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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현재 둑높이기에 따라 제체 증고 및 제체 덧쌓기 등을 통해 추가 저

류공간 확보와 수문 등의 홍수조절기능을 갖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홍

수기시 치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한다. 따라서 농업용 저수지의

둑높이기를 통해 추가 확보되는 저류 공간을 활용하고, 저수지 운영에

따른 홍수기시 홍수저감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 방어 대안으로서의 치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황룡강 유역 내 장성저수지, 수양저수지, 왕동저수지,

유탕저수지 등 둑높이기 저수지를 대상으로 상류 유역에 대한 홍수량을

산정하고 저수지 홍수추적을 통해 빈도별 방류량을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둑높이기에 따른 홍수저감을 모의 및 평가하였고, 하류하천 설계

빈도인 100년 빈도 및 200년 빈도에 대한 홍수저감 모의 수행 결과 하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성저수지와 수양서주지의 경우 50년 빈도, 100년 빈도,

200년 빈도 홍수 유입시 홍수조절률은 둑높이기 전에 비해 크게 나타났

으나 500년 빈도 및 가능최대홍수량 (PMF) 유입시는 오히려 홍수조절

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저수지의 경우 홍수조절을 위한 수

문이 설치되어 있고, 저수지 운영방식을 Auto ROM 방식과 더불어

Rigid ROM 방식을 검토한 결과 홍수조절률이 둑높이기 전에 비해 개

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성저수지와 수양저수지의 경우 첨두

홍수량 저감은 저빈도의 홍수 유입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되

며, 고빈도 홍수 유입시는 첨두홍수량을 저감하기 위한 저수지 운영

(운영방식 검토 및 관리 수위 조정 등)이 필요하다. 왕동저수지와 유탕

저수지의 경우는 연구를 수행했던 모든 빈도에 대해서 둑높이기 후 홍

수조절률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에 의한 홍수저감효과가 하류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둑높이기에 따라 기본홍수량에도 하천 제방을 월류

하는 일부 구간에 대해 홍수 저감을 통해 제방보다 낮은 수위를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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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둑높이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저류공간에 대해서 제한수위 관리 등의 홍수기시 운영을 통해 위험기준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둑높이기, 홍수량 산정, 저수지 홍수추적, 하류영향분석

학 번 : 2010 - 2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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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하여 홍수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대

비하기 위한 댐 및 저수지 등의 수공구조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고아라 등, 2011). 여러 수공구조물 중 저수지의 치수기능은 일반적으

로 홍수파가 저수지를 통과할 때 홍수파의 첨두를 감소시키고 첨두시간

을 지연시켜 하류부의 홍수피해를 저감하는 것을 말한다 (구희진 등,

2003). 그동안 대규모 저수지의 치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져 왔으나,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농업용 저수지는 대부분 농업용수 확

보에 중점을 두고 설치되어 이수 중심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고,

치수 기능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 113개소 (2012년 현재)에 약

2.8 억톤의 추가 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제방 덧쌓기 등 둑높이기

와 여수로 확장 및 수문 설치를 통해 홍수 시설의 보수 및 개선을 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 2012; 국토해양부, 2009). 이를 통해 농업용

수의 추가 확보뿐만 아니라 추가 확보된 저류 공간을 이용하고 수문 등

의 홍수조절기능을 가지는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홍수기시 치수 역할

도 수행할 것이라 기대한다.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하류부 평가는 비상대처계획 (EAP,

Emergency Action Plan)의 수립과 함께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비상대

처계획의 경우 2005년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따라 이루어져 연구가 수

행 된지 오래 되지 않았고 일정규모 이상 (유역면적 2500ha, 저수량

500만톤)의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만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하류부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비상대처

계획 연구에서 농업용 저수지의 치수기능에 대한 분석보다는 저수지 방

류량에 의한 대상저수지의 직 하류부하천의 제방 안전도를 검토하거나

댐 붕괴시 하류 범람 지도 작성 등의 하류부 피해 및 안전을 검토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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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수지 둑높이기와 관련한 연구는 제방 증축에 따른 안전성 검

토에 관한 연구 (Laurent 등 2006; Chun 등 2008; 김병국, 2011) 혹은

증고에 따른 용수공급능력 변화 연구 (노재경, 2010)가 주로 이루어지

고 있다. 하지만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에 따른 치수 관련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며, 둑높이기에 따라 추가 이수공급량 및 하천유지유량과

홍수조절공간 확보가 이루어짐으로써 지류하천의 홍수피해저감을 위한

역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황룡강 유역 내 둑높이기 저수지를 대상으로 저수

지 유역 빈도별 홍수량을 산정하고 저수지 홍수추적을 실시하여 홍수

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저수지 하류 하천의 홍수추적 및 수위

모의를 실시하여 홍수 저감에 따른 수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에 의한 홍수저감효과 평가 및 둑높이기

저수지 하류하천의 치수계획 보완 및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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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 구 사

2.1 저수지 설계홍수량 산정

저수지 설계홍수량 산정과정은 크게 강우지속시간 결정, 강우의 시간

분포, 유효우량 산정, 유출모형 적용, 기저유량 결정, 유출량 산정의 순

으로 이루어진다 (이재홍, 2011). 홍수량 산정에는 첨두홍수량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간인 임계지속시간 개념을 이용하여 강우지속기간을

결정하고, 강우의 시간 분포는 Huff 방법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유효유량 산정에는 NRCS 방법을 이용하고, 홍수량 산정 모형으로는

NRCS 단위도법 혹은 Clark 단위도법을 주로 이용한다. 최근 국토해양

부에서는 설계홍수량 산정요령 (안)을 통해 홍수량 산정 모형으로

Clark 단위도법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 실측된 호우사상에서 선정된 홍수수문 곡선 중 가

장 큰 사상으로부터 Clark 단위도법을 활용하여 댐 설계홍수량을 산정

하고 있다. 매개변수 추정의 경우 균등한 시공간분포를 가진 단일 극치

호우사상에 기인한 홍수수문곡선을 사용하고, 주로 HEC-1 모형을 이용

하여 Clark 단위도법을 적용하지만 대상유역의 면적이 클 경우 NRCS

단위도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이재홍, 2011).

구지희 (2001)는 GIS를 이용한 도로 배수설계 통합시스템의 개발 과

정에서 설계홍수량 산정을 위해 Yen & Chow법 (1977), Huff방법

(1967)과 균등분포 등의 강우 분포를 적용하여 결과를 검토하였으며,

균등분포 및 Huff방법 (1967)을 적용하였다. 또한 유효우량 산정에는

NRCS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홍수량 산정에는 합리식, 가지야마식,

NRCS 단위도법, Clark 단위도법을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Clark 단위도

모형을 적합 모형으로 선정한 바 있다. 성충현 (2004)는 HEC-HMS 모

형을 이용하여 Snyder 단위도법, NRCS 단위도법 및 Clark 단위도법을

소유역에 적용한 결과, 세 모형 모두 우수한 적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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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2.2 저수지 홍수추적

저수지 홍수추적방법에는 Mass curve method, Storage indication

method, Plus method, Wosler-Brater method, Goodrich method,

Steinberg method, Coefficient method, Woodward method, Point-slope

method, Frog method 방법 등이 많이 있다 (구희진 등, 2003). 구희진

등 (2003)은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추적방법의 비교를 위해 가상저류지

및 소유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Storage indication method (SIM),

Mass curve method (MCM). Frog method (FM)을 농업용저수지인 동

화댐에 적용하여 정확도를 검토하였다.

저수지 홍수추적 모형에는 다양한 모형들이 있으나, 국내 농업용 저

수지의 모의운영 및 홍수추적에는 미육군공병단에서 개발한 HEC-5 모

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심순보 등 (1989)은 HEC-5 모형의 이론적

배경, 구조 및 해법에 관한 특성을 검토한 후 한강유역을 대상으로 하

천-저수지 시스템 모형을 고려하여 저수지 모의운영을 수행한 바 있다.

이경훈 등 (2002)은 홍수기 다목적댐의 최적운영을 통한 최적 방류량

결정을 위해 HEC-5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5) 모형을 섬진

강 수계의 섬진강댐과 주암댐에 적용하였다.

2.3 농업용 저수지 홍수조절능력

수공구조물 중 대규모 저수지의 치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

어져 왔으나,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농업용 저수지는 대부분 농업용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설치되어 이수 중심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고

치수 기능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들

어 농업용 저수지의 지류 유역에 대한 치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중규모 이상 저수지의 경우 홍수조절공간을 확보하고 홍수조절



- 5 -

기능을 가지는 수문 설치 등을 통해 홍수조절능력을 갖추어 나감으로써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조절기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창준 (2003)은 동화댐의 재현기간별 홍수량에 따른 저수지 유출량을

산정하고 HEC-RAS (River Analysis System) 모형을 통해 하류 수위

를 검토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조절 능력을 평가한바 있으며 손명훈

(2007)은 농업용 저수지인 성주댐의 홍수기 댐 운영을 통해 저수지 하

류부 영향을 검토함으로서 홍수기 농업용 저수지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다.

2.4 저수지 둑높이기

저수지 둑높이기에 관한 연구 중 Laurent 등 (2006)과 Chun 등

(2008)은 낙후 댐을 대상으로 중력댐의 증고 및 제체 덧쌓기로 인한 제

체 등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T.Hofmann (2011)은

스위스의 Hummenbord 댐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제체 증고에 관

해 연구하였다. 국내에서는 둑높이기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

지 않지만 2008년 둑높이기 사업의 시작과 더불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노재경 (2010)은 홍수조절용량 설정에 따른 증고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노재경 (2010)은 이수관리곡선을 이

용하여 증고저수지에 대한 하천유지유량 공급 가능성을 평가한바 있다.

이광야 등 (2011)은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따른 농업용저수지

운영표준안의 개발을 통해 기왕의 경험적 용수공급에서 탈피하여 가이

드라인에 의한 방류를 통해 용수목적별 수자원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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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구 방 법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후 하류하천의 홍수저감을 분석하기 위해 홍

수량을 산정하고 홍수추적 및 하도추적을 수행하였다. Fig. 3.1은 연구

순서 및 연구 과정에서 사용 된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Fig. 3.1 Study flow chart

3.1 저수지 유입량 산정

3.1.1 강우자료 해석

가. 확률강우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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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도별 강우량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 산정은 국립방재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확률강

우량 산정 모형인 FARD2006 (Frequency Analysis of Rainfall Data

2006)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FARD2006 프로그램은 모멘트법, 최우도

법, 확률가중모멘트법에 따라 다양한 분포형의 추정이 가능하며 각각의

추정 방법에 따른 분포형의 다양한 적합도 검정 결과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하여 확률강우량 산정 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포형 추정 방법에 따른 Normal분포, GEV분포, Gumbel

분포 등의 다양한 분포형에 대하여 적합도를 검정하고 지속시간별로 20

년, 30년, 50년, 80년, 100년, 200년, 500년 등 7개 빈도에 대한 확률강우

량을 산정하였다.

