지가 있는 경우 풍수기에는 유량이 감소하고, 평

갈수기에는 유량이 증가해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저수지의 효과라 할 수 있으며, 평균하여 풍수

량은 1.64 mm/일에서 1.51 mm/일로 감소하였고, 갈수량

은 0.17 mm/일에서 0.30 mm/일로 증가하였다. 하천유지

유량을 공급한 10월부터 3월까지 월 유출량을 비교하면 저

수지가 없는 경우는 10.6～24.1 mm 이었는데 저수지가 있

는 경우는 24.1～34.0 mm로 증가하여 141～227%의 증가

율을 나타냈다. 이로부터 하천유지유량 공급을 위해 새롭

게 작성한 이수관리곡선의 활용성을 확인하였다.

IV. 결 론

대전천 도심하천의 평갈수기 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해 상

류에 유역면적 7.4 km
2
, 총저수량 258만 m

3
인 소호 저수지

를 계획하고, 이수관리곡선을 작성하여 하천유지유량만을 

공급하는 저수지 운영을 실시한 후 하류 도심 직전의 유황

을 분석하여 그 효용성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갑천 A 지점의 2004년부터 

2009년까지 8일 간격의 유량자료로 유출 모형을 검정한 결

과 Nash-Sutcliffe 모형효율이 0.941로 높게 나타나 일 유

출 모의 결과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Senga가 제시한 하천유량과 용수수요량의 차이의 

역누가법에 의해 작성한 이수관리곡선을 이용하여 저수지 

운영한 결과 이용하지 않은 경우와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저수량 모의 기반의 

이수관리곡선을 이용하여 저수지를 운영한 결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하천유지유량을 일 15,000 m
3
을 공급하는데 

비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일 27,700 m
3
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돼 이수관리곡선의 활용성을 확실하게 입증하

였다.

넷째, 상류에 저수지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도심 직전 

지점에서의 유황을 비교한 결과 평균하여 풍수량은 1.64 

mm/일에서 1.51 mm/일로 감소하였고, 갈수량은 0.17 mm/

일에서 0.30 mm/일로 증가하였다. 하천유지유량을 공급

한 10월부터 3월까지 월 유출량은 저수지가 없는 경우는 

10.6～24.1 mm, 있는 경우는 24.1～34.0 mm로 141～
22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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