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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에서의 농업용수 잠재능 평가

Evaluation of Agricultural Water Supply Potential in Agricultural Reservo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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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w concept of agricultural water supply potential, which is mean annual turnover rate times unit storage capacity, was introduced for agricultural 

reservoirs. We investigated characteristics of mean annual turnover rate and unit storage capacity for agricultural reservoirs with storage capacity of over 

1 million m
3
. The curve of agricultural water supply potential represents change in mean annul turnover rate according to change in unit storage capacity. 

The mean annual turnover rate and unit storage capacity in the reservoirs with high minimum storage ratio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the 

reservoirs with low minimum storage ratio. Most of unstable water supply reservoirs showed low mean annual turnover rate or low unit storage capacity, 

indicating that mean annual turnover rate may be an index of stability degree for agricultural water use. The reservoirs with mean annual turnover rate 

of over 2 and unit storage capacity of over 0.8 m may be estimated as the stable water supply zone for 10 frequency dry year. The reservoirs with high 

agricultural water supply potential can belong to the wide range of stable water supply zone. The results suggest that relation between mean annual 

turnover rate and unit storage capacity may be used in evaluating stability degree for agricultural water supply in the reservo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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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용량을 결정하는 지표

로서 단위 저수량 (= 유효 저수용량/수혜면적)과 유역배율 (= 

유역면적/수혜면적)이 고려되어 왔다. 농업용 저수지에서의 

단위저수량은 1960년대까지 300-450 mm이었으나, 1970년

대부터 600-800 mm로 증가하였다 (KRC, 2007). 특히 2000

년 이후부터는 한국농어촌공사 (이하 농어촌공사)와 같은 공

적기관에 의한 물관리, 물값의 폐지 등으로 인한 말단 물 관리

에서의 농민 참여의 부재는 필요 용수량을 증가시키는 원인

이 되고 있다 (Lee et al., 2010).

최근 실시된 저수지 개보수 사업,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등

은 증가하는 필요 용수량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수용량을 증

가시켰다. 실무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적정 저수용량을 결

정하는 모형으로서 HOMWRS (Hydrological Operation Model 

for Water Resources System)을 많이 사용해 왔다 (Lee, 

2011). 그러나, 일부의 저수지에서 단위 저수량이 2 m를 넘는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Lee (2008)는 HOMWRS를 장수군의 

동화 저수지의 하천유지용수량 산정을 위한 관개 필요수량 

산정에 적용하였다.

면적이 같은 유역에 대하여 저수지의 저수용량이 증대하

면 단위 저수량은 증가하나, 일정기간 동안 유입된 수량이 저

수지를 회전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물 회전율은 감소하게 된

다. 물 회전율은 체류시간의 역수로서 습지 수문학 (Mitsch 

and Gosselink, 2007)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다. 실제, 둑

높이기 저수지에서의 과다한 저수용량 증대는 물 회전율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저수율을 낮게 만들어 저수지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체류시간을 길게 하여 부영양화 등의 수질문제