(2) 가능최대강수량 (PMP)

설계홍수량에서 최대치 개념은 설계될 구조물의 안전도를 최대로 고

려하는 것으로 구조물의 파괴나 홍수범람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을 무한한 상태로 가정하고 자연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최대강

수량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PMP)을 산정하여 이를 설계홍

수량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정종호, 2009). 현재 수공구조물의 설계에서

안전을 고려한 기준으로 특정 지역, 특정 기간에 이론적으로 최대한 발

생할 수 있는 강우인 가능최대강수량 (PM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Mohammad, 2011). 또한 일정규모 이상 혹은 파괴시나 홍수 유입

시 하류부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의 수공구조물에 대하여 가능최대

홍수량 (Probable Maximum Flood, PMF) 설계를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저수지인 장성저수지와 수양저수지의 경우, 둑높이기 사업

설계 시 가능최대홍수량 (PMF) 설계를 통해 안전 검토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황룡강유역 내 가능최대홍수량 (PMF) 유입시

장성저수지와 수양저수지를 통한 홍수 저감을 검토하기 위하여 가능최

대강수량 (PMP)을 산정하였다.



- 8 -

가능최대강수량 (PMP)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통계학적 방법, 수문기

상학적 방법 등이 있으며, 수문기상학적 방법에는 실제 호우 전이에 의

한 방법과 가능최대강수량도 (PMP도)를 이용한 방법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 관리기법개발 연구조사 (1999) 중 『한국 가능최대

강수량 추정』에서 한국 가능최대강수량도 (PMP도)를 독치하여 영산강

유역의 가능최대강수량 (PMP)을 산정하였다.

나. 강우 시간분포

시간별 홍수수문곡선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확률강수량을 강우의 시간

분포를 고려하여야 한다. Huff (1967)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강우기록으

로부터 강우량이 시간적 분포를 나타내는 무차원 시간분포곡선을 제시

하였다. 강우의 누가곡선을 이용하여 전 지속기간을 4등분 하였을 때

각 분류된 구간 우량의 최대 분위가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는지를 조사

하였다. 즉, 강우지속시간을 4등분하였을 때 강우초기에 해당하는 처음

1/4구간을 제 1구간 호우 (first-quartile storm), 다음 2/4구간을 제 2구

간 호우 (second-quartile storm), 다음 3/4구간 및 마지막 구간에 있을

경우 각각 제 3구간 호우 (third-quartile storm), 제 4 구간 호우

(fourth-quartile storm)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4개 그룹으로 분류

된 강우를 시간적으로 무차원화 시키기 위하여 개개 강우의 누가지속

시간과 이에 따른 강우량을 각각 백분율로 표시하고 이를 나타내면 다

음 식과 같다 (구지희, 2001).

PTiT
Ti

× (3-1)

PRi R
Ri

× (3-2)

여기서, PT()는 임의시간 T()에서의 강우지속기간 비, T()는 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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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후 i번째 시각의 경과시간, T0는 총 강우지속시간, i는 단위증분

회수, PR(i)는 임의시간 T(i)에서의 강우량의 비, R(i)는 임의시간 T(i)

까지의 누가우량, R0는 지속기간 T0의 총 강우량이다.

Fig. 3.2와 같은 무차원 누가곡선을 이용하여 6차원 회귀식을 통해 확

률강우량을 시간분포 시키게 된다.

Fig. 3.2 Dimensionless cumulative curve in Huff method

(Jung et al., 2009)

다. 임계지속시간

설계강우의 지속시간은 지속적인 균일 강우가 해당 유역에 내릴 경우

첨두유량은 도달시간 이후로 변화하지 않으므로 해당 유역의 도달시간

과 설계강우의 지속기간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설계 강우의 지속기

간을 결정하거나 설계 강우의 지속시간을 연장해가면서 첨두유량 변화

를 산정하고 최대값을 발생시키는 지속시간을 설계 강우의 지속기간으

로 사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설계 강우의 지속기간을 결정

하는 데 있어 미계측 유역에서의 검증을 통하지 않은 도달시간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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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용과 최대 유량을 나타내는 강우의 지속시간이 도달시간과 큰 차

이를 보임으로 인하여 설계 강우의 지속시간 결정에 관해서 많은 문제

점을 내포해 있기도 하다 (이상진,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시

간별로 홍수량을 모의한 후 첨두유량 값이 가장 크게 나오는 지속시간

을 임계지속시간으로 정하였다.

3.1.2 설계홍수량 산정

홍수량 예측과 모의는 강우를 유출 수문곡선으로 변형하는 것을 말하

며, 강우-유출 관계는 복잡한 경험적, 물리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

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문곡선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무시되거나 단순하게 표현되며 이는 실제 적절한 수문곡선의 추정을 위

해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단일 홍수 사상에서는 증발이

나 지하침투 등의 요소가 무시되기 마련이며, 홍수 발생 시 증발량은

미미하고 지하 침투를 통한 하천 유출은 응답시간 (response time)이

길기 때문이다 (Ramirez et al., 2000).

Sherman (1932)이 처음으로 제안한 단위도 모형 (Unit hydrograph,

UH)은 특정 단위시간 동안 균일한 강도로 유역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내리는 단위 유효우량(혹은 초과 우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유출

수문곡선이라고 정의된다 (Ramirez et al., 2000; 윤용남, 2008). 단위도

모형은 강우-유출 관계를 단순화하여 모의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설

계홍수량 산정 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역종합치수

계획 혹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치수계획 수립 시 설계홍수량 산

정에 주로 단위도 모형을 통해 홍수량을 산정하고 있으며, 미 육군 공

병단에서 개발한 HEC-HMS (Hydrologic Modeling System) 모형을 주

로 사용하고 있다. Fig. 3.1은 단위도 모형의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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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Unit hydrograph concepts (Chow et al., 1998)

가. HEC-HMS 모형의 개요

HEC-HMS 모형은 강우-유출을 모의하기 위해 미 육군 공병단 수공

학 센터에서 개발한 모형으로 대규모 유역의 수문해석뿐만 아니라 소규

모 도시 유역 및 자연 유역의 유출 모의가 가능하다 (USACE, 2010).

HEC-HMS 모형은 유역에서의 유출과정을 손실량, 직접유출량, 기저

유출, 하도구간 흐름 모의를 하는 4가지 모듈로 구성된 유역 모델

(basin model)과 강우, 증발산, 융설을 분석하는 기상 모델

(meteorologic model), HEC-HMS 모형의 실행을 위하여 모형의 모의

시작시간과 모의 종료시간을 설정하여 주는 계산제어설정 (control

specification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충현, 2004; 장승우, 2012) Fig.

3.4는 HEC-HMS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각 모듈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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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List of models included in HEC-HMS (Sung, 2004)

HEC-HMS 모형에서는 Initial and Constant Loss, NRCS Curve

Number Method, Green and Ampt Method, Deficit and Constant

Loss 등의 방법으로 손실량을 계산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NRCS

Curve Number Method를 이용하였다.

직접유출량을 모의하는 모듈은 크게 경험적 모형 (empirical model)과

개념적 모형 (conceptual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험적 모형에는

Clark 단위도법 (Clark unit hydrograph transform), ModClark 단위도

법 (ModClark unit hydrograph transform), Snyder 단위도법 (Snyder

unit hydrograph transform), NRCS 단위도법 (NRCS unit hydrograph

transform) 등이 있으며, 개념적 모형으로는 Kinematic wave 방법이

있다 (장승우, 2012). 본 연구에서는 Clark 단위도법을 이용하여 홍수량

을 산정하였다.

나. Clark 단위도법

Clark 단위도 또는 Clark 유역추적법 (area routing method)의 기본

개념은 해당 유역은 선형수로 (linear channel)와 유역출구에 위치한 선

형저수지 (linear reservoir)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선형수로에

의한 유출의 전이효과 (translation)와 선형저수지에 의한 유역의 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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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attenuation)를 고려하여 순간단위도 (Instantaneous Unit

Hydrograph, IUH)를 작성하는 것이다 (정종호 외, 2009). Clark 단위도

모형은 강우로 인한 유수의 전이 (translation)뿐만 아니라 유역의 저류

효과에 의한 유출량의 크기 저감도 함께 고려하므로 자연유역에 대한

적용이 적합하다. 또한 유역의 길이나 형상 등의 유역특성이 시간-면적

주상도의 작성에 반영되기 때문에 유도되는 단위도에 이들 특성이 반영

되는 장점이 있다 (윤용남, 2008).

유역출구에 위치한 선형저수지의 홍수추적에 필요한 저류량 (S)-유출

량 (O)은 저류상수 (storage coefficient, K)를 매개로 하는 선형성 (선

형저수지, S  KO)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저류방정식을 변

형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I  I∆t 
OO∆t  KOO (3-3)

여기서, I 및 I는 각각 추적기간 ∆t의 시점 및 종점 유입량 (m³/s),

O 및 O는 각각 추적기간 ∆t의 시점 및 종점 유출량 (m³/s), ∆t는
계산 시간간격 (hr), K는 저류상수 (hr)이다.

변형된 저류방정식을 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계수 m,
m, m는 저류상수 K와 계산 시간간격 ∆t를 결정하면 산정 가능하게

된다.

O m I m I mO (3-4)

여기서, m  m K×∆t
×∆t

, m K×∆t
K  ×∆t

이다.

최종 저류방정식은 시간-면적곡선으로부터 작성되는 계산 시간간격

(∆t)의 시간-면적주상도의 추적기간 ∆t의 시점 및 종점 유입량이 동

일 (I  I)하므로 다음과 같이 단순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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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m mI mO (3-5)

단순화된 최종 저류방정식을 이용하여 선형저수지의 유입 수문곡선을

추적 기간별로 축차 추적함으로써 선형저수지의 유출수문곡선인 유역출

구의 순간단위도 (IUH)의 종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정수배 방법 등을

통해 Clark 단위도를 작성하게 된다 (정종호 외, 2009).

따라서 Clark 단위도 모형을 통한 홍수량 산정에는 소유역 구분을 통

한 등 시간선 (isochrones)의 작성에 필요한 매개변수인 집중시간 tc와
선형저수지의 주요 매개변수인 저류상수 K의 추정이 중요하다.

(1) 집중시간

집중시간 (tc)은 해당유역 내의 가장 먼 지점으로부터 주유로를 따라

유역 출구점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유입시간 (inlet time)

과 유하시간 (travel time)의 합으로 볼 수 있으며, 유하시간을 흐름의

도달시간이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집중시간과 도달시간은 유입시간만큼

의 차이를 가지지만 실무에서는 유입시간을 무시하고 도달시간을 집중

시간으로 통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윤용남, 2008).

