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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17) 안동댐 유역의 갈수기 유출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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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강우와 유출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홍수유출에서나 저수유출에서도 유역

의 특성인자에 따라 일정한 유출율을 가정하여 산정하고 있다. 특히 갈수기 저수 유출에서의 경우는 평균 유
출율이 40%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역의 특성이 고정된 상수라고 가정할 경우 갈수기간에 따라 유출율은 
달라질 수 있다. 

2. 자료 및 방법
분석방법은 수자원 종합정보에서 제공하는 댐유역의 수문정보를 기초로 하여 안동댐 유역에 일유입량을 수

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77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동안의 총 40년 동안의 일유입량 자료
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전체 갈수 기간의 유출특성에서 선행강우 1.0 mm 이하에서는 유출고가 강우의 크기보다 크게 나타나 1.0 

mm 이하에서는 기저유출고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강우구간 30~50 mm 구간에서 선행강우
량과 유출고와의 상관관계가 0.98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안동댐 유역에서 강우와 유출의 선형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선행강우가 50.0~100.0 mm 구간에서도 선행강우와 유
출고와의 상관관계가 0.92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00.0 mm 이상에서는 선행강우와 갈수 기간의 유출고와
의 상관성이 0.64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안동댐 유역에서 갈수 기간의 유출특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무강우기간이 길어질수록 평균유출고가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선행강우의 크기
가 30.0~100.0 mm 사이의 강우가 갈수 기간의 평균유출과 선형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00.0 mm 이
상에서는 선형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안동댐의 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
함에 있어 물수지 분석, 용수공급계획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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