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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34) 용수 공급댐의 적정규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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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저수지를 만든 것은 수천년이 되었지만, 수리적 방법으로 저수지용량

을 결정한 것은 Rippl이 mass curve analysis를 제시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 후  Waitt, Moran, Gould 등에 의해 
분석방법은 다양하게 발전하였으며, Chang(2001)은 추이확률행렬모델을 사용하여 저수지의 용량-용수공급량-
확률의 관계를 유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태화강 상류의 대곡댐을 대상으로 추이확률행렬모델을 적용하여 용수공급능력을 검토함으로
서 댐을 개발할 경우의 용수공급능력의 효율적인 추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Markov chain에서는 추이확률 ｐij값이 시간에 대해 독립적이며, ｐij로 만들어지는 n x n행렬, Ｐ=[ｐij]를 추

이확률행렬이라 한다.
임의의 저수지용량에 대해 물수지방정식을 적용하여 추이확률행렬을 유도하고, 이를 풀어서 저수지의 각 저

류상태의 확률 Ｐi를 구할 수 있고, 저수지의 각 저류상태에 대해 연중 적어도 한번 물 부족이 발생할 조건확
률 ｆi도 물수지방정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저수지의 zone의 수를 k라고 할 때, 저수지에 대한 연중 물 부족이 한번이라도 발생할 확률(Ｐr)은 다음 식으
로부터 얻을 수 있다.

k+1
Ｐr =  Σ Ｐi˙ｆi

i=0

3. 결과 및 고찰
저수지 용수공급능력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Tank 모델로 산정한 30년간의 대곡댐 월 유입량자료이며, 이 자

료를 추이확률행렬모델에 적용하여 대곡댐의 용수공급능력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대곡댐을 단독으로 운영할 경우, 저수지용량이 3×107 m3일 때 재현기간 10년의 가뭄시에는 8.9×103 

m3/day, 저수지용량이 2×107 m3일 때 재현기간 40년의 가뭄시에는 7×103 m3/day의 용수를 울산광역시에 공급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추이확률행렬모델을 적용하여 산정한 저수지 용량, 방류량, 고갈이 발생할 확률(재현기간)의 관
계는 저수지의 최종설계에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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