계측 유역의 집중시간은 유효유량의 끝에서 수문곡선의 변곡점까지의

거리로 정의할 수 있으나, 저수지 상류 유역과 같은 경우 실측 자료가

부족한 유역이 많으며, 설계 실무에서도 설계홍수량 산정시 집중시간의

산정에 경험공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중시간을 산정하는 다양한 경험식을 검토한 결과,

저수지 상류 유역의 토지이용이 주로 산림을 이루고 있으므로, 소규모

의 저수지 상류 유역 집중시간 (tc) 산정에는 California 도로국식과 유

역규모가 큰 저수지 상류 유역은 Rizha 식을 사용하였다. 대상 유역의

집중시간 (tc)의 산정에는 Kraven (Ⅱ)식을 이용하였다. 미계측 유역의

집중시간 (tc)를 산정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구지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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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Rizha 식

Rizha 식은 자연하천의 상류부 (S>1/200)에 적용되는 경험식이다. 산

지와 평야지역이 혼재하는 경우와 지표면의 흐름이 지배적인 지역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tc  S 
L

(3-7)

여기서, tc는 도달시간 (hr), L은 유로장 (km), S는 유역 평균경사

(m/m)를 나타낸다.

② Kraven (Ⅰ)식

Kraven (Ⅰ)식은 자연하천의 중하류부 (S<1/200)에 적용되는 경험식

이다.

tc  S 
L

(3-8)

③ Kraven (Ⅱ)식

Kraven (Ⅱ)식은 자연하천의 평균경사별 평균 유속을 개략적으로 정

하여 하천의 연장 (L)을 평균 유속 ()으로 나누어 집중시간을 산정하

는 방법이다. S<1/200인 경우는 는 2.1 m/s, 1/100<S<1/200인 경우는

는 3.0 m/s, S>1/100인 경우는 는 3.5 m/s로 가정하여 집중시간 (tc)
을 산정한다.

tc  v
L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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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California 도로국식

California 도로국식은 주로 단순한 경사를 가지는 산지 소유역을 대

상으로 만들어진 경험식이다. 만약 유로의 구간별 경사도가 상이한 경

우, 각 구간의 평균 경사도를 구하고 가중 평균하여 경사도를 구해야

한다.

tc  H
×L 

 (3-10)

여기서, tc는 도달시간 (hr), L은 유로장 (km), H는 평균고저차 (m)

를 나타낸다.

(2) 저류상수

저류상수 K는 계측유역의 경우에는 계측된 수문곡선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미계측 유역의 경우에는 집중시간 (tc)와 마찬

가지로 경험공식을 이용하여 저류상수를 결정하게 된다.

Clark 유역 홍수추적방법에서 유역 저류상수 K는 유역 지체시간이나

집중시간처럼 시간의 차원을 가지는 유역의 유출특성변수이며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의 주유로를 따라 유로연장, 하천유로의 평균경사,

유역면적, 유역형상 등의 영향을 받는다 (윤용남, 2008).

본 연구에서는 저류상수를 구하는 다양한 식을 검토한 결과, 성충현

(2004), 장승우 (2012) 등이 국내 소유역 및 중규모 유역의 홍수량 산정

에 적용한 바 있는 Sabol 식을 이용하여 저류상수 K를 결정하였다.

Sabol 식은 유역규모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유

역형상을 형상계수의 역수 (L A)의 형태로 고려하여 산출된 계수를

도달시간에 곱하는 형식이므로 Russel 식보다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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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A

L 
tc

(3-14)

여기서, L은 유로장 (km), A는 유역면적 (km2)을 나타낸다.

3.2 저수지 홍수추적

저수지의 치수기능이란 홍수파가 저수지를 홍수파가 저수지를 통과할

때 일반적으로 홍수파의 첨두를 감소시키고 첨두시간을 지연시켜 하류

부의 홍수피해를 저감하는 것을 말한다 (구희진 등, 2003). 댐 혹은 저

수지를 치수기능으로 분류를 하면 저수용량에 홍수조절기능이 있는 경

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 홍수조절기능이 없는 댐은 저수위를 상시만수

위에 유지하여도 홍수 재해발생 염려가 없는 소규모 이수 단일목적 댐

의 경우이고 홍수조절기능이 있는 댐은 물넘이 방류량이 크거나 수문조

작 방법이 복잡한 댐에서 홍수시 상류 수위 상승에 따른 상류지역 피해

를 방지하고 급격한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수위 관리에 홍수조절 수위를 두어 홍수를 조절하는 중·대규모 다목

적 댐의 경우이다. 그러나 농업용 저수지는 수자원 보전이라는 이수기

능과 홍수조절이라는 치수 기능의 두 가지 상반된 목적 중에 설치목적

이 주로 이수기능을 고려하여 설치함으로서 다목적댐과 같은 별도의 저

수용량 중 홍수조절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용수 공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저수지를 가급적 만수시켜야 하기 때문에 치수적 측면에서 홍

수관리가 어렵다 (한국농어촌공사, 2008). 하지만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

기 사업 이후 추가 이수 공급용량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홍수조절

공간을 확보하고 일부 저수지의 경우는 수문 설치를 통해 홍수조절 기

능을 추가함으로서 지류 유역의 홍수조절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

한다. 따라서 둑높이기 이후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운영 및 홍수추적을

통해 저수지에 의한 홍수 저감 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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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저수지 운영기법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관개용수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서는 홍수기 중

유입홍수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하류의 홍수피해 방지뿐만 아니라

홍수기가 끝날 시점에는 최대한의 저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수시 저수지 운영방안 중 홍수조절 방식에는 최적화기법과 모의 운

영기법이 있다. 저수지군의 연계운영에서는 최적화기법이 적절할 수 있

으나, 홍수시 저수지 운영에 있어서 제약 조건이 많고 복잡하다. 모의운

영기법은 최적화기법에 비해 최적해를 얻기는 어려우나 홍수시 복잡한

운영이나 가변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였을 경우, 모의운영기법이 최적화

기법보다 적합하다 (이창준, 2003). 따라서 홍수기시 최적의 홍수조절방

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저수지 모의운영을 실시할 필요가 있

다. 모의운영 기법에 의한 단일 저수지 운영 방안으로는 Automatic

ROM, Rigid ROM 및 Technical ROM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둑높이기 대상 저수지 중 수문 설치를 통해 홍수조절

이 가능한 대상 저수지에 대해서 Auto ROM과 Rigid ROM 방식의 저

수지 운영 기법을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를 하였다. 기본적으로 Auto

ROM 방식을 적용하여 모의운영을 실시하였으며, 가능최대홍수량

(PMF) 유입시 홍수저감 대안으로서 Rigid ROM 방식을 적용하여 홍수

저감효과를 검토하였다.

가. Auto ROM

Auto ROM은 홍수수문곡선의 예측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이며 수문이 없는 단순 물넘이나 수문을 개방하여 자연 월류시 적용하

는 방법이다. 만수위를 목표수위로 정해 놓고 만수위에 도달하기 전까

지는 발전방류만 실시하고 여수로를 통한 방류를 하지 않다가 만수위에

도달한 후에는 여수로 수문을 완전 개방하여 여수로 방류능력 곡선

(spillway discharge rating curve)에 따라 유입량 전량을 방류시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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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적 만수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정종호 외, 2009). Auto ROM은 저

수지 수위가 목표수위보다 높지 않도록 운영하고 저수지의 홍수조절 공

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므로 하류 홍수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나. Rigid ROM

Rigid ROM은 예측 유입량이 첨두홍수에 이를 때까지 일정률로 방류

하다가 첨두 이후에 일정량으로 방류하는 일정률-일정량 방식이다. 총

방류기간 중의 홍수저류 총량이 저수지의 홍수조절용량과 일치하도록

운영한다. 첨두홍수 이후의 일정 방류량과 유입량이 일치할 때 저수지

수위도 동시에 목표로 하는 수위에 도달하게 되므로 홍수조절용량을 최

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정종호 외, 2009). 수문 조작 시 유입량 관측

치, 예측유입량, 수문곡선, 저수위를 근거로 방류량을 결정하게 되고, 유

입량에 대한 방류량의 비율 (R )을 다음 식을 통해 산정하게 된다.

V t   R t
t iItdt  t

t iItdt  Its  ts  ti  (3-15)

여기서, V(t)는 홍수예측 시점에서의 홍수조절용량, R은 Q(t)/I(t),

t0는 홍수예측시점, ti는 최대 홍수량 유입시점, ts는 홍수유입량과 방류

량이 일치되는 시점으로서 R의 함수이며, I(ts)는 R×I(ti)이다.

3.2.2 저수지 홍수추적

저수지의 홍수저감효과는 저수지 홍수추적 (reservoir routing)을 통

해 확인한다. 저수지 홍수추적 (reservoir routing)은 저수지로 들어오는

유입 수문곡선을 저수지에서 나가는 유출 수문곡선으로 전환하는 절차

이다. 저수지 홍수추적을 통해 저수지에 의한 첨두홍수량 저감효과와

첨두홍수량 발생 시간 지체효과, 저수지 내의 저류량, 저수지 수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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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저수지 홍수추적은 다음과 같은 저류방정식으로

표현된다.

I O  dt
dS

(3-16)

여기서, I는 유입량, O는 유출량, S는 저류량을 나타낸다.
저류방정식을 임의의 시간으로 변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t 
OO∆t  S S (3-17)

여기서, ∆t는 추적시간이다.
위 식에서 I1, I2, O1, O2는 기지값이지만 O2, S2는 미지값으로 미지수

가 2개이므로 한 개의 추가방정식인 저류량-유출량 (S-O)관계식이 더

필요하다. 수위별 저류량곡선과 수위별 유출량곡선이 작성되면 저류량-

유출량 관계 곡선의 결정이 가능하다. 저류량과 유출량의 단일 관계는

저수지 수면이 수평 (level pool)이라는 가정 하에 대체로 성립한다 (정

종호 외, 2009). 본 연구에서 저수지 홍수추적에는 HEC-5 모형을 이용

하였다.

HEC-5 모형은 Bill S. Eichert에 의해 미 육군 공병단 수공학센터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 in US Army Corps of Engineers)에

서 개발되었으며, 다목적 저수지군 모의운영프로그램 중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최초 버전은 1973년 5월에 단일홍수조절 모의 운

영을 위해 개발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버전이 개발되어

1998년 10월에 Version 8이 개발되었다. HEC-5 모형은 각각의 저수지

에 대한 홍수조절 및 필요 저수용량, 유역 내 유출의 공간적/시간적 분

포에 대한 저수지 시스템의 영향, 저수지 시스템 운영을 위한 홍수 조

절 및 이수 목적(발전 포함) 기준 평가, 최대홍수 조절 편익을 위한 기



- 21 -

존의 저수지 및 건립 예정 저수지 혹은 비구조적 포함하는 시스템의 모

의 운영 등을 결정하는 데 주로 이용이 된다 (USACE, 1998).

HEC-5 모형은 Fortran Program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최대 분석 가

능한 작업 용량은 저수지 40개, 유량 조절점 80개소, 발전소 35개소이

다. HEC-5 모형에서 이용되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저수지, 유량 조절

점, 추적구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저수지나 유량조절점 등의 작업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이 가능하다 (이진원 외, 2002).

HEC-5 모의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목표수위를 설정하는 것

이며, Fig. 3.5는 HEC-5 모형에서의 목표수위별 저류공간의 지수를 나

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는 용수 공급이 원활하여야

한다는 특성상 모의 운영 시 초기 수위를 상시만수위 (Level 3)로 설정

하여 모의를 수행하였다 (Fig. 3.5). 또한 둑높이기에 따른 시나리오 적

용을 통해 홍수저감 효과를 모의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상시만수

위를 둑높이기 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저수지 모의를 한 경우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둑높이기 사업 기본계획 보고서 (2010) 상에서 제시하

고 있는 둑높이기 후 상시 만수위를 적용한 경우이다.