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저수지의 저수용량 결정에 적절한 유역배율

로서, 연평균 강수량 (1,274 mm)이 일본 연평균 강수량 (1,718 

mm)의 74 %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같이 3-4의 값이 제시되

고 있다 (Ministry of Agriculture, 1998; Ministry of Education, 

1998). 일반적으로 유역배율이 작은 저수지는 직접유역으로

부터의 유입량이 적어 양수장이나 간접유역을 통하여 유입량

을 확보하고 있다. Noh (2011)는 유역 외 보의 연계 운영에 의

하여 유역 배율이 작은 저수지의 유입량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

였다. 유역배율은 사용하기 간단하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강

수량이 고려되지 않고 저수용량 증대에 따른 저수지에의 수문



농업용 저수지에서의 농업용수 잠재능 평가

66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58(2), 2016. 3

Fig. 1 Location of study reservoirs

학적 영향을 나타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 잠재능이라는 개념을 도입

하여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그 구성성분인 물의 평균 연

회전율 (이하 평균 연회전율)과 단위저수량의 특성을 검토하

고자 한다. 또한, 제시된 평균 연회전율-단위 저수량 관계도

의 저수지 이수 안전도 평가에의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대상저수지

대상 저수지는 2015년 9월 현재, 저수용량 100만 m
3
 이상

의 491개의 농업용 저수지로 하였고. 저수지 개수는 전남(광

주 포함)에 95개로 가장 많았다 (Fig. 1). 저수용량 100만 m
3
 

이상의 저수지는 저수지 자료 취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

정하였다. 이들 저수지의 총 저수용량은 21.0억 m
3
으로 이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총 저수용량 28.6억 m
3
의 

73 %에 해당된다.

2. 연구방법

먼저 농업용수 잠재능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그 구

성성분인 평균 연회전율과 단위 저수량의 관계를 검토하였

다. 중규모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평균 연회전율과 최고 

및 최소 저수율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수 불안전 저수지에

서의 평균 연회전율, 단위 저수량 및 농업용수 잠재능의 특성

을 검토하였다. 또한, 저수지의 이수 안전도 평가에 있어 평균 

연회전율-단위 저수량의 관계도의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저수지의 제원, 실태 및 최근 25년간 (1991-2015년) 평균 

저수율은 농어촌 공사의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RIMS)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저수지 관리자 문의를 통하여 수정, 보완

하였다. 1개소 저수지 제원을 수정하였고, 경주시 하곡 및 화

산곡 저수지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 통합 물관리를 하는 5개소

의 경우에는 관할 저수지의 유역면적, 수혜면적, 유효 저수용

량을 합하여 평균 연회전율과 단위저수량을 산정하였다. 둑

높이기 저수지의 경우, 저수지 제원은 준공 후의 것을 사용하

였고, 두 그룹간의 평균 저수율 비교 시에는 저수용량 증대가 

저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외시켰다.

강수량 자료로는 기상청 자료 (KMA)를 사용하였다. 최근 

30년 (1985-2014년)의 강수량 관측 자료가 있는 시군의 경우, 

시군 내에 있는 저수지에는 동일 연강수량을 사용하였고, 30

년의 관측 자료가 없는 시군의 경우는 관측 자료가 있는 인근 

시군 자료를 가지고 ArcGIS 9.2 (ESRI, 2006)을 이용하여 

Thiessen 법으로 산정하였다.

통계적 분석을 위해 Microsoft Excel 2007을 이용하였으

며, 두 그룹간의 평균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

고, P < 0.05 인 경우, 평균값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농업용수 잠재능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식 (1)과 같이 저수지에의 평균 연유입량을 

수혜면적으로 나눈 값을 농업용수 잠재능이라고 정의하며, 

이것은 평균 연회전율과 단위저수량의 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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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ample curve of agricultural water supply potential of 2.0 

m (

 = 2.0 m)

Table 1 Mean annual turnover rate in the study reservoir

Mean annual turnover rate Number Percentage

＜ 1.0 25 5.1

1.0-＜2.0 78 15.9

2.0-＜3.0 140 28.5

3.0-＜4.0 82 16.7

4.0-＜5.0 70 14.3

5.0 ＞ 96 19.6

Total 491 100.0

Table 2 Unit storage capacity in the study reservoir

Unit storage capacity (m) Number Percentage

＜ 0.4 30 6.2

0.4-＜0.8 233 48.1

0.8-＜1.2 137 28.3

1.2-＜2.0 64 13.2

＞ 2.0 20 4.1

Total 484 100.0

 
 (4)

 

여기서 

는 농업용수 잠재능, 는 평균 연유입량, 


는 수

혜면적, 는 평균 연회전율, 는 단위 저수량, 는 유효 저수용

량, 는 평균 유출률, 는 평균 연강수량, 

는 유역면적이다.

평균 연강수량은 최근 30년간의 자료를 사용했고, 평균 유

출률로서는 전국 30년 평균값인 0.55을 채택하였다.

