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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severe drought caused the water shortage around the western parts of Chungcheongnamdo province, South Korea. 

A Diversion tunnel from the Geum river to the Boryong dam, which is the water supply dam for these areas has been proposed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examined hydraulic impacts on the Geum river associated with the diversion plan assuming 
the severe drought condition of 2015 would persist for the simulation period of 2016. The hydraulic simulation model was 
verified using hydrologic and hydraulic data including hourly discharges of the Geum river and its 8 tributaries, fluctuation of 
tidal level at the mouth of the river, withdrawals and return flows and operation records of the Geum river barrage since Feb. 
1, 2015 through May 31, 2015. For the upstream boundary condition of the Geum river predicted inflow series using the 
nonlinear regression equation for 2015 discharge data was used. In order to estimate the effects of uncertainty in inflow 
prediction to the results total four inflow series consisting of upper limit flow, expected flow, lower limit flow and instream 
flow were used to examine hydraulic impacts of the diversion plan. The simulation showed that in cases of upper limit and 
expected flows there would be no problem in taking water from the Geum river mouth with a minimum water surface level of 
EL(+) 1.44 m. Meanwhile, the simulation also showed that in cases of lower limit flow and instream flow there would be some 
problems not only in taking water for water supply from the mouth of the Geum river but also operating the diversion facility 
itself with minimum water surface levels of EL(+) 0.94, 0.72, 0.43, and 0.14 m for the lower limit flow without/with diversion 
and the instream flow without/with divers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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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의 대상인 금강은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중

상류부의 대청댐과 용담댐, 하류부에는 금강하굿둑이 

있으며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

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가뭄에 의한 

농업용수 부족 등 사회, 경제적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

고(Jang, 2016), 특히 충청남도 서·북부권 8개 지자체

의 용수 공급을 담당하는 보령댐은 전국적인 가뭄을 

피해갈 수 없어 홍수기 강우는 1/3수준, 2015년 11월
의 댐 저수율은 역대 최저인 18.9%까지 도달하였다

(Lee, 2016). 이에 따라 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

고자 금강 본류의 중·하류부에 해당하는 백제보 하류 

6.7 km 지점에서 보령댐까지 21.9 km의 도수터널을 

신설하고, 금강 본류에서 보령댐으로 121,000 /day
를 통수하여 연계 운영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먼저 

국·내외 도수터널 사례를 살펴보면, 1991년 05월 주

암댐과 주암조절지댐 간 연장 11.49 km의 도수터널을 

설치하여 상호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나, 
터널 자체의 안정성 문제로 2015년 01월 시설안정화 

사업이 추진되어 신규 도수터널이 시공 중에 있고, 
1997년 12월 준공된 연장 21.90 km의 용담댐에서 고

산정수장으로 통수하는 용담댐 도수터널이 있다. 그
리고 2001년 05월의 금호강의 수질개선과 경북 동남

부지역의 용수공급을 위하여 임하댐과 영천댐을 연결

하는 연장 33.0 km의 영천댐 도수로 터널과 2015년 

05월 설치된 연장 1.93 km 안동댐과 임하댐 간 연결 

터널이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키누강 유역의 

이카리댐과 카와지댐을 연결하는 연장 1.09 km의 도

수터널과 오키나와 군도의 후쿠치댐, 베노키댐, 훈
가와댐, 아하댐, 신가와 댐 등 5개 댐을 통합 운영된 

사례가 있고(Park and Chung, 2014), 미국의 Trinity 
강의 Lewiston댐에서 Sacramento 강의 지류인 

Whiskeytown 댐을 Clear Creek 터널로 연결한 사례

가 있다(Douglas and Taylor, 1999). 궁극적으로 도수

터널은 저수지와 저수지 간의 유역 변경 방식으로 무

효방류량을 줄여 용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 동향으로는 Ham et al.(2001)은 

도수터널 굴착 전후 주변 지하수공의 수위변동을 파

악하여 지하수위 회복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Park(2012)은 안동-임하호를 연결한 모델을 구축하여 