Fig. 3.5. Reservoir storage zones and index

levels in HEC-5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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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둑높이기에 따른 홍수저감분석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에 따른 저수지 하류 하천에 대한 홍수저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저수지의 저류와 홍수 조절을 통한 첨두홍수량 저감

등을 모의한 후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조절된 홍수량만큼의 홍수

가 하류 홍수위 저감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저수지 둑높이기로 인한 홍수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

해 홍수조절률을 홍수조절효과 평가 지표로 활용하였다. 또한 하도 홍

수위의 저감을 통한 위험상태 변화를 모의하기 위해 최승안 등 (2007)

이 제시한 바 있는 위험상태분류 기준을 이용하였다.

3.3.1 저수지 홍수조절률 분석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홍수조절효과 평가 지표로는 홍수조

절률 (flood control ratio), 저수지공간이용률, 저수지 방류율 (outflow

ratio), 저수지 저류율 (storage ratio) 등이 사용되고 있다.

홍수조절률은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QCR Imax
ImaxQmax

× (3-18)

여기서, Qcr은 홍수조절률 (%), Imax는 첨두유입량 (m3/s), Qmax는 최

대방류량 (m3/s)을 나타낸다.

저수공간이용률, 저수지 방류율, 저수지 저류율은 다음 식과 같이 표

현된다.

SUR storageDLstorageLL
storageWLmaxstorageLL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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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UR은 저수공간이용률 (%), LL (EL, m)은 제한수위, DL

(EL, m)은 설계홍수위를 나타낸다.

QR IT
QT
× (3-20)

SR IT
ST
× (3-21)

여기서, QR은 저수지 방류율 (%), SR은 저수지 저류율 (%), QT는 총

방류량 (m3), IT는 총 유입량 (m
3), ST는 총 저류량 (m

3)을 나타낸다.

홍수조절률은 첨두유입량에 대한 조절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

고, 저수지공간이용률은 홍수기에 저수지의 홍수조절용량을 얼마나 이

용하였는 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홍수조절률의 보조 지표로 사용된다.

또한 저수지 방류율과 저수지 저류율은 저수지 홍수조절능력을 평가하

는 지표로 사용된다 (김주욱, 2011)

본 연구에서는 홍수조절률 및 저수지 방류율 지표를 이용하여 저수지

둑높이기에 따른 빈도별 홍수량 유입시 홍수 저감 능력을 평가하였다.

3.3.2 저수지 하류영향 분석

가. 홍수량 검토

설계홍수량 (design flood)은 홍수특성, 홍수빈도 및 홍수피해 가능성

을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함께 고려한 후, 최종 수공구조물의 설계 기

준으로 채택하는 첨두홍수량 (peak flood) 또는 홍수수문곡선 (flood

hydrograph)로 정의된다. 그에 반해 기본홍수량은 댐 및 유역변경 등과

같은 인위적인 개발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 흘러 내려오는 홍수량 중 홍

수조절이나 유역개발의 기본이 되는 홍수량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기본

홍수량은 댐 및 유역변경 등을 무시하고 산정된 확률홍수량의 특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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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간 또는 가능최대홍수량 (PMF) 중에서 계획 기준점이나 계획시설

물에 따라 채택한다. 계획홍수량은 댐 및 유역변경 등과 같은 인위적인

개발을 고려한 후 하도가 부담해야 하는 홍수량으로 정의되며 따라서

기본홍수량을 유역개발계획, 홍수방어계획, 내수배제계획 및 하천환경관

리계획 등과 같은 각종 계획에 따라 홍수조절량 등을 감한 나머지 홍수

량이다 (정종호, 2009).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내 홍수량 저감이 유역의 둑높이기 저수지 하

류 하천 홍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치수 계획 등이 반영된

하천 설계홍수량이 아닌 하천 기본홍수량을 이용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나. 홍수위 검토

본 연구에서는 홍수위를 모의하기 위해 실무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모형인 HEC-RAS (River Analysis System) 모형을 이용하였다. 하천

지점별 유입량에 대해 시나리오별 둑높이기 전·후 홍수저감량을 반영하

여 홍수위를 모의하였다. 모의 된 홍수위의 비교를 통해 최승안 등

(2007)이 제안한 바 있는 위험상태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둑높이기에 따

른 하류 하천 홍수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1) 홍수위 모의

둑높이기 저수지 하류 하천에 대한 홍수 저감을 분석하기 위하여 하

도 홍수추적을 통해 홍수위를 모의하였다. HEC-HMS 모형을 통해 산

정한 하천 지점별 홍수량 자료 및 단면 자료, 하천 조도계수 등을 구성

하여 하도 홍수위를 검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하도 홍수위 모의에

주로 사용되는 HEC-RAS 모형을 이용하였다.

HEC-RAS 모형은 미 육군 공병단 수공학센터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 in US Army Corps of Engineers)에서 개발된

HEC-2 모형의 후속 모델로 1995년 1.0 버전이 발표되어 2010년에 4.1

버전이 발표되었다. HEC-RAS 모델은 1차원 정상류 해석만이 가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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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HEC-2 모델과 달리 부정류 해석과 더불어 유사 이송 모의 및 수온

모의까지 가능하다. GUI (Graphical User Interface)의 개발을 통해 사

용자가 손쉽게 하천형상의 3차원 도시가 가능하며, 상류 및 사류 모의

가 가능하고, 교량, 수문, 암거 등에 대한 부등류 및 부정류 해석도 처

리할 수 있게 되었다 (USACE, 2010).

현재 ArcView GIS의 확장모듈을 이용하여, GIS로 처리 된 자료를

활용해 지형 정보를 모형의 입력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HEC-RAS

이용의 어려움 중의 하나인 지형자료 구축 등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를 통해 하천 수위 모의뿐만 아니라 홍수 유입시 홍수범람도 (flood

inundation map) 작성에도 이용되고 있다. Fig. 3.6은 HEC-RAS를 통

한 하천 수위 모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3.6. Simulation process of HEC-RAS

(2) 위험상태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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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안 등 (2007)은 댐의 홍수조절에 의한 경제적 분석 연구에서 댐

건설 전·후에 3가지 수위 조건 (댐 건설 전 하천홍수위, 댐 건설 후 조

절수위 및 임계수위)을 이용하여 임계수위 (제방고)를 기준으로 위험상

태기준을 3가지 경우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경우는 댐 건설 전 홍수위

나 댐 건설 후 댐의 영향으로 인한 조절수위가 모두 하류의 임계수위

(제방고)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인 잠재안전 (potential safety condition)

이며, 두 번째 경우는 댐 건설 전의 홍수위는 임계수위 (제방고)를 초

과하지만 댐 건설 후는 임계수위 (제방고)를 범람하지 않는 상대위험

(relative risk condi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댐 건설 전의 홍수위와 댐

건설 후의 조절수위 모두 댐 하류의 임계수위 (제방고)를 초과하여 범

람하는 경우인 절대위험 (absolute risk condition)으로 분류하였다

(Table 3.1). 본 연구에서는 위험상태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둑높이기에

따른 저수지 하류하천에 대한 홍수 저감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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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Flood Damage Reduction

Potential

safety

Relative

risk

Absolute

risk

Table 3.1 Flood damage reduction to reservoir downstream by

reservoir dam heightening (Choi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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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대상유역 및 자료구축

4.1 대상유역

본 연구의 대상유역은 황룡강유역으로 평균표고는 168.52 m, 평균경

사는 27.33 %, 형상계수는 0.39이다. 황룡강은 영산강 권역의 영산강 수

계에 속하며, 영산강의 제 1지류이며 국가하천, 지방 1급하천, 지방 2급

하천으로 나누어져 있다. 유로연장·하천연장·유역면적은 각각 국가하천

유역이 52.74 km, 9.14 km, 567.37 km2, 지방 1급하천 유역이 4.33 km,

34.4 km, 424.07 km2, 지방 2급하천 유역이 8.93 km, 3.2 km, 23.23 km2

이다. 유역면적 가운데 62 %가 산림지역이며, 농경지는 27 %에 달한다.

황룡강 유역 내에는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저수지가 장성, 수

양 (함동), 유탕, 왕동저수지 4기가 있다. 특히, 수양저수지와 장성저수

지의 경우 일정규모 (유역면적 2,500 ha, 저수용량 500 만m3)이상의 필

댐에 해당하므로 가능최대강수량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PMP)을 적용하여 설계되는 가능최대홍수량 (Probable Maximum

Flood, PMF) 설계 대상 저수지이다. Table 4.1은 황룡강과 장성, 수양,

유탕, 왕동저수지의 상류 유역에 대한 유역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Watershed
Area

(km2)

Flow

length

(km)

Slope

(m/km)

Impervious

ratio

(%)

Jangsung 122.9 15.48 117.39 7.64

Yutang 9.12 3.35 61.66 0.95

Wangdong 4.48 2.11 33.97 4.96

Suyang 33.32 9.37 15.46 11.21

Hwangryong_river 564.3 55.47 273.3 8.07

Table 4.1 Geo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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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은 황룡강 유역과 장성저수지, 유탕저수지, 수양저수지, 왕동

저수지의 상류 유역을 나타낸 것이다.

Fig. 4.1 Site map of Hwangryong watershed

(Hwang et al., 2012)

4.2 기상자료

본 연구에서 빈도별 홍수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확률강우 분석을 수행

하였다. 확률강우 분석을 위한 시 강우자료는 황룡강 유역 주변 관측소

인 광주 기상관측소 및 정읍 기상관측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

다. 장성저수지의 경우 광주 기상관측소와 정읍 기상관측소의 Thiessen

경계에 위치하며, 확률강우 분석시 Thiessen 계수를 고려하였다. 장성

저수지 상류 유역에 대한 광주 및 정읍 기상관측소의 Thiessen 가중치

는 각각 0.26과 0.74로 산정되었다. 장성저수지를 제외한 수양저수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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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저수지, 왕동저수지, 황룡강 유역의 홍수량 산정을 위한 기상자료는

광주 기상관측소의 강우자료를 사용하여 확률강우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 기간은 광주기상청의 경우 1960-2011년 (총 52년), 정읍 기상청의

경우 1973-2011년(총 39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Station Code Latitude Longitude Duration

Gwangju 156 35°10′ 126°54′ 1960-2011

Jeongup 245 35°56′ 126°87′ 1973-2011

Table 4.2 Lo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selected weather stations

4.2.1 확률강우량

광주 기상관측소의 총 52개년의 자료와 정읍 기상관측소의 총 39개년

의 자료에 대하여 60분, 120분, 180분, 240분, 360분, 540분, 720분, 900

분, 1080분, 1440분 등 10개 지속시간에 대한 연 최대 강우량을 산정 한

후 각 분포형에 대한 적합도 검정을 수행하였다. Table 4.3-5는 기상관

측소 및 저수지 유역에 대한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Table 4.5는 광주 기상관측소와 정읍 기상관측소

의 Thiessen 가중치를 고려하여 장성저수지 상류 유역에 대한 확률강

우량을 산정한 결과이다. X2, Kolmogorov-Smirnov (KS), Cramer Von

Mises (CVM), Prob. Plot Corr. Coeff. (PPCC) 등의 검정을 수행하였

으며, 매개변수 추정 방법은 확률가중모멘트법을 이용하였고, 최적 분포

형은 Gumbel 분포형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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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
Duration time (min.)

