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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21) 노후 저수지의 홍수량 재산정에 따른 여유고 평가

양준석·안승섭·박기범
경일대학교 건설공학부

1. 서론 
최근의 변화된 수문기상으로 인해 지역적으로 집중호우가 증가되어 노후되어 기준에 미달하는 수공구조물

의 안전성이 취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의 빈도별 홍수량을 재산정하고 저수지내 2차원 수리해
석을 통해 저수지내 유속분포를 검토하여 저수지의 안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대상유역인 심천지는 칠곡군 지천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면적은 145 ha, 유효저수용량은 

72,000 ㎥이며, 평죽지는 유역면적은 114 ha, 유효저수용량은 43,410 ㎥이다. 평죽지와 심천지는 건설된 지 
60년 이상 되었으며, 각각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농업용 저수지이며, 웨어를 통해 자연방류되는 형식이다. 두 
저수지의 빈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한 티센망은 대구강우관측소의 1961년부터 2015년까지의 55개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수문학적 분석과 수리학적 분석을 통해 저수지의 분석을 한 결과, 수문학적 저수지 분석을 

통해 산정된 저수지의 최고 수위와 2차원 수리학적 분석을 통해 산정된 최고수위를 비교하면, 심천지의 경우 
200년 빈도에서는 수문학적 분석결과가 7 cm 높게 나타났으며, 500년 빈도에서는 수리학적 분석결과가 8 
cm 높게 산정되었다. 평죽지의 경우 200년 빈도에서 수문학적 분석결과가 8 cm 낮게 나타났으며, 500년 빈
도에서는 EL. 76.28 m로 동일하게 산정되었다. 댐 최고수위를 비교 검토한 결과 심천지의 경우 수문학적 분
석결과를 기준으로 현재의 댐보다 0.78 m 증고 되어야 하고 평죽지의 경우 수리학적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1.16 m 증고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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