탁수가 댐에 미치는 영향을 W2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2014년에는 수온성층 변화를 분석하였다. 
Jeong and Kim(2014)은 안동호와 임하호의 과거 수

문자료를 통해 이수적 효과를 분석하고, 저수지 모의 

운영을 수행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Jang and Ji(2014)는 금강을 횡단하는 안정성이 

확보된 도수관로의 매설구간 선정을 위해 2차원 수치

모형인 CCHE2D를 활용하여 흐름해석 및 하상변동 

분석을 수행하여 도수관로 횡단경로의 최적구간을 선

정한 연구가 있다. 본 연구 주제인 보령댐 도수터널은 

댐과 댐 간의 운영이 아닌 하천과 댐의 연계 운영으로

서, 2014-2015년과 같은 가뭄이 발생하여 본류의 유

량이 감소됨과 동시에 보령댐 유역의 용수 공급을 위

한 도수를 실시할 경우, 금강의 하굿둑과 보 운영을 포

함하여 농·공용수 취수시설 운영의 문제 등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할 수치 모형의 경계조건을 고려

하기 위하여 금강 중·하류부의 수리특성과 관련된 연

구동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구간의 수리

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금강하굿둑의 건설에 따른 수

리특성, 하상변동 및 퇴적토사량 예측, 댐 운영을 고려

한 생태 수문학적 평가, 조도계수 검토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Sur(1998)는 실제 관측을 통하여 고찰한 

금강 하구에서 공사로 인한 발생된 수리동역학적 변

화 연구를 수행하고자 2차원 수심적분의 유한요소모

형을 선정하여 금강하굿둑의 수문개폐 여부에 따른 

유동장의 변화와 퇴적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Park and Kim(1999)은 금강하굿둑의 설치 전후 홍수 

사상을 바탕으로 홍수 시 수리특성과 통수단면적 변

화를 조사하여 하굿둑이 금강하류부의 홍수위 도달시

간 검토 등 홍수흐름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다. 또한 Lee et al.(2005)은 하굿둑의 수문 개폐에 따

른 수리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금강 하구의 3개의 사

주를 중심으로 주변의 유량, 유속 등을 측정하여, 수문 

개폐에 따라 유속 차이로 인한 총 유량차가 최소 1.9
배 최고 24.2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Ko et al.(2009)은 상류 용담댐과 대청댐의 건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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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따라 예측되는 유황변화를 분석하고자 유역물

수지 모델인 KModSim과 하천생태분석 모델인 RAP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고유량은 20.5%, 8.0% 감
소한 반면 저유량은 156.3%, 340.8%가 증가하여 댐 

운영이 유황변동율을 감소시켜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Jeong et al.(2009)은 수위유지시

설 설치로 인한 하천의 홍수위험을 검토하고자 세종

시 금강구간을 중심으로 200년 빈도 홍수량에 대하여 

1차원 HEC-RAS와 2차원 FESWMS 모형을 이용하

여 수위유지시설 설치 높이에 따른 홍수위 변화를 비

교, 분석한 바 있으며, Kim et al.(2015)은 금강 중·하
류부에 건설된 세종보 상류를 중심으로 2차원 수치모

형인 SED-2D모형을 활용하여 흐름 및 하상변동 특성

을 분석한 바 있다.  
앞서 수행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금강 중·하류부 구간에 대하여 가뭄 발생에 따라 감소

되는 본류 유입량 예측과, 도수터널의 취수량을 모의

에 반영하여 취수량이 본류 수위에 미치는 영향을 비

정상류 해석(unsteady flow analysis)이 가능한 1차원 

모형인 HEC-RAS 모형으로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도수터널 운영이 금강에 미치는 수리-수질적인 영향

을 검토한 연구 중 수위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로 얻어지는 수위와 유

속, 유량 등 수리적인 모의 결과를 이용하여 염도와 용

존산소, 수온, 영양염류, 조류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내용은 별도의 논문으로 작성하였다. 