또한, 목적 외 용수가 있는 저수지에서의 농업용수 잠재능

은 식 (5)가 되고, 단위 저수량은 식 (6)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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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서 는 목적 외 용수의 연용수량이다. 

식 (1)과 (4)에서와 같이 농업용수 잠재능의 값은 유역면적 

혹은 평균 연강수량이 클수록, 수혜면적이 작을수록 크게 된

다. 목적 외 용수가 없는 저수지에서 농업용수 잠재능은 식 (1)

에서와 같이 수혜면적이 변하지 않는 한 일정한 값을 갖는다. 

따라서 평균 연회전율은 단위 저수량에 반비례한다. 식 (1)에

서의 농업용수 잠재능 

 = 2.0 m를 평균 연회전율과 

단위 저수량의 함수로 나타내면 Fig. 2와 같다. 여기서 단위 

저수량이 0.5 m인 경우 평균 연회전율은 4.0회가 되고, 단위 

저수량을 1.0 m로 2배 증가시키면 평균 연회전율은 2.0회로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저수지의 농업용수 잠재능 곡선은 지역의 강수

량을 반영하고 저수용량 증가에 따른 평균 연회전율의 변화

를 나타낼 수 있다.

Ⅲ. 결과 및 고찰

1. 평균 연회전율과 단위저수량

491개 농업용 저수지에서의 평균 연회전율은 3.8회로 나타

났고, 연회전율 2.0 이상 3.0회 미만의 저수지는 140개소 (약 

29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Table 1). 평균 연회전율

은 강화군 난정, 군산시 옥구, 김제시 백산 저수지와 같은 양수

장 저수지나 경산시 남매 저수지, 담양군 담양 저수지와 같이 

간접유역을 갖는 저수지에서 1.0회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이

에 비하여 구례군 구만 저수지, 전주시 백석 저수지에서는 20

회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일부 저수지에서 높은 평균 연

회전율을 갖는 이유는 식 (2)에서와 같이 유효 저수용량에 비

하여 저수지에의 연 유입량의 값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보조 수원공으로서 수혜면적이 없는 저수지나 도시화에 

따라 수혜면적이 크게 줄어든 7개 저수지를 제외한 484개 농

업용 저수지의 목적 외 용수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 단위저수

량은 0.92 m로 나타났다. 단위저수량이 0.4 m 이상 0.8 m 미

만이 233개로 가장 높은 비율 (48.1 %)을 차지했다 (Table 2). 

의성군 개천저수지는 0.16 m로 가장 작게 나타났고, 진안군 

황금 저수지는 약 7.13 m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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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 between ratio of watershed area to irrigation area 

and mean annual turnover rate

Table 3 Comparison of unit storage capacity between low and high precipitation areas

Low precipitation area (＜1,100 mm) High precipitation area (≥1,500 mm)
Significance level

Number Mean Number Mean 

Unit storage capacity (m) 33 1.24 28 1.18 N. S.
a

a

Not significant

Table 4 Comparison of mean annual turnover rate and unit storage capacity between reservoirs with low and high maximum storage ratios

Low maximum storage ratio (＜80 %) High maximum storage ratio (≥95 %)
Significance level

Number Mean Number Mean

Mean annual turnover rate 28 3.1 88 6.0 P< 0.01

Unit storage capacity (m) 22 0.90 88 0.73 P < 0.05

2. 유역배율과 평균 연회전율의 관계

484개 저수지의 평균 유역배율은 4.5로 나타났다. 대상 저

수지의 유역배율과 평균 연 회전율의 관계를 나타내면 Fig. 3

과 같다. 유역배율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연회전율도 유의적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역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유역배율과 평균 연회전율이 모두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 저수지는 같은 유역배율에 대하여 평균 연회전

