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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량을 고려한 낙동강유역 다목적댐의 가용허가수량 추정

Estimation of Available Permit Water for Considering the Evaporation of 
Multipurpose Dams in Nakdong River Basin

김선주*․박기춘**,†․박희성***

Kim, Sun Joo․Park, Ki Chun․Park, Hee Seong

ABSTRACT
The dam plan quantity of constructive and water supply quantity of present time are showing a difference with change in climate 

and augmentation of water demand for multipurpose dams in Nakdong river basin. But revaluates a water supply ability the method 
or the process is official for is not taking a position, so actual condition applies the plan quantity of dam constructive. Considers 
various situation of actual multipurpose dam from research sees consequently and in K-WEAP is an integrated water resources 
evaluation plan model applies as water permit availability multipurpose dam, currently water permit availability comparison, analyzed. 
In this study, the natural daily flow data and apply the dimensions of the reservoir, and for more than 30 years of the long-term water 
balance analysis conducted by Date Nakdong river basin can supply reservoirs are large quantity of permits available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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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공업화와 경제발전을 통한 용수수요의 증대와 이상기후에 따

른 가뭄은 빈번한 물분쟁을 가져옴으로써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새로운 수자원의 확보가 개발 적지의 감

소와 개발에 따른 반대여론의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지속 

가능하고 자연 친화적인 수자원의 개발과 보전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건설된 다목적댐들은 건설 당시의 타당성 조사에

서 분석한 용수공급능력, 즉 댐 계획량을 가용허가수량 (하천에

서 저수지에 의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허가량은 갈수기 부족분

을 저수지의 이월 능력으로 채워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때 가용허가수량이란 연중 일정한 양이 보장되는 수량, KICT, 

2007)으로 사용하고 있어 건설 당시의 수리환경의 변화와 용수

수요의 증대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댐의 가용허가수량

에 대한 재평가하기 위한 공식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정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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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 가용허가수량에 대한 재평가가 없이 수리권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용수사용을 개

선할 원인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며, 임의적인 허가가 계속 부여

될 경우, 갈수시 물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을 위한 적절한 가용허가수량을 판

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용수공급을 위한 저수지의 기능은 풍수기의 유량을 갈수기로 

이월하는 것이다. 유량의 이월을 통해 갈수기에도 저수지의 하

류 지역이나 저수지로부터 공급을 받는 지역은 갈수량보다도 더 

많은 유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저수지의 이월 능력은 그 용

량과 운영방법에 따라 다르다. 저수지의 용량이 클수록 이월능력

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저수지의 운영방법에 따라 이

월능력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극단적인 예로 유입량을 무조

건 방류한다는 운영방법에 따라 저수지를 운영하게 되면, 저수지

의 이월능력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와 반대로 

저수지의 이월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기반으로 최적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

인 경우 최적운영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저수지 공급량을 

판단하기 위한 물수지 분석은 가능하면 현실과 유사하도록 모의 

(Simulation)해야 하므로 현실에 부합하는 운영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현실에서 저수지의 운영은 저수지가 공급해야하는 수

요처의 요구랑에 따라 달라진다. 용수공급이 목적인 경우 수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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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충분한 용수를 획득하도록 저수지가 운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KICT, 2006, 2007).

선행연구로서는 농업용수 수리권을 평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2007)하고, 대규모 농업용 저수지의 가용허가수

량을 산정(Kim et al. 2009, 2012)한바 있으나 농업용 저수지

는 100 Km2 이하의 면적으로 물수지 분석시 증발량을 고려하지 

않았다. 규모가 작은 저수지의 경우 수표면적이 적어 증발량에 

대한 영향이 갈수 시의 유량 자체의 불확실성보다 극히 적기 때

문으로 물수지 분석시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낙동강유역의 다

목적댐은 95.4 (밀양댐)～2,285 km2 (남강댐) 이내의 유역을 포

함하므로 증발량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고

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낙동강유역 다목적댐의 증발을 고

려하였으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K-WEAP에 적용하였다. 