2. 수리 모형의 구축 및 검정

2.1. 수리 모형의 구축 및 경계조건 설정

연구 대상 주요 구간은 금강 중하류부로서, 총 연장

은 85.0 km를 적용하였다. 아래 Fig. 1은  주요 시설물

과 모의 검정을 위한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운영하는 

수위표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금강 하류부는 서해안의 조위 변화 영향이 직접적

으로 미치는 구간으로, 1990년 11월 대단위 농업종합

개발사업에 따라 금강하굿둑이 준공되어 금강, 동진

강, 만경강 연안 농경지의 용수 공급과 충남 및 전북 

인근의 생활, 공업용수를 공급하도록 계획되었다

Fig. 1. Study area of the Geum river.

(MOLIT, 2011). 하굿둑은 운영자의 수문조작에 따라 

기점수위의 역할을 담당하여 직접적인 배수위 영향을 

받고, 하굿둑으로부터 57.57 km 지점에 백제보가 

2012년 06월 준공되어 운영자에 의해 인위적인 운영

이 이루어지는 수리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모의를 위

하여 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보고서(MOLIT, 2011)의 

하천 횡단 측량 자료를 사용하였고, 하굿둑부터 연안

에 해당하는 구간은 전자해도와 위성지도를 사용하여 

지형을 구축하였다. 연안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지형 

구축을 실시한 이유는 향후 염도를 포함한 수질 모의 

시에 하굿둑 운영에 따른 해수 역류 조건을 모의하기 

위함이다. 모형 내 주요 매개변수인 Manning의 조도계

수는 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보고서(MOLIT, 2011)에
서 활용한 No.0 34+490까지 0.025, No.34+ 490
57+330까지 0.026, No.57+330 상류쪽으로는 0.027
을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모의 영역 확장 구간은 인접

구간과 동일하게 0.025를 적용하였다. 상류단 경계조

건은 갈수기 유황에 해당하는 2015년 2월 1일부터 5
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금강홍수통제소의 진두수위

표의 시간별 유량을 수집하였으며, 하류단 경계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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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 name Distance from Geum river barrage( ) Area( ) Area ratio(%)

Gilsan 0.720 115.8 1.50

Sanbuk 24.050 43.8 0.57

Ganggyeong 33.270 162.2 2.10

Nonsan 33.830 497.6 6.44

Suksung 38.220 145.6 1.88

Geum 49.400 182.8 2.37

Eunsan 52.540 49.2 0.64

Ji 57.330 246.2 3.19

Jindu water stage gauge 71.110 7,727.7 100

Table 1. Area ratio for estimation the inflow of tributary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Geum river and boundary conditions.

국립해양조사원(http://www.khoa.go.kr)의 장항검조

소의 분 자료를 60분 단위로 필터링 처리한 시간별 조

위를 사용하였다. 구간 내 주요 지류는 8개 하천으로 

실측자료가 없기 때문에 Table 1과 같이 진두수위표

와 유역 면적비를 적용하여 시간별 유량을 입력하였

다. 또한 용수 공급을 위한 취·양수장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

은 취수시설물을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작성

하고, 백제보 소수력을 포함하여 24개소에 대하여 측

방유출(lateral inflow hydrograph)로 처리하여 유량 

유입과 손실을 모의에 반영하였다. 또한 도수터널 운

영 계획에 따라 백제보 하류 6.7 km 지점의 1.4 /sec
가 유출되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다음 Fig. 2는 모형의 

모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2.2. 하굿둑 운영 실적 분석을 통한 운영룰 입력 

금강하굿둑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관할로 자체 운

영하고 있으며 운영 방식을 고려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관리수위는 계절별로 달리 

운영되는데, 최대용수가 필요한 시기인 3월 6월은 

EL.(+)2.0 m로 유지하고, 홍수기와 용수이용이 상대

적으로 줄어드는 7월 2월에는 EL.(+)1.0 m로 유지한

다. 또한 평수기 운영은 외조위와 내수위의 수위 차에 

따라 운영되는데 외조위가 내수위보다 30 cm 이상 높

을 경우에는 수문을 폐쇄하여 해수의 역류를 방지하

고, 내수위가 외조위보다 30 cm 이상 높을 경우에는 

수문을 개도하여 하천수를 방류한다. 아래 Table 2는 

2015년 2월 1일 2015년 5월 31일까지의 금강하굿둑

의 갈수기 수위 변동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인 경향

은 4월과 5월로 갈수록 하굿둑의 수위는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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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EL.m