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홍성군 홍동저수지는 유역배율 6.3에 

평균 연회전율 9.6회를 보인 반면, 둑높이기 저수지인 의성군 

금봉1 저수지는 비슷한 유역배율 6.1에 대하여 평균 연회전

율은 1.1회의 낮은 값을 보였다. 금봉1 저수지에서는 평균 연

회전율이 사업 전 3.1회에서 사업 후 1.1회로 감소하였으나, 

유역배율은 저수용량 증대에 따른 평균 연회전율의 감소를 

나타낼 수가 없어, 저수지의 평가지표로서 평균 연회전율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3. 과우 및 다우지역에서의 단위저수량의 비교

과우지역으로서 영천, 영덕, 안동, 대구 등의 30년 평균 연

강수량 1,100 mm 미만의 지역을 선정하였고, 다우지역으로

서는 하동, 산청, 진주, 장흥, 창원 등의 평균 연강수량 1,500 

mm 이상의 지역을 선정했다.

두 지역의 평균 단위저수량은 과우지역에서 1.23 m, 다우

지역에서 1.18 m로서, t 검정결과 두 지역 간에 유의적인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3). 일반적으로 다우지역은 강수

량이 많아 과우지역에 비하여 단위저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

상되나, 실제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HOMWRS 모형에 의한 결과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강수

량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 최고 저수율이 다른 두 저수지군의 평균 연회전율과 

단위저수량 비교

본 연구에서는 최근 25년간 평균 일저수율의 연 최고치와 

연 최소치를 각각 최고 저수율과 최소 저수율이라고 한다. 우

리나라에서 저수지의 최고 저수율은 묘대기에 필요한 관개용

수가 공급하기 직전인 4월에 나타난다. 최고 저수율은 강릉시 

옥계 저수지는 4월 초순에 100 %의 만수를 보였으나, 성주군 

성주 저수지에서는 4월 18일에 69 %의 낮은 값을 보였다.

최고 저수율이 95 % 이상인 저수지군과 80 % 미만인 저수

지군의 평균 연회전율과 단위저수량을 비교하였는데, 최고 

저수율이 95 % 이상인 저수지에서 평균 연회전율은 6.0회, 평

균 단위저수량은 0.73 m를 보였고, 80 % 미만인 저수지에서 

평균 연회전율은 3.1회, 평균 단위저수량은 0.90 m를 보였다. 

t 검정결과 최고 저수율이 95 % 이상인 저수지에서 평균 연회

전율은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평균 단위저수량은 유

의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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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mean annual turnover rate and unit storage capacity between reservoirs with low and high minimum storage ratios

Low minimum storage ratio (＜50 %) High minimum storage ratio (≥70 %)
Significance level

Number Mean Number Mean

Mean annual turnover rate 43 3.9 58 5.6 P＜0.05

Unit storage capacity (m) 43 0.55 58 0.90 P＜0.001

Fig. 4 Change in unit storage capacity for the agricultural 

reservoirs with other water use 

Fig. 5 Unstable water supply reservoirs and curves of agricultural 

water supply potential

5. 최소 저수율이 다른 두 저수지군의 평균연회전율과 

단위저수량 비교

농업용 저수지에서의 최소 저수율은 홍수기 직전인 6월 하

순에 나타난다. 최소 저수율은 양주시 효촌 저수지에서는 6월 

29일 31 %의 낮은 값을 보였으나, 과천시 청계 저수지는 6월 

26일 82 %의 높은 값을 보였다.

최소 저수율이 70 % 이상인 저수지군과 50 % 미만인 저수

지군의 평균 연회전율과 단위저수량을 비교하였는데, 70 % 

이상 저수지군에서 평균 연회전율은 5.6회, 평균 단위저수량

은 0.90 m를 보였으며, 50 % 미만 저수지에서 평균 연회전율

은 3.9회, 평균 단위저수량은 0.55 m를 보였다. t 검정결과 최

소 저수율이 70 % 이상 저수지군에서 평균 연회전율과 단위

저수량은 모두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Table 5). 이와 같

이 평균 연회전율은 최고 및 최소 저수율에 모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목적 외 용수를 갖는 저수지에서의 평균 연회전율과 

단위저수량

농업용 저수지에서의 목적 외 용수는 20여 곳에서 생활용

수, 공업용수, 골프장 용수, 환경용수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목적 외 용수는 식 (5)에서와 같이 농업용수 잠재능을 저하시

킨다. 평균 연회전율은 식 (2)에서와 같이 평균 연유입량 및 

유효 저수용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목적 외 용수가 있는 저수

지에서도 변화가 없다.

