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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최근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뭄이 빈발하고 있으며, 가뭄을 대비한 과학적 저수지 운영이 절실

하다. 유입량, 관개용수량, 저수량, 하천유지유량 등 저수지 물수지를 반영하여 실제 가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하였다. 여기서, 하류 하천의 수량을 양수하여 저수량을 확보하는

양수저류를 고려하였고, 시기별 관개용수량을 간단관개, 절수관개 등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저수량의 장기간 변화를 관찰하여 저수지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

였고, 하류 하천의 유량 변화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수차례 가뭄을 겪은 충남 홍성에 위치한 대사저수지에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대사

저수지는 유역면적 2.9㎢, 유효저수량 137만㎥, 수혜면적 163ha에 이르며, 유역면적 72.2㎢인 하류

하천의 와룡천으로부터 0.057㎥/s씩 양수하여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다. 일별 저수율 자료가 있는

1991년부터 2016년까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수는 1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결과를 정리하였다.

첫째, 일 저수위를 모의하여 검증한 결과 일평균하여 관측 저수위는 EL.84.58m, 모의 저수위는

EL.85.87m이었다. 이 때 강우량은 연평균 1,275.2mm, 유입량은 718.0mm, 유출률 56.3%, 수면증발

량 11.5만㎥, 관개용수 공급량 117.5만㎥, 월류량 148.9만㎥이었다.

둘째, 양수로 인한 유입량의 변화는 양수 전에는 연평균 209만㎥(유출률 56.3%)에서 양수 후

276만㎥(74.7%)로 증가하였고, 양수량은 67.5만㎥(연유입량의 32.3%)이었다.

셋째, 하류 와룡천의 유량은 양수 전에는 연평균 연유출량 5,200만㎥(유출률 56.5%)에서 양수

후 5,120만㎥(55.6%)으로 나타났다.

넷째, 양수 전에는 일평균 저수량이 47만㎥에서 양수 후 76만㎥으로 증가하였고, 양수저류로

인해 이수안전도는 15.4%에서 92.3%로 개선되었다. 또한 양수로 인해 저수지 유입량은 연평균

32.3% 증가하였고, 하류하천의 유량은 1.55% 감소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 양수저류는 가뭄대응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양

한 여건을 고려한 저수지 운영 가이드라인의 합리적 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가뭄대응이 필요하

다고 본다. 물관리 현황은 지구별, 저수지별로 다양하다. 향후 현장 상황에 적합한 물관리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자연과 인간의 평등한 물 이용 환경조성에, 여기 개발한 도구가 일정 부분

유용할 것이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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