Classification
(EL.m) February March April May

Min. 0.0900 0.2000 0.4400 0.0000

1st Qu. 1.1100 1.1200 1.3500 1.4200

Mean 1.2485 1.2632 1.4709 1.5364

Median 1.2900 1.2800 1.5900 1.5600

3rd Qu. 1.4300 1.4500 1.6700 1.6700

Max. 1.7300 1.7200 1.8700 1.9700

Total N 673 744 720 744

Std Dev. 0.2668 0.2453 0.2815 0.1924

Table 2.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water stage data in Geum river barrage (2015.2.1 5.31)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본격적인 농업용수 공급시기

에 맞춰 담수를 위한 운영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하한 

수위에 해당하는 누적백분율 25%인 1분위 값(1st 
Qu.)은 2월과 3월은 EL.(+)1.1 m 정도를 유지하지만 

4월과 5월에는 각각 EL.(+)1.35 m, EL.(+)1.42 m로 

수위를 상승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수위(mean)
와 중앙값(median)은 최소 EL.(+)1.25 EL.(+)1.56
m의 범위로 수위가 상승되고, 누적백분율 75%인 3분
위 값(3st Qu.)은 EL.(+)1.43 ~EL.(+)1.67 m로 나타나 

용수공급을 위한 수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수위의 경우는 2월과 3월에 EL.(+)1.70 m 정도를 

유지하며 4월과 5월에 EL.(+)1.87 m와 EL.(+)1.97 m
로 다소 상승하며 최고수위를 포함하여 모두 

EL.(+)2.0 m 이하로 유지된다. 이는 EL.(+)2.0 m가 초

과될 경우 배수위 영향으로 인해 상류 45.0 km 지점에 

해당하는 강경 비닐하우스 단지 등 인근 저지대의 내

수배제가 불량하여 침수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장조사 결과와 수위 변동 결과

를 토대로 하굿둑을 모형 내에서 Inline structure로 지

정하고, 시행착오법에 의해 실제 운영 실적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입력하였다. 

2.3. 모형의 검정

모의 결과가 실제 현상에 부합되어 나타나는지 재

현성 검토를 위하여 모의 수위와 실측수위의 비교, 분
석을 실시하였다.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제공하는 금강

하굿둑, 입포, 강경, 규암, 백제보, 진두수위표 등 6개

의 수위표의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검정을 시도하

였다. 모의치와 실측치의 비교 분석 결과는 아래 Fig. 
3과 같으며, 여기에서 굵은 실선이 모의치(stage)이고, 
가는 실선이 실측치(obs stage)로서 시계열 자료로 도

시하였다.
모형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PBIAS 

(Percent bias), PEP(Percent Error of Peak stage)를 활

용하였다. PBIAS는 평균적으로 모의치가 실측치 보

다 크거나 작은 경향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식(1)과 같

다. 모의치와 실측치가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 0의 값

을 갖게 되며 크기가 작을수록 모형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의 값을 가질 경우 모형은 

실측치 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며 

반대로 음의 값을 가질 경우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는 것이다(Moriasi et al., 2006). 

 



























×                  (1)

PEP는 최고 수위의 상대적인 오차를 나타내는 지

수로서 다음 식(2)와 같다(Moriasi et al., 2006). 최고 

수위는 하천의 범람을 결정하는 홍수위 모의뿐만 아

니라 본 연구와 같이 관리수위의 상한을 유지해야 하

는 경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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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um river estuary dam (b) Ibpo water stage gauge

(c) Ganggyeong water stage gauge (d) Gyuam water stage gauge

(e) Baekje weir (f) Jindu water stage gauge

Fig. 3. Comparison of simulated and observed data.