60 120 180 240 360 540 720 900 1080 1440

20 72.7 101.2 120.1 133.9 161.5 190.1 205.3 219.7 231.0 252.9

30 77.7 108.2 128.6 143.2 173.1 204.0 220.0 235.7 247.9 271.3

50 83.9 116.9 139.3 154.8 187.4 221.2 238.5 255.7 269.0 294.2

80 89.6 125.0 149.1 165.4 200.6 237.0 255.4 274.1 288.4 315.2

100 92.2 128.7 153.7 170.4 206.9 244.5 263.4 282.8 297.5 325.1

200 100.6 140.5 168.1 186.0 226.2 267.7 288.1 309.7 325.9 355.9

500 111.6 156.0 187.1 206.6 251.7 298.3 320.9 345.2 363.4 396.6

Table 4.3 Probability rainfall of the Gwangju station

Yr
Duration time (min.)

60 120 180 240 360 540 720 900 1080 1440

20 81.8 109.3 123.3 134.4 152.4 174.5 195.2 213.6 222.9 237.1

30 87.8 117.5 132.3 143.9 162.8 186.6 209.2 229.5 239.6 254.7

50 95.3 127.8 143.6 155.8 176.0 201.8 226.6 249.3 260.5 276.7

80 102.1 137.2 154.0 166.6 188.0 215.7 242.6 267.5 279.7 296.8

100 105.4 141.6 158.9 171.8 193.6 222.2 250.2 276.1 288.8 306.3

200 115.4 155.4 174.1 187.8 211.3 242.6 273.6 302.8 316.9 335.8

500 128.7 173.6 194.1 208.9 234.5 269.5 304.5 338.1 354.0 374.7

Table 4.4 Probability rainfall of the Jeongup station

Yr
Duration time (min.)

60 120 180 240 360 540 720 900 1080 1440

20 60.8 84.1 96.9 107.6 127.4 151.8 172.7 191.2 202.9 220.3

30 65.0 90.2 103.3 114.6 135.6 161.9 184.5 205.0 217.7 236.1

50 70.3 97.7 111.4 123.3 145.8 174.6 199.2 222.1 236.2 255.9

80 75.2 104.6 118.8 131.2 155.2 186.1 212.7 237.8 253.1 274.0

100 77.5 107.9 122.3 135.0 159.6 191.6 219.1 245.2 261.2 282.6

200 84.6 118.0 133.2 146.6 173.4 208.6 238.9 268.3 286.0 309.2

500 94.0 131.4 147.6 162.0 191.5 231.0 265.1 298.7 318.8 344.3

Table 4.5 Probability rainfall of the Jangsung reservoir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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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0년 빈도별 확률강우량 외에 가능최대홍수량 (PMF) 설계 대상

저수지인 장성저수지와 수양저수지의 유역 내 가능최대강수량 (PMP)

발생시 홍수저감을 모의하기 위해 가능최대강수량 (PMP)를 산정하였

다. Fig. 4.2은 가능최대강수량도 (PMP도)의 독치를 통해 산정한 유역

강우깊이-지속기간 포락곡선 (envelope curve)을 타나낸 것이다. 첨두

유량이 나타나는 임계지속시간을 지속시간으로 하여 포락곡선의 지속시

간을 결정하였다. 산정 결과 가능최대강수량 (PMP)은 장성저수지 유역

이 540 mm (유역면적: 122.9 km2, 임계지속시간: 9hr), 수양저수지 유역

이 590 mm (유역면적: 33.3 km2, 임계지속시간: 9hr)로 나타났다.

Fig. 4.2 Envelope curve of Rainfall-Duration time

4.2.2 강우의 분포

Table 4.6은 영산강유역 저수지비상대처계획 (2005)에 수록된 광주

기상관측소와 정읍 기상관측소의 Huff 방법에 따른 무차원 누가곡선의

해석을 통해 산정된 Huff 계수이다. 광주 기상관측소와 정읍 기상관측

소의 최적분위는 모두 2분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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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Coefficient
Gwangju Jeongup

a -0.082517481 0.021225831

b 0.934980184 -0.162030437

c -0.093731975 0.105510858

d 0.005896919 -0.005779497

e -0.000120412 0.000135744

f 1.02965E-06 -1.34789E-06

g -3.20833E-09 4.7451E-09

Quartile 2nd Quartile 2nd Quartile

Table 4.6 Huff distribution features of selected weather stations

(MIFAFF, 2005)

4.3 유역 및 수문자료구축

4.3.1 유역 특성인자

가. 지형자료

본 연구에서 홍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지형자료는 수치고도자료

(Digital Elevation Model)로부터 산정하였다. 수치고도자료 (Digital

Elevation Model)는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1/5000 NGIS 수치지도를

이용하였으며, Fig.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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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DEM of the Hwangryong

watershed

나. 토양 및 토지이용자료

토양도는 1/25,000 정밀토양도를 이용하여 유역에 대한 토양분류를

실시하였으며, 토지이용자료는 수자원관리정보시스템 (WAMIS)에서 제

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수문학적 토양군은 토양의 침투능을 기준으

로 4개의 토양군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NRCS 유출곡선지수 (Curve

Number, CN)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강문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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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use

Jansung

reservoir

(km2)

Suyang

reservoir

(km2)

Wangdong

reservoir

(km2)

Yutang

reservoir

(km2)

Hwangryong

river

(km2)

Urban 1.62 2.14 0.03 0.01 28.28

Paddy 5.84 5.82 0.59 0.29 100.67

Upland 3.34 4.75 0.14 0.23 51.72

Forest 103.11 18.18 3.46 8.21 351.04

Grass 0.49 0.46 0.07 0.27 6.71

Wetland 0.10 0.02 0.00 0.03 4.46

etc 8.26 1.94 0.20 0.08 22.07

Total 122.75 33.31 4.48 9.11 564.96

Impervious

area

ratio

(%)

7.64 11.21 4.96 0.95 8.07

Table 4.7 Landuse state of the study area

Fig. 4.4 Landuse map of the

Hwangryong_river watershed

(Hwang et al., 2012)

Fig. 4.5 Soil map of the

Hwangryong_river watershed

(Hwang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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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출곡선지수 (CN)

강문성 (2002)은 임상준 등 (1997)이 제안한 논과 Wischmeir 등

(1978), 김진택 (1995), 김진수 (1997), 조재필 (1998) 등의 유출곡선지수

(CN)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CN(Ⅱ) 값을 제안한바 있다. 또한 이은정

(2007)은 강문성 (2002)이 제안한 CN(Ⅱ) 외에 나지와 초지의 CN(Ⅱ)

값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각 토지이용별 AMCⅡ 조건에서의 수문학적

토양군에 따른 유출곡선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Landuse
Hydrologic soil group Land cover, Treatment,

Hydrologic conditionA B C D

Paddy 78 78 78 78 Im, S. J. et al (1997)

Upland 72 81 88 91 Row crops : straight row : poor

Grass 30 58 71 78 Permanent meadow

Forest 56 75 86 91 Forest - very sparse

Bare

ground
77 86 91 94 Follow

Urban

area
59 74 82 86 Farmstead

Table 4.8 Curve number (Ⅱ) for hydrologic soil group (Lee, 2007)

Table 4.8을 참조하여 둑높이기 대상 저수지 상류 유역 및 황룡강 유

역에 대한 유출곡선지수 (CN)를 산정하였다 (Table 4.9). 산정 결과

불투수율이 가장 낮은 유탕저수지 상류 유역의 유출곡선지수 (CN)가

가장 작게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치수계획 수립 시 홍수기시 토양

이 충분히 포화된 상태를 가정하여 CN(Ⅲ)를 고려하였으므로, 각 유역

에 대한 CN(Ⅲ)를 이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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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hed CN (Ⅰ)　 CN (Ⅱ) CN (Ⅲ)

Jangsung reservoir 40 61 78

Suyang reservoir 51 71 85

Wangdong reservoir 47 68 83

Yutang reservoir 26 46 66

Hwangryong_river 46 67 82

Table 4.9 NRCS CN of the study area

라. 집중시간 산정

황룡강 유역은 산지의 토지이용 비율이 62 %로 대부분 산지로 이루

어져 있다. 또한 저수지 상류 유역의 경우, 장성저수지의 신지 비율이

84 %, 수양저수지는 55 %, 왕동저수지 77 %, 유탕저수지 90 %이다.

본 연구에서 집중시간 산정에는 경사가 단순한 산지 소유역에 주로 적

용한바 있는 California 도로국식, 상대적으로 유역이 큰 장성저수지 상

류유역은 Rizha 식을 이용하였다. Table 4.10은 유역별 집중시간 산정

결과이다.

Watershed
Time of concentration

(hr)

Jangsung reservoir 3.05

Yutang reservoir 0.49

Wangdong reservoir 0.43

Suyang reservoir 1.85

Hwangryong_river 8.85

Table 4.10 Time of concentration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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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저수지 자료 구축

목표수위는 둑높이기 사업 기본계획 (2010)을 참조하여 설계 계획에

따라 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에 따른 홍

수저감을 모의하기 위하여 초기 수위 설정을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저수지 홍수추적을 모의하였다. 첫 번째는 초기수위를 제한수위인 상시

만수위를 둑높이기 전·후 동일한 경우로 가정하여 단순히 둑높이기에

따른 저류 공간을 모두 홍수조절용량으로 설정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둑높이기 사업 기본계획 시에 설정한 상시만수위를 제한수위의 기준으

로 설정한 경우이다. 또한 수문을 보유하고 있는 장성저수지의 경우 사

업 후 저수지 모의 운영 방식을 AutoROM 방식을 고려함으로서 저수

지 홍수저감 및 하류영향을 모의하였다. 또한 저수지의 홍수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 검토로서 Rigid ROM 방식을 통한 저수지 모의

를 수행하였다. Table 4.11은 황룡강 유역 내 둑높이기 대상 저수지인 장

성저수지, 수양저수지, 왕동저수지, 유탕저수지의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Reservoir

Conservation

level

(EL, m)
Dam

Heightened level

(m)

Total volume

(×103 m3)

before after before after

Jangsung 89.0 91.0 1.5 89,718 103,861

Suyang 45.5 48.3 4 7,440 11,816

Wangdong 51.0 53.5 2.5 899 2,262

Yutang 118.0 121.3 6.2 1,538 2,175

Table 4.1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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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하류하천 자료 구축

둑높이기에 대한 저수지 하류하천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하류하천 자

료를 구축하였다. 하류하천의 지점별 기본홍수량 및 하천단면자료는 국

토해양부 (2010)에서 발간하는 황룡강 하천기본계획 보고서를 참조하였

다. Fig 4.6은 황룡강 유역 내 저수지 위치 및 황룡강 종점 설계홍수량

을 나타낸 것이다. 황룡강의 설계홍수량 빈도인 100년, 200년 빈도의 홍

수 유입시 저수지 홍수저감에 따른 하류 수위 모의를 수행하였으며, 지

점별 기본홍수량에 저수지를 통한 저감량을 각각 고려하여 하도 홍수추

적을 수행하였다.