식 (6)으로 산정된 농업용 단위저수량은 양수장 저수지인 

군산시 옥구 저수지와 김제시 백산 저수지에서는 0 이하의 값

을 보였다. 목적 외 용수가 있는 23개 저수지에서 농업용 평균 

단위저수량은 0.75 m를 보여 목적 외 용수가 없을 경우 0.89 

m에 비하여 약 16 %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따라

서, 농업용 저수지에서 목적 외 용수는 단위 저수량과 농업용

수 잠재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목

적 외 용수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7. 이수 불안전 저수지의 평균 연회전율과 단위저수량

이수 불안전 저수지는 양수장 저수지, 수혜면적의 일부에 

보조 수원공 (관정, 양수장, 보 및 보조 저수지)으로부터 용수

를 공급받는 저수지 등을 말한다. 58개 이수 불안전 저수지의 

평균 연회전율과 단위저수량의 관계는 Fig. 5와 같다. 이수 불

안전 저수지는 단위 저수량이 낮거나, 평균 연회전율이 낮은 

경우에 나타났다. 불안전 저수지는 평균 연회전율 2.0회 이상

과 단위 저수량 0.8 m 이상의 영역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

라서, 평균 연회전율은 단위 저수량과 함께 이수 안전도를 평

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판단된다.

또한, 이수 불안전 저수지의 대부분 (98 %)은 농업용수 잠

재능  = 2.0 m 미만에서 나타났고, 평균 연회전율이 2.0회 

미만에서는 단위 저수량이 큰 경우에도 이수 불안전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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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able water supply reservoirs for 10 frequency dry year 

and curves of agricultural water supply potential

다. 이는 농업용수 잠재능이 낮은 경우에는 단위 저수량을 높

여도 평균 연회전율이 낮게 되어 물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수 안전 저수지의 적지 선정의 기준으

로 농업용수 잠재능 2.0 m 이상을 고려할 수 있다. 

양수장 저수지인 신안군 고서 저수지는 평균 연회전율 3.0

회, 단위 저수량 0.78 m, 농업용수 공급 잠재능 2.3 m의 비교

적 높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저수지가 섬에 위치하여 있고, 

20년 빈도 이상 가뭄의 해에도 견딜 수 있는 생활용수를 공급

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8. 이수 안전 저수지의 영역 검토

식 (2)와 (4)의 관계로부터 10년 빈도 가뭄해의 연회전율은 

식 (7)과 같이 된다.

  







(7)

여기서, 는 10년 빈도 가뭄해의 저수지 연회전율, 는 

10년 빈도 가뭄해의 저수지에의 연유입량, 는 유효 저수용

량, 는 10년 빈도 가뭄해의 유출률, 는 10년 빈도 가뭄

해의 연강수량, 

는 유역면적이다.

식 (2), (4) 및 (7)의 관계로부터 저수지의 평균 연회전율에 

대한 10년 빈도 가뭄해의 연회전율의 비는 식 (8)와 같이 유출

률의 비와 연 강수량의 비의 곱으로 표현된다. 




 

 
  (8)

저수지 군의 연회전율 비의 평균은 유출률의 비가 상수인 

경우 식 (9)가 된다.




  

 



  (9)

여기서 는 저수지 군의 연회전율 비의 평균, 

는 저수지 군의 강수량 비의 평균이다.