 




×                               (2)

모형의 성능평가 결과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

문에 Moriasi et al.(2006)이 제시한 수문 모의에 대한 

모형 성능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으며, 아래 

Table 3과 같이 구분하고, 본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강경, 규암, 백제보, 진두 지점은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금강하굿둑과 입포수위표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 분

석 결과, 금강하굿둑은 조위가 하강할 경우, 조위가 어

느 시점까지 하강할 것인지 운영자가 사전에 알고 있

기 때문에 내수의 최대 방류를 위하여 관리수위에 구

애받지 않고 내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반면, 모형 내에

서는 외조위와 내수위의 차이만을 이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을 반영하지 못하여 생기는 

모형의 한계로 판단하였다. 또한 입포수위표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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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station
Maximum water level(EL.m)

PBIAS PEP Performance
Simulated Observed

Geum river barrage 1.99 1.97 16.65 1.02 Satisfactory

Ippo 1.99 1.21 157.69 64.46 Unsatisfactory

Ganggyeong 2.00 2.10 4.53 -4.76 Very good

Gyuam 2.01 2.10 5.65 -4.29 Very good

Baekje weir 4.46 4.47 -0.62 -0.22 Very good

Jindu 4.50 4.42 1.36 1.81 Very good

Table 4. Performance of simulation results (2015.2.1 5.31)

Performance rating PEP PBIAS

Very good  PEP ±10  PBIAS ±10

Good ±10 < PEP ±15 ±10 < PBIAS ±15

Satisfactory ±15 < PEP ±25 ±15 < PBIAS ±25

Unsatisfactory PEP > ±25 PBIAS > ±25

Table 3. Statistical criteria for performance of models (Moriasi et al., 2006)

Observation station Distance from Geum river 
barrage(km)

 Water stage(EL.m)

Min Mean Max

Geum river barrage 0.00 0 1.38 1.97

Ippo 20.58 -0.35 0.62 1.21

Ganggyeong 32.92 0.64 1.55 2.1

Gyuam 52.16 0.60 1.54 2.1

Baeje weir 58.57 4.08 4.23 4.47

Jindu 71.11 4.01 4.16 4.42

Table 5.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observed water stage data (2015.2.1 5.31)

평가의 불만족 원인 검토하기 위하여 Table 5와 같이 

6개 수위 관측소의 실측 수위자료의 통계적 특성을 분

석하고, Fig. 4와 같이 나타냈다. 규암과 강경수위표 

구간은 19.24 km 이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위

차이가 0.01 0.04 m로 수위차가 적은 반면, 강경과 

입포 구간은 12.34 km 이격되어 상대적으로 가까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0.89 0.99 m의 차이가 발생하

고 있으며, 하류부인 금강하굿둑에 비해 0.35 0.76 m 
낮게 측정됨을 알 수 있다. Fig. 4(a)와 같이 홍수기를 

제외하고 금강하굿둑의 수위는 기점수위 역할로서 백

제보까지 호소와 같은 레벨 풀(level pool) 상태가 되

며 수위가 거의 일정해야 하는데, Fig. 4(b)의 입포수

위표는 상하류 지점에 위치한 금강하굿둑과 강경에 

비해 평균 0.76 m 낮게 분석되어 모형 보다는 실측 수

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불만족으

로 판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유량 감소 및 하굿둑 운영 시나리오 설정

3.1. 유량 감소 시나리오 설정

2014-2015년과 같이 가뭄이 발생하여 본류의 유량

이 감소됨과 동시에 용수공급을 위한 도수 여부에 따

른 수위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하기 위하여, 상류단 경

계조건인 진두수위표의 2014, 2015, 2016년도의 갈수

기에 해당하는 9월 1월까지의 평균유량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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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January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2014 - 124.17 110.08 108.89 96.66

2015 74.69 51.56
(-58%)

52.65
(-52%)

64.74
(-41%)

57.50
(-41%)

2016 35.59
(-52%)

74.06
(+44%)

70.67
(+44%)

58.01
(-10%)

59.26
(+3%)

Table 6. Monthly mean discharges and percentages of difference compared with previous year (unit: /s)

(a) Profile of simulation result (b) Observed water stage 
Fig. 4. Profile of observed water stage data.