황룡강 국가하천 구간의 경우 100년 빈도로 설계되어있고, 국가 하천

인 영산강과 만나는 지점은 20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100년

빈도 및 200년 빈도 홍수 유입시 두 높이기 저수지 홍수저감에 따른 하

류 홍수위를 모의하였다.

Fig. 4.6 Basic flood of Hwangryong_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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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과 및 고찰

5.1 저수지 유입량 산정

5.1.1 장성저수지 유입량

Fig. 5.1-5는 50년 빈도, 100년 빈도, 200년 빈도, 500년 빈도 강우 및

가능최대강수량 (PMP) 유입시 장성저수지 유역의 홍수량을 구한 것이

다. 임계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나타났다. 설계홍수량은 50년 빈도 홍수

량이 775.3 m3/s, 100년 빈도 홍수량이 856.0 m3/s, 200년 빈도 홍수량

이 878 m3/s, 500년 빈도 홍수량이 981.8 m3/s, 가능최대홍수량이 1,182

m3/s로 나타났다.

Fig. 5.1 Simulated runoff of

Jangsung reservoir

watershed (50yr)

Fig. 5.2 Simulated runoff of

Jangsung reservoir

watershed (100yr)

Fig. 5.3 Simulated runoff of

Jangsung reservoir

watershed (200yr)

Fig. 5.4 Simulated runoff of

Jangsung reservoir

watershed (50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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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Simulated runoff of

Jangsung reservoir

watershed (PMF)

5.1.2 수양저수지 유입량

Fig. 5.6-10은 50년 빈도, 100년 빈도, 200년 빈도, 500년 빈도 강우

및 가능최대강수량 (PMP) 유입시 수양저수지 유역의 홍수량을 구한 것

이다. 임계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나타났다. 설계홍수량은 50년 빈도 홍

수량이 313.7 m3/s, 100년 빈도 홍수량이 356.1 m3/s, 200년 빈도 홍수

량이 394.7 m3/s, 500년 빈도 홍수량이 445.6 m3/s, 가능최대홍수량이

929.0 m3/s로 나타났다.

Fig. 5.6 Simulated runoff of

Suyang reservoir

watershed (50yr)

Fig. 5.7 Simulated runoff of

Suyang reservoir

watershed (10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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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Simulated runoff of

Suyang reservoir

watershed (200yr)

Fig. 5.9 Simulated runoff of

Suyang reservoir

watershed (500yr)

Fig. 5.10 Simulated runoff of

Suyang reservoir

watershed (PMF)

5.1.3 왕동저수지 유입량

Fig. 5.11-14는 50년 빈도, 100년 빈도, 200년 빈도, 500년 빈도 강우

유입시 왕동저수지 유역의 홍수량을 구한 것이다. 임계지속시간은 4시

간으로 나타났다. 왕동저수지의 경우, 200년 빈도×1.2배 설계 대상 저수

지에 해당하므로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가능최대홍수량 (PMF) 조건에

서는 저수지 홍수추적을 모의하지 않았으며 왕동저수지 유역의 가능최

대홍수량 (PMF)은 산정하지 않았다. 설계홍수량은 50년 빈도 홍수량이

57.4 m3/s, 100년 빈도 홍수량이 64.8 m3/s, 200년 빈도 홍수량이 72.3

m3/s, 500년 빈도 홍수량이 82.2 m3/s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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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1 Simulated runoff of

Wangdong reservoir

watershed (50yr)

Fig. 5.12 Simulated runoff of

Wangdong reservoir

watershed (100yr)

Fig. 5.13 Simulated runoff of

Wangdong reservoir

watershed (200yr)

Fig. 5.14 Simulated runoff of

Wangdong reservoir

watershed (500yr)

5.1.4 유탕저수지 유입량

Fig. 5.15-18는 50년 빈도, 100년 빈도, 200년 빈도, 500년 빈도 강우

유입시 왕동저수지 유역의 홍수량을 구한 것이다. 임계지속시간은 6시

간으로 나타났다. 유탕저수지의 경우, 200년 빈도×1.2배 설계 대상 저수

지에 해당하므로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가능최대홍수량 (PMF) 조건에

서는 저수지 홍수추적을 모의하지 않았으며 유탕저수지 유역의 가능최

대홍수량 (PMF)은 산정하지 않았다. 설계홍수량은 50년 빈도 홍수량이

80.8 m3/s, 100년 빈도 홍수량이 94.5 m3/s, 200년 빈도 홍수량이 108.1

m3/s, 500년 빈도 홍수량이 125.8 m3/s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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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5 Simulated runoff of

Yutang reservoir

watershed (50yr)

Fig. 5.16 Simulated runoff of

Yutang reservoir

watershed (100yr)

Fig. 5.17 Simulated runoff of

Yutang reservoir

watershed (200yr)

Fig. 5.18 Simulated runoff of

Yutang reservoir

watershed (500yr)

5.2 둑높이기 전·후 저수지 홍수추적

5.2.1 장성저수지 홍수추적

Fig. 5.19-28은 50년 빈도, 100년 빈도, 200년 빈도, 500년 빈도 홍수

및 가능최대홍수량 (PMF) 유입시 Auto ROM 운영을 통해 장성저수지

홍수추적을 실시한 결과이다. Fig. 29는 가능최대홍수량 (PMF) 유입시

Rigid ROM 운영을 통해 장성저수지 홍수추적을 실시한 결과이다. Fig.

19, 21, 23, 25, 27은 둑높이기 전과 후 모두 동일 제한수위를 적용한 경

우이며, Fig. 20, 22, 24, 26, 28, 29는 둑높이기 후 설계 제한수위 (둑높

이기 전에 비해 2 m 증가)를 적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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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9 Reservoir flood routing

of Jangsung reservoir

(50yr, same, Auto ROM)

Fig. 5.20 Reservoir flood routing

of Jangsung reservoir

(50yr, 2 m, Auto ROM)

Fig. 5.21 Reservoir flood routing

of Jangsung reservoir

(100yr, same, Auto ROM)

Fig. 5.22 Reservoir flood routing

of Jangsung reservoir

(100yr, 2 m, Auto ROM)

Fig. 5.23 Reservoir flood routing

of Jangsung reservoir

(200yr, same, Auto ROM)

Fig. 5.24 Reservoir flood routing

of Jangsung reservoir

(200yr ,2 m, Auto 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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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5 Reservoir flood routing

of Jangsung reservoir

(500yr, same, Auto ROM)

Fig. 5.26 Reservoir flood routing

of Jangsung reservoir

(500yr, 2 m, Auto ROM)

Fig. 5.27 Reservoir flood routing

of Jangsung reservoir

(PMF, same, Auto ROM)

Fig. 5.28 Reservoir flood routing

of Jangsung reservoir

(PMF, 2 m, Auto ROM)

Fig. 5.29 Reservoir flood routing

of Jangsung reservoir

(PMF, 2 m, Rigid 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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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수양저수지 홍수추적

Fig. 5.30-39은 50년 빈도, 100년 빈도, 200년 빈도, 500년 빈도 홍수

및 가능최대홍수량 (PMF) 유입시 수양저수지 홍수추적을 실시한 결과

이다. Fig. 30, 32, 34, 36, 38은 둑높이기 전과 후 모두 동일한 제한수위

를 적용한 경우이며, Fig. 31, 33, 35, 37, 39는 둑높이기 후 설계 제한수

위 (둑높이기 전에 비해 3 m 증가)를 적용한 경우이다.

Fig. 5.30 Reservoir flood routing

of Suyang reservoir

(50yr, same)

Fig. 5.31 Reservoir flood

routing of Suyang reservoir

(50yr, 3 m)

Fig. 5.32 Reservoir flood routing

of Suyang reservoir

(100yr, same)

Fig. 5.33 Reservoir flood routing

of Suyang reservoir

(100yr, 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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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4 Reservoir flood routing

of Suyang reservoir

(200yr, same)

Fig. 5.35 Reservoir flood routing

of Suyang reservoir

(200yr, 3 m)

Fig. 5.36 Reservoir flood routing

of Suyang reservoir

(500yr, same)

Fig. 5.37 Reservoir flood routing

of Suyang reservoir

(500yr, 3 m)

Fig. 5.38 Reservoir flood routing

of Suyang reservoir

(PMF, same)

Fig. 5.39 Reservoir flood routing

of Suyang reservoir

(PMF, 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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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왕동저수지 홍수추적

Fig. 5.40-47은 50년 빈도, 100년 빈도, 200년 빈도, 500년 빈도 홍수

유입시 왕동저수지 홍수추적을 실시한 결과이다. Fig. 40, 42, 44, 46은

둑높이기 전과 후 모두 동일한 제한수위를 적용한 경우이며, Fig. 41,

43, 45, 47,은 둑높이기 후 설계 제한수위 (둑높이기 전에 비해 2.5 m

증가)를 적용한 경우이다.

Fig. 5.40 Reservoir flood routing

of Wangdong reservoir

(50yr, same)

Fig. 5.41 Reservoir flood routing

of Wangdong reservoir

(50yr, 2.5 m)

Fig. 5.42 Reservoir flood routing

of Wangdong reservoir

(100yr, same)

Fig. 5.43 Reservoir flood routing

of Wangdong reservoir

(100yr, 2.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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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4 Reservoir flood routing

of Wangdong reservoir

(200yr, same)

Fig. 5.45 Reservoir flood routing

of Wangdong reservoir

(200yr, 2.5 m)

Fig. 5.46 Reservoir flood routing

of Wangdong reservoir

(500yr, same)

Fig. 5.47 Reservoir flood routing

of Wangdong reservoir

(500yr, 2.5 m)

5.2.4 유탕저수지 홍수추적

Fig. 5.48-55는 50년 빈도, 100년 빈도, 200년 빈도, 500년 빈도 홍수

유입시 왕동저수지 홍수추적을 실시한 결과이다. Fig. 48, 50, 52, 54는

둑높이기 전과 후 모두 동일한 제한수위를 적용한 경우이며, Fig. 49,

51, 53, 55는 둑높이기 후 설계 제한수위 (둑높이기 전에 비해 3 m 증

가)를 적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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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8 Reservoir flood routing

of Yutang reservoir

(50yr, same)

Fig. 5.49 Reservoir flood

routing of Yutang reservoir

(50yr, 3 m)

Fig. 5.50 Reservoir flood routing

of Yutang reservoir

(100yr, same)

Fig. 5.51 Reservoir flood routing

of Yutang reservoir

(100yr, 3 m)

Fig. 5.52 Reservoir flood routing

of Yutang reservoir

(200yr, same)