금호강 유역을 비롯한 낙동강 5개 중권역 유역에서의 30년 

평균유출률 (56 %)에 대한 10년 빈도 가뭄해의 평균 유출률 

(42 %)의 비는 0.76을 보였다 (Jeon, 2016). 또한, 35개 기상 

관측지점 (KMA, 2015)에서의 최근 30년 평균 강수량에 대

한 10년 빈도 가뭄해에 해당되는 강수량의 비의 평균은 0.69

를 보였다. 제한된 지역에서 얻은 유출률의 비를 상수로 보면 

식 (9)에서 저수지 군에서의 30년 평균 연회전율에 대한 10년 

빈도 가뭄해의 연회전율의 비의 평균은 0.52가 된다. 따라서, 

30년 평균 연회전율 2.0회는 10년 빈도 가뭄해에는 평균 연회

전율이 약 1.0회가 된다. 

① 이상과 같은 연회전율에 대한 검토, ② 농어촌 공사에서 

제시된 단위 저수량의 상한치 (KRC, 2007), ③ 이수 불안전 

저수지가 나타나지 않은 영역, 등으로부터 10년 빈도 가뭄해

의 이수 안전 저수지 영역의 지표로 평균 연회전율 2.0회 이상

과 단위 저수량 0.8 m 이상을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

는 저수지를 표시하면 Fig. 6과 같다. 농업용수 잠재능의 값 

()이 클수록 해당 저수지는 넓은 범위에서 이수 안전 저수

지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수용량 증대 

사업에서 이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농업용

수 잠재능이 2.0 m 이상 지역을 선정하고, 저수용량이 증대되

는 저수지의 평균 연회전율과 단위저수량을 이 영역에 들어

가게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저수지의 평균 연회전율-단위 저수량 관계도는 농업

용 저수지의 이수 안전도를 평가하고, 저수용량 증대 저수지

의 적지 및 적정 저수용량을 결정하며, HOMWRS 모형에 의

한 결과를 사후에 검증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 잠재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저수용량 100만 m
3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그 구

성성분인 평균 연회전율과 단위저수량의 특성을 검토하고, 

저수지의 이수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균 연회전율-단위 

저수량의 관계도를 제시하였다.

농업용수 잠재능은 평균 연회전율과 단위 저수량의 곱으로 

나타내며, 목적 외 용수가 없는 저수지에서 수혜면적이 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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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한 일정한 값을 갖는다. 따라서 농업용수 잠재능 곡선

은 저수용량 증가에 따른 평균 연회전율의 변화를 나타낸다.

대상 저수지에서의 평균 연회전율은 3.8회로 나타났고, 평

균 단위 저수량은 0.92 m로 나타났다. 저수지의 최고 저수율

은 단위저수량이 작고 평균 연회전율이 큰 곳에서 크게 나타

났으나, 최소 저수율은 단위저수량과 평균 연회전율이 모두 

큰 곳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평균 연회전율은 최고 및 

최소 저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구역 내에 보조 수원공을 갖는 이수 불안전 저수지의 

대부분은 농업용수 잠재능 2.0 m 미만의 값을 보였고, 농업용

수 잠재능이 낮은 경우에는 단위 저수량을 높여도 평균 연회

전율이 낮게 되어 물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 빈도 가뭄해의 이수 안전 저수지의 지표로 평균 연

회전율 2.0회 이상과 단위 저수량 0.8 m 이상의 영역을 추정

하였다. 따라서, 이수 안전 저수지가 되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잠재능이 큰 지역을 선정하고, 저수지의 평균 연회전율과 단

위저수량을 이수 안전 영역에 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평균 연회전율-단위 저수량 관계도는 저수지의 이수 안전

도를 평가하고, 저수용량 증대 저수지의 적지 및 적정 저수용

량을 결정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한편, 본 연구 결과는 대상 저수지의 평균 유출률이 같다

는 가정 하에서 얻은 한계성을 갖고 있다. 향후, 자료의 축적

으로 저수지별 유출률이 파악된다면 보다 정확도가 높은 평

균 연회전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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