Table 6과 같이 분석하였으며, 괄호는 전년도 대비 감

소 또는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4년 대비 2015년의 유량은 가뭄 현상이 반영되

어 최소 41% 최대 58% 감소하였으며, 가뭄의 영향

이 2016년 1월까지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

다. 반면에 2016년 유량은 2014년 유량 보다는 작았

으나, 2015년 보다는 소폭 증가한 형태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6년의 증가된 유량을 활

용하지 않고,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 28일까지

의 10분 단위 유량자료를 활용하여 경과일수-감소유

량에 따른 비선형 회귀분석식을 구하여 2015년과 같

은 가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상황이 점차 악화될 

경우를 재현하고자 하였다. 아래 Fig. 5는 회귀식 산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비선형 회귀식에서 예측된 유량의 평균을 ‘가정 유

량’이라고 칭하였다. 2015년 2월 1일 5월 31일까지

의 10분 단위로 측정된 실측 유량과 회귀식에 의한 가

정 유량의 일유량 자료를 아래 Table 7과 같이 비교하

였다. 최소유량을 제외하고 모든 통계치에서 유량감

소가 반영되어 11% 2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본 

Fig. 5. Derivation of a discharge curve through the 
nonlinear regression method.

연구에서 활용할 평균유량을 볼 때 과거 유량 89.70
/s 대비 18.53 /s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해양부

(2011)(현 국토교통부)에서는 평균갈수량을 기준으로 

본류 내 공주, 규암, 강경 지점의 하천유지유량을 제시

하였으며, 각각 15.1 /s, 17.5 /s, 19.9 /s로 본 연

구에서 추정한 가정 유량과 비슷한 범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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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Upstream boundary condition
( /s) Criteria

Upper limit flow 24.33 Expected flow + Standard deviation

Expected flow 18.53 Expected flow from nonlinear regression

Instream flow 15.10 Instream flow at Gongju

Lower limit flow 12.73 Expected flow - Standard deviation

Table 8. Simulation scenarios with different upstream inflows

Classification Observed discharge
(2015.2.1 5.31)

Expected discharge
(2016.2.1 5.31)

Percentage of expected 
discharge over observed 

discharge (%)

Min. 1.80 9.80 544

1st Qu. 70.30 13.50 19

Mean 89.70 18.53 21

Median 89.20 17.86 20

3rd Qu. 108.40 23.18 21

Max. 278.40 29.99 11

Total N 2,881 121 -

Std Dev. 29.43 5.80 20

Table 7. Comparison of statistic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year 2015 observed discharges and the year 2016 expected 
discharges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지유량과 더불어 

2016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정 유량 18.53
/s를 기준으로 유량 산정과정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

하여 표준편차인 ±5.80 /s 범위의 상한 유량과 하한 

유량 등 4가지 조건을 선정하였다.

3.2. 하굿둑 운영 시나리오 검토

모형의 구축과 검정에 사용한 하굿둑의 조작 모의

를 위한 운영룰은 2015년 2월 1일 5월 31일까지의 

진두수위표의 평균 유량 89.70 /s을 대상으로 실제 

운영 실적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입력한 결

과이나 가정 유량은 2015년 유량의 21%수준으로 기

존의 작성했던 운영룰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존 운영룰을 적용하여 모

의한 결과는 Fig. 6과 같으며, 3월 하순경부터 농업용

수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금강하굿둑 내수위가 점차 

하강하여 5월말에는 EL(+)1.26 m까지 하강하는 것으

로 분석되어 상류 유량 감소에 따라 금강하굿둑 내수

위의 과대한 하강이 발생하여 농업용수 취수에 영향

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금강하굿둑 

내수위가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유입 유량이 가정 유량 보다 더 감소할 경우 심각한 용