Fig. 5.53 Reservoir flood

routing of Yutang reservoir

(200yr, 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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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4 Reservoir flood routing

of Yutang reservoir

(500yr, same)

Fig. 5.55 Reservoir flood

routing of Yutang reservoir

(500yr, 3 m)

5.3 둑높이기 전·후 홍수저감효과 분석

5.3.1 저수지 홍수조절률 분석

Table 5.1은 50년 빈도 홍수 유입시 저수지 각각에 대한 홍수조절률

(flood control ratio)과 방류율 (outflow ratio)을 나타낸 것이다. 장성저

수지, 수양저수지, 왕동저수지, 유탕저수지 각각에 대한 둑높이기 전의

홍수조절률은 2.0 %, 5.5 %, 37.9 %, 0.0 %로 나타났다. 둑높이기 후

설계 제한수위를 설정하여 모의한 결과 장성저수지, 수양저수지, 왕동저

수지, 유탕저수지의 홍수조절률은 18.5 %, 14.4 %, 88.4 %, 85.5 %로 나

타났다. 장성저수지, 수양저수지에 비해 비교적 소규모인 왕동, 유탕저수

지의 홍수조절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둑높이

기 전과 동일한 제한수위를 설정하여 모의한 결과 유입량이 모두 저수

지에 저류되어 대상 저수지 모두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둑높이기 전

에 비해 둑높이기 후 홍수조절률은 둑높이기 후 설계 제한수위를 설정

한 경우와 둑높이기 전과 동일한 제한수위를 설정한 경우 모두 개선됨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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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sung Suyang Wangdong Yutang Sum.

inflow

(m3/s)

Before

775.3 317.3 57.4 80.8 1230.8

outflow

(m3/s)
759.6 299.9 35.63 80.8 1176.0

control

ratio

(%)

2.0 5.5 37.9 0.0 4.5

outflow

ratio

(%)

62.4 70.1 65.7 77.7

inflow

(m3/s)

After

(Heighten

-ed initial

level)

775.3 317.3 57.4 80.8 1230.8

outflow

(m3/s)
631.5 271.5 6.6 11.7 921.37

control

ratio

(%)

18.5 14.4 88.4 85.5 25.1

outflow

ratio

(%)

40.2 50.4 9.5 8.4

inflow

(m3/s)

After

(Same

initial

level)

775.3 317.3 57.4 80.8 1230.8

outflow

(m3/s)
0 0 0 0 0

control

ratio

(%)

100.0 100.0 100.0 100.0 100.0

outflow

ratio

(%)

0.0 0.0 0.0 0.0

Table 5.1 The results of flood control effect (50yr)

Table 5.2는 100년 빈도 홍수 유입시 저수지 각각에 대한 홍수조절률

과 방류율을 나타낸 것이다. 장성저수지, 수양저수지, 왕동저수지, 유탕

저수지 각각에 대한 둑높이기 전의 홍수조절률은 2.5 %, 9.1 %, 38.1

%, 0.0 %로 나타났다. 둑높이기 후 설계 제한수위를 설정하여 모의한

결과 장성저수지, 수양저수지, 왕동저수지, 유탕저수지의 홍수조절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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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14.7 %, 62.5 %, 74.0 %로 나타났다. 둑높이기 전과 동일한 제

한수위를 적용한 경우 장성저수지, 왕동저수지, 유탕저수지는 유출이 발

생하지 않았으며, 수양저수지의 홍수조절률은 3.3 %로 나타났다. 둑높이

기 전에 비해 둑높이기 후 홍수조절률은 둑높이기 후 설계 제한수위를

설정한 경우와 둑높이기 전과 동일한 제한수위를 설정한 경우 모두 개

선됨을 보였다.

Jansung Suyang Wangdong Yutang Sum.

inflow
(m3/s)

Before

878 356.1 64.8 94.5 1393.4

outflow
(m3/s) 856 323.26 40.14 94.5 1313.9

control
ratio
(%)

2.5 9.2 38.1 0.0 5.7

outflow
ratio
(%)

66.8 73.5 69.8 81.0

inflow
(m3/s)

After
(Heighten
-ed initial
level)

878 356.1 64.8 94.5 1393.4

outflow
(m3/s) 709.6 303.6 24.3 24.6 1062.1

control
ratio
(%)

19.2 14.7 62.5 74.0 23.8

outflow
ratio
(%)

47.2 56.0 20.5 16.1

inflow
(m3/s)

After
(Same
initial
level)

878 356.1 64.8 94.5 1393.4

outflow
(m3/s) 0 26.3 0 0 26.3

control
ratio
(%)

100.0 92.6 100.0 100.0 98.1

outflow
ratio
(%)

0.0 3.3 0.0 0.0

Table 5.2 The results of flood control effect (10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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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은 200년 빈도 홍수 유입시 저수지 각각에 대한 홍수조절률

과 방류율을 나타낸 것이다. 장성저수지, 수양저수지, 왕동저수지, 유탕

저수지 각각에 대한 둑높이기 전의 홍수조절률은 0.0 %, 11.3 %, 39.3

%, 0.0 %로 나타났다. 둑높이기 후 설계 제한수위를 설정하여 모의한

결과 장성저수지, 수양저수지, 왕동저수지, 유탕저수지의 홍수조절률은

11.6 %, 15.0 %, 52.7 %, 60.4 %로 나타났다. 둑높이기 전과 동일한 제

한수위를 적용한 경우 장성저수지, 왕동저수지, 유탕저수지는 유출이 발

생하지 않았으며, 수양저수지의 홍수조절률은 72.7 %로 나타났다. 둑높

이기 전에 비해 둑높이기 후 홍수조절률은 둑높이기 후 설계 제한수위

를 설정한 경우와 둑높이기 전과 동일한 제한수위를 설정한 경우 모두

개선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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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sung Suyang Wangdong Yutang Sum.

inflow
(m3/s)

Before

981.8 394.7 72.3 108.1 1556.9

outflow
(m3/s)

981.8 349.9 43.9 108.1 1483.7

control
ratio
(%)

0.0 11.3 39.3 0.0 4.7

outflow
ratio
(%)

70.4 76.2 73.1 83.5

inflow
(m3/s)

After
(Heighten
-ed initial
level)

981.8 394.7 72.3 108.1 1556.9

outflow
(m3/s)

867.7 335.6 34.2 42.8 1280.3

control
ratio
(%)

11.6 15.0 52.7 60.4 17.8

outflow
ratio
(%)

52.9 60.4 29.0 26.0

inflow
(m3/s)

After
(Same
initial
level)

981.8 394.7 72.3 108.1 1556.9

outflow
(m3/s)

0 107.9 0 0 107.9

control
ratio
(%)

100.0 72.7 100.0 100.0 93.1

outflow
ratio
(%)

0.0 13.0 0.0 0.0

Table 5.3 The results of flood control effect (200yr)

Table 5.4는 500년 빈도 홍수 유입시 저수지 각각에 대한 홍수조절률

과 방류율을 나타낸 것이다. 장성저수지, 수양저수지, 왕동저수지, 유탕

저수지 각각에 대한 둑높이기 전의 홍수조절률은 4.4 %, 10.6 %, 38.6

%, 0.0 %로 나타났다. 둑높이기 후 설계 제한수위를 설정하여 모의한

결과 장성저수지, 수양저수지, 왕동저수지, 유탕저수지의 홍수조절률은

3.3 %, 0.0 %, 53.5 %, 42.5 %로 나타났다. 둑높이기 전과 동일한 제한

수위를 적용한 경우 장성저수지, 왕동저수지에서의 유출은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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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수양저수지와 유탕저수지의 홍수조절률은 23.1 %, 9.7 %로 나타

났다. 장성저수지, 수양저수지의 경우 둑높이기 전에 비해 둑높이기 후

방류율은 감소하였으나, 홍수조절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ansung Suyang Wangdong Yutang Sum.

inflow
(m3/s)

Before

1118.2 445.6 82.2 125.8 1771.8

outflow
(m3/s)

1068.8 398.4 50.5 125.8 1643.5

control
ratio
(%)

4.4 10.6 38.6 0.0 7.2

outflow
ratio
(%)

74.1 78.9 76.4 86.0

inflow
(m3/s)

After
(Heighten
-ed initial
level)

1118.2 445.6 82.2 125.8 1771.8

outflow
(m3/s)

1081.7 445.6 38.2 72.3 1637.8

control
ratio
(%)

3.3 0.0 53.5 42.5 7.6

outflow
ratio
(%)

58.8 65.0 37.7 37.2

inflow
(m3/s)

After
(Same
initial
level)

1118.2 445.6 82.2 125.8 1771.8

outflow
(m3/s)

0.0 188.1 0.0 24.6 212.7

control
ratio
(%)

100.0 57.8 100.0 80.4 88.0

outflow
ratio
(%)

0.0 23.1 0.0 9.7

Table 5.4 The results of flood control effect (50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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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는 가능최대홍수량 (PMF) 유입시 저수지 각각에 대한 홍수

조절률과 방류율을 나타낸 것이다. 장성저수지의 경우 둑높이기 전에

비해 둑높이기 후 설계 제한수위를 설정한 경우, 둑높이기로 인해 저류

공간이 증가하여 방류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홍수조절률은

둑높이기 전 (42.4 %)에 비해 둑높이기 후 (29.1 %)에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초기 수위

를 둑높이기 전과 동일한 제한수위로 설정하여 모의한 경우에도 홍수조

절률은 둑높이기 전의 42.4 %에 비해 둑높이기 후가 33.3 %로 나타나

역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문이 설치되어

있는 장성저수지에 대해 홍수조절능력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저수지

모의운영 중 Rigid ROM을 통한 저수지 운영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홍수조절률은 둑높이기 전의 42.4 %에 비해 둑높이기 후 70.4 %

로 나타나 홍수조절률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양저수지의 경우에도 장성저수지와 동일하게 둑높이기 전에 비해

둑높이기 후의 홍수조절률은 설계 제한수위를 설정한 경우 (8.9 %)와

둑높이기 전과 동일한 제한수위를 설정한 경우 (0.0 %)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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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sung Suyang Sum.

inflow
(m3/s)

Before

2436.3 929.0 3365.3

outflow
(m3/s)

1403.5
(Auto ROM)

846.2 2249.7

control
ratio (%)

42.4 8.9 33.2

outflow
ratio (%)

88.4 90.1

inflow
(m3/s)

After
(Heightened
initial level)

2436.3 929.0 3365.3

outflow
(m3/s)

1727.2
(Auto ROM) 929.0 2656.2

control ratio
(%)

29.1 0.0 21.1

outflow ratio
(%)

81.5 83.6

inflow
(m3/s)

After
(Same

initial level)

2436.3 929.0 3365.3

outflow
(m3/s)

1625.6
(Auto ROM)

929.0 2554.55

control ratio
(%)

33.3 0.0 24.1

outflow ratio
(%)

52.3 63.9

inflow
(m3/s)

After
(Heightened
initial level)

2436.3

outflow
(m3/s)

720.0
(Rigid ROM)

control ratio
(%)

70.4

outflow ratio
(%)

100

Table 5.5 The results of flood control effect (PMF)

5.3.2 저수지 하류영향 분석

가. 기본홍수량 모의

Fig 5.56-57은 황룡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상에 제시된 황룡강의 지점

별 기본홍수량을 통해 하천 홍수추적을 모의한 결과이다. Fig 5.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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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황룡강과 평림천 (수양저수지 하류하천) 합류지점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며, 100년 빈도 홍수 유입시 우안의 제방을 월류하지 않았으나 좌

안의 제방을 월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년 빈도 홍수 유입시는

우안 및 좌안의 제방을 모두 월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년 빈

도 홍수유입시 하천수위의 고도는 22.14 m였으며, 200년 빈도 홍수유입

시 하천수위의 고도는 22.70 m로 나타났다.

Fig. 5.56 Water surface profile (100yr)

Fig. 5.57 Water surface profile (20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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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둑높이기 전 하류하천 설계홍수량 모의

Fig 5.58-59는 황룡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상에 제시된 황룡강의 지점

별 기본홍수량에서 저수지 홍수저감량을 고려하여 하도 홍수추적을 모

의한 것이다. 100년 빈도, 200년 빈도 홍수 유입시 장성저수지, 수양저

수지, 왕동저수지, 유탕저수지의 홍수 저감 효과가 크지 않아, 100년 빈

도 및 200년 빈도의 수위의 고도가 기본홍수량을 모의한 경우랑 동일하

게 모의가 되었다. 100년 빈도 홍수유입시 하천수위의 고도는 22.14 m

였으며, 200년 빈도 홍수유입시 하천수위의 고도는 22.70 m로 나타났다.

최승안 등 (2007)의 위험상태분류 기준에 따르면 좌안의 경우, 기본홍

수량 모의시와 비교를 하면 100년, 200년 모두 월류하고 있으므로 좌안

은 절대위험 (Absolute risk) 상태라 할 수 있다. 우안의 경우 기본홍수

량 모의시와 비교를 하면 100년 빈도 홍수 유입시 둑높이기 전·후 모두

월류하고 있지 않으므로 잠재안전 (Potential safety) 상태로 나타났다.

200년 빈도 홍수 유입시는 둑높이기 전·후 모두 우안을 월류하고 있으

므로 절대위험 (Absolute risk) 상태라고 할 수 있다.

Fig. 5.58 Water surface profile (10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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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9 Water surface profile (200yr)

다. 둑높이기 후 설계 제한수위 적용 하류하천홍수량 모의

Fig 5.60-61은 황룡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상에 제시된 황룡강의 지점

별 기본홍수량에서 둑높이기 후 설계 상시만수위를 초기수위로 적용하

여 저수지 홍수저감량에 따른 하도 홍수추적을 모의한 것이다. 100년

빈도 홍수유입시 하천수위의 고도는 22.03 m였으며, 200년 빈도 홍수유

입시 하천수위의 고도는 22.51 m로 나타났다. 100년 빈도의 경우 0.13

m 정도 낮아졌으며 200년 빈도의 경우 대략 0.22 m정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안 등 (2007)의 위험상태분류 기준에 따르면 기본홍수량 모의시

와 비교를 하면 좌안의 경우, 100년, 200년 모두 월류하고 있으므로 좌

안은 절대위험 (Absolute risk) 상태라 할 수 있다. 우안의 경우 기본홍

수량 모의시와 비교를 하면 200년 빈도는 월류하고 있었지만 100년 빈

도의 홍수 유입시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 200년 빈도 홍수 유입시는

절대위험 (Absolute risk), 100년 빈도는 잠재안전 (Potential safety) 상

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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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0 Water surface profile (100yr)

Fig. 5.61 Water surface profile (200yr)

라. 둑높이기 후 동일 제한수위 적용 하류하천홍수량 모의

Fig 5.62-63은 황룡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상에 제시된 황룡강의 지점

별 기본홍수량에서 둑높이기 후 둑높이기 전과 동일 상시만수위를 초기

수위로 적용하여 저수지 홍수저감량에 따른 하도 홍수추적을 모의한 것

이다. 100년 빈도 홍수유입시 하천수위의 고도는 20.23 m였으며, 200년

빈도 홍수유입시 하천수위의 고도는 20.45 m로 나타났다. 100년 빈도의

경우 1.9 m정도 낮아졌으며 200년 빈도의 경우 대략 2.2 m정도 수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성저수지의 홍수량 저감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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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기 때문이다.

최승안 등 (2007)의 위험상태분류 기준에 따르면 좌안의 경우, 100년,

200년 모두 월류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홍수량의 모의시와 비교를 하

면 좌안은 상대위험 (Relative risk)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우안의 경우

는 200년 빈도 및 100년 빈도의 홍수 유입시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

나 200년 빈도 홍수 유입시는 상대위험 (Relative risk), 100년 빈도는

잠재안전 (Potential safety) 상태로 나타났다.

Fig. 5.62 Water surface profile (100yr)

Fig. 5.63 Water surface profile (20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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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황룡강 유역 내 장성저수지, 수양저수지, 왕동저수지,

유탕저수지 등 둑높이기 저수지를 대상으로 저수지 상류 유역에 대한

홍수량을 산정하고 저수지 홍수추적을 통해 빈도별 방류량을 산정하였

다. 이를 통해 둑높이기에 따른 홍수저감을 모의 및 평가하였고, 하류하

천 설계 빈도인 100년 빈도 및 200년 빈도에 대한 홍수저감 모의를 통

해 하도 추적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설계홍수량 산정 결과 장성저수지 상류 유역의 설계홍수량은 50년

빈도 홍수량이 775.3 m3/s, 100년 빈도 홍수량이 856.0 m3/s, 200년 빈

도 홍수량이 878 m3/s, 500년 빈도 홍수량이 981.8 m3/s, 가능최대홍수

량이 2,436.3 m3/s로 나타났다. 수양저수지 상류 설계홍수량은 50년 빈

도 홍수량이 313.7 m3/s, 100년 빈도 홍수량이 356.1 m3/s, 200년 빈도

홍수량이 394.7 m3/s, 500년 빈도 홍수량이 445.6 m3/s, 가능최대홍수량

이 929.0 m3/s로 나타났다. 왕동 저수지 상류 설계홍수량은 50년 빈도

홍수량이 57.4 m3/s, 100년 빈도 홍수량이 64.8 m3/s, 200년 빈도 홍수

량이 72.3 m3/s, 500년 빈도 홍수량이 82.2 m3/s로 나타났다. 유탕저수

지 상류 설계홍수량은 50년 빈도 홍수량이 80.8 m3/s, 100년 빈도 홍수

량이 94.5 m3/s, 200년 빈도 홍수량이 108.1 m3/s, 500년 빈도 홍수량이

125.8 m3/s로 나타났다.

2. 홍수조절률 분석 결과 장성저수지의 경우 Auto ROM 운영시 50년

빈도, 100년 빈도, 200년 빈도 홍수 유입시 홍수조절률은 둑높이기 후가

둑높이기 전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나 500년 빈도 및 가능최대홍수량

(PMF) 유입시는 오히려 홍수조절률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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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수량 (PMF) 유입시 홍수조절률 개선을 위해 Rigid ROM 모의운영

방식으로 모의하였다. 그 결과 홍수조절률이 Auto ROM 방식으로 모의

한 결과에 비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성저수지의 첨두

홍수량 저감 역할은 저빈도의 경우 더 크게 할 것이라 기대되며, 고빈도

홍수 유입시는 첨두홍수량을 저감하기 위한 저수지 운영이 필요하다.

수양저수지의 경우, 장성저수지와 유사하게 50년 빈도, 100년 빈도,

200년 빈도의 홍수저감률은 둑높이기 전에 비해 둑높이기 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둑높이기 후 상시만수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한

경우 가능최대홍수량 (PMF) 유입시 첨두홍수량을 저감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둑높이기 후 예상 상시만수위를 적용한 경우 500년 빈도

및 가능최대홍수량 (PMF) 유입시 첨두홍수량을 저감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문이 설치되지 않은 수양저수지의 경우 홍수기시

관리 제한수위 조정 등의 저수지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왕동저수지와 유탕저수지의 경우는 둑높이기 후 50년, 100년, 200년,

500년 빈도 유입시 모두 홍수조절률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저수지 홍수추적을 통해 둑높이기에 따른 하류부 하천의 홍수 저

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둑높이기에 따라 기본홍수량에도 하

천 제방을 월류하는 일부 구간에서 홍수 저감을 통해 제방보다 낮은 수

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상태분류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둑높이기 전에 비해 둑높이기 후 위험상태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둑높이기 후 제한수위 등의 조정을 통해 일부 구간

의 위험기준 상태가 둑높이기 전 절대위험 (Absolute risk) 구간에서

상대위험 (Relative risk) 구간으로 변화되어 홍수위험상태가 완화되었

다. 따라서 둑높이기로 인한 홍수저감효과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수지 운영을 통한 저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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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s of Reservoir Dam Heightening

on Downstream Flood All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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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study was to analyze of the impacts of reservoir

dam heightening on downstream flood alleviation. Total 113

reservoirs over the country have been dam-heightened. Dam

heightened reservoir projects have dual purposes: flood risk reduction

by securing additional storage volume and river ecosystem

conservation by supplying stream maintenance flow. Using the

additional storage volume and flood control facilities, dam heightened

reservoirs were expected to play role in flood control during the

flood periods. So, it is necessitated to analyze the impacts of flood

control effects by dam heightened reservoirs.

The Hwangryong river watershed was selected as the study

watershed. Four reservoirs including Jangsung, Wangdong, Yutang,

Suyang reservoirs, of which dams were dam heightened, were

evaluated in terms of their impacts on downstream flows. The

HEC-HMS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Hydrologic Modeling

System) model was used for estimating flood discharge, while



HEC-5 (Hydrologic Engineering Center-5) was used for reservoir

routing. The HEC-RAS model was used for river routing. A flood

control ratio was used to evaluated the effects of peak flood

reduction, while risk state classification criteria was used to evaluate

the impacts of dam heightened reservoir on downstream flows.

Based on this study, the flood control ratios of the Jangsung and

the Suyang reservoirs after dam heightening were greater than

before dam heightening for 50yr, 100yr and 200yr frequencies flood.

However, the flood control ratios of the Jangsung and the Suyang

reservoirs after dam heightening were smaller than before dam

heightening for 500yr frequency and probable maximum flood. So,

the Jangsung and the Suyang reservoirs would be good role to flood

control for relatively low frequencies floods, however require

appropriate reservoir operation methods for reduction peak flood of

the greater flood events. Flood control ratios of the Yutang and the

Wangdong reservoirs after dam heightening were greater than before

dam heightening for all frequencies flood.

As a results of river routing simulations, it is possible to alleviate

risk state by dam heightening. Through effective reservoir

management and operations during the flood periods, the flood

alleviation effects seemed to be even greater on downstream of dam

heightened reservoirs.

Keywords : Dam heightened reservoir, Flood control ratio, Flood

alleviation, HEC-HMS, HE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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