수 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가정유량에 대한 하굿둑의 운영룰에 대

하여 월별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 최저 수위의 하한

치를 상향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상류 유량 감소에 따

른 방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시행착

오법에 의해 2015년 최저 목표 수위에 0.60 m를 더한

값을 채택하였다.
최저수위 상향을 위한 운영방식을 적용할 때, 4 5

월 최저 수위가 EL.(+)1.51 m이며 평균 수위는 

EL.(+)1.63 m로 2015년 운영방식을 적용한 경우 보

다 평균 수위는 물론 최저 수위도 높게 유지되어 농업

용수를 비롯한 제반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

된다. 운영 시나리오 검토가 시사하는 바는 농업용수 

취수가 본격화되는 금년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심각한 

가뭄의 영향으로 하굿둑으로 유입하는 유량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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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imulated water stage variation at the Geum river barrage using the current operation rules.

Fig. 7. Simulated water stage variation at the Geum river barrage using the new operation rules.

감소하는 반면에 공급해야 할 용수수요는 급증하기 

때문에 하굿둑에서 방류를 최소화하여 최저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농업용수를 포함한 제반 

용수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다.  

4. 유량 감소 시나리오에 따른 본류 수위 영향 분석 

결과

2015년 유량을 포함하여 3장에서 산정한 4가지 유

량 조건과 도수 여부를 고려하여 본류의 수위 분석 결

과를 분석하고자 총 9가지 조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의 정리는 취수 문제 발생 여부의 중점사항인 최

소 및 평균 수위 결과를 중점적으로 제시하였으며 

Table 9와 같다. 2015년 유량과 4가지 조건 유량에 대

한 수위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앞서 분석한 금강하굿

둑의 운영룰 변경에 따른 영향이며, 금강하굿둑의 수

위가 결정되면 상류의 입포, 강경, 규암수위표를 포함

하여 57.58 km에 위치한 백제보까지의 수위차가 발생

하지 않는 레벨 풀의 형태가 나타나 금강하굿둑 백

제보 구간에 취수시설물의 취수문제 발생 여부는 하

굿둑의 수위 결정이 가장 중점사항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위의 Table 2의 농업용수 공급시기인 2015년 4
월과 5월의 하한 수위의 해당하는 EL.1.39 m를 기준

으로 볼 경우, 상한 가정 유량이 유입되는 동시에 도수

터널 운영을 실시하더라도 금강 하굿둑의 최저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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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Geum river barrage Ibpo Ganggyeong Gyuam

Min Mean Min Mean Min Mean Min Mean

Discharge of 2015 1.12 1.61 1.11 1.61 1.12 1.62 1.11 1.63

Upper limit 
flow

without diversion 1.56 1.72 1.56 1.72 1.56 1.72 1.56 1.72

with diversion 1.55 1.71 1.55 1.71 1.55 1.72 1.55 1.72

Expected flow
without diversion 1.51 1.61 1.51 1.61 1.51 1.61 1.51 1.61

with diversion 1.44 1.55 1.44 1.55 1.44 1.55 1.44 1.56

Instream flow 
without diversion 0.94 1.41 0.94 1.41 0.94 1.42 0.94 1.42

with diversion 0.72 1.35 0.72 1.35 0.72 1.36 0.72 1.36

Lower limit 
flow

without diversion 0.43 1.27 0.43 1.27 0.43 1.28 0.43 1.28

with diversion 0.14 1.19 0.14 1.19 0.14 1.20 0.14 1.20

Table 9. Simulated discharges without/with diversion for different inflow conditions at 4 water stage gauges 

(a) Result of minimum water stage (b) Result of mean water stage
Fig. 8. Simulated discharges without/with diversion for different inflow conditions at 4 water stage gauges.

EL.(+)1.55 m로 상류의 백제보까지 같은 수위를 유지

하여 구간 내 취수시설의 취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고, 마찬가지로 가정 유량이 유입되고, 도수

를 실시하더라도 최저 수위는 EL.(+)1.44 m로 취수시

설의 문제 발생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러나 하천유지유량인 15.10 /s와 하한 가정 유량과 

작거나 같은 유량인 12.73 /s가 유입되는 경우, 금강

하굿둑의 최저 수위는 각각 EL.(+)0.72 m, EL.(+)0.43
m로 하강될 것으로 예측되어 도수터널 운영 여부에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농업용수를 비롯한 제반 취수시

설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 수위도 이와 마찬가지 패턴을 보였는데, 2015년 

4월과 5월의 평균 수위의 해당하는 EL.(+)1.50 m를 

기준으로 볼 경우, 상한 가정 유량이 유입되는 동시에 

도수터널 운영을 실시하더라도 금강 하굿둑의 최저 

수위는 EL(+)1.71 m로 상류의 백제보까지 EL.(+)1.72
m를 유지하여 구간 내 취수시설의 취수에 문제가 없

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정 유량이 유입되고, 도
수를 실시하더라도 최저 수위는 EL(+)1.55 m로 취수

시설의 문제 발생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하천유지유량인 15.10 /s와 예측 하한 유량

과 작거나 같은 유량인 12.73 /s가 유입되는 경우, 
금강하굿둑의 최저 수위는 각각 EL(+)1.35 m, EL(+) 
1.19 m로 하강될 것으로 예측되어 도수터널 운영 여

부에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농업용수를 비롯한 제반 

취수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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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금강 본류 총 85.0 에 이르는 구간

에 대하여 유량, 조위, 취수량 및 회귀수, 금강 배수갑

문 운영과 도수 여부를 고려한 1차원 부정류 수리 모

형을 구축하고, 유황분석을 통하여 본류 유량 감소와 

도수 여부에 따른 금강 본류의 수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14년 대비 2015년의 유량은 가뭄 현상이 반영

되어 최소 41% 최대 58% 감소하였으며, 가뭄의 영

향이 2016년 1월까지 반영되어 나타났다. 반면에 

2016년 유량은 2014년 유량 보다는 작았으나, 2015년 

보다는 소폭 증가한 형태를 나타냈다. 2015년과 같은 

가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상황이 점차 악화될 경

우를 재현하고자 경과일수-감소유량에 따른 비선형 

회귀분석식을 도출하여 분석한 결과 2016년의 가정 

유량은 2015년의 평균 유량 89.70 /s 대비 21% 수
준인 18.53 /s 분석되어 현저하게 감소한 형태가 나

타났다.
2. 가정 유량은 2015년 유량의 21% 수준으로 기존 

모형의 검정에 활용한 하굿둑 운영룰을 적용한 결과, 3
월 하순경부터 농업용수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금강하

굿둑 내수위가 점차 하강하여 5월말에는 EL(+)1.26 m
까지 하강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과대한 수위 하강이 

발생하였다. 최저 수위 상향을 위한 운영룰 적용시는 

4 5월 최저 수위가 EL(+)1.51 m이며 평균 수위는 

EL(+)1.63 m로 2015년 운영룰을 적용할 경우 보다 

평균 수위는 물론 최저 수위도 높게 유지되어 농업용

수를 비롯한 제반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예측되

어, 갈수기의 유량이 감소된다면, 하굿둑의 방류를 최

소화하여 최저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농

업용수를 포함한 제반 용수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

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금강하굿둑의 수위가 결정되면 상류의 입포, 강

경, 규암수위표를 포함하여 57.58 km에 위치한 백제

보까지의 수위차가 발생하지 않는 레벨 풀의 형태를 

나타내어, 금강하굿둑 백제보 구간에 취수시설물의 

취수문제 발생 여부는 하굿둑의 수위 결정이 가장 중

점사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한 가정 유량과 가정 

유량이 유입될 경우 보령댐으로 도수를 하는 경우에

도 금강 하굿둑의 최저 수위는 EL(+)1.44 m 이상으로 

금강 하류부의 취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러나, 하천유지유량(평균 15.1 /s)과 그 

이하의 하한 가정 유량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보령댐

으로 미 도수시와 도수시 금강하굿둑의 최저 수위는 

각각 EL(+)0.94 m와 EL(+)0.72 m, EL(+)0.43 m, 
EL(+)0.14 m로 모의되어 기존 취수시설 뿐만 아니라 

보령댐 도수시설의 운영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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