K-WEAP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유역통합물수지분석 

및 수자원계획기술 개발”에서 활용된 통합수자원평가계획모형으

로서 수자원 계획에 적합한 (KICT, 2005)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하여 낙동강유역 댐의 가용허가수량을 분석하고, 현재 산정되

어 있는 댐의 가용허가수량과 비교․분석하였다.

II. 기본 가정

1. 물수지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

물수지 분석을 통해 실제 세계를 그대로 모의할 수는 없으므

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을 통해 실제 세계를 단순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유역 다목적댐의 가용수량 추

정을 위하여 낙동강 권역 하천유수사용관리시스템 구축 2단계 

(KICT, 2007)에 활용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① 저수지 바닥 침투량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저수지의 경우 저수지 바닥면적에 따른 침투량에 대한 영향

이 갈수 시의 유량 자체의 불확실성보다 극히 적은 양으로 판

단되므로 물수지 분석 시 고려하지 않았다.

② 저수지 조작손실과 하천과 지하수의 상호작용은 없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저수지의 조작손실과 하천의 지하수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갖고 있으나 갈수 시의 유입량에 대한 불확실성과 비교

해 크지 않은 양으로 판단되므로 물수지 분석 시 이를 고려하

지 않았다.

③ 저수지와 하천에 의해 공급되는 용수수요량은 연중 일정

량으로 가정하였다.

하천수사용허가의 경우 하천에서 기준자연갈수량 내에서 허

Fig. 1 Available Permit Water (KICT, 2007)

가를 하고 있는데 이는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이 보장되도록 하

기 위해서이다. 하천에서 저수지에 의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허가량은 Fig. 1과 같이 갈수기 부족분을 저수지의 이월 능력

으로 채워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가용허가수량이란 

연중 일정한 양이 보장되는 수량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물수지 

분석에서 용수수요량은 연중일정량으로 가정하였다.

④ 취수는 단일 수요처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

정하였으며, 회귀량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는 유역 

내의 여러 지점에서 취수가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 취수와 회귀

가 반복되어 실제로 취수할 수 있는 양은 더 늘어나게 된다. 하

지만 이러한 취수와 회귀는 가용허가수량의 산정에는 불필요한 

부분이다. 가용허가수량을 이용하여 허가가능성을 검토하기 위

한 물수지 분석을 실시할 때 취수와 회귀 등이 별도로 고려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일 취수장에서 동일 유량을 지속적으로 

취수할 수 있는 경우, 해당유량의 최대치를 하천과 저수지에 의

해 공급되는 가용허가수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수요

량이 가상적인 단일 수요처에서 취수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회귀량은 가용허가수량 추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수요처에서의 회귀량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⑤ 분석단위는 일단위로 하였으며, 공급량은 저수지유입량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저수지의 가용허가수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갈수량과 동등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별 이하의 단위에서 물수

지 분석을 수행해야한다. 공급량은 저수지 유입량만 있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분석 영역은 저수지의 일부 하류를 포함한 저

수지 상류로서 전체 유역에 비해 국소적인 규모이다. 따라서 일

별로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였더라도 하도 추적은 하지 않았다.

⑥ 저수지의 초기 저수량은 만수위로 가정한다.

저수지의 초기 저수량은 모의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그 영향이 

현저히 감소한다. 따라서 장기간의 연속된 자료를 이용해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므로 초기저수량은 만수위로 가정하여 초기저수량 

부족으로 인한 물 부족의 발생이 결과검토에 영향을 주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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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s of multi-purpose dams in the Nakdong-river basin

Classification Andongdam Limhadam Hapchundam Namgangdam Milyangdam

River / Stream
Nakdong

River

Banbean

Stream 

Hwang

River

Nam

River

Danjang

Stream

Watershed Area (km2) 1,584.0 1361.0 925.0 2,285.0 95.4

Reservoir capacity (Million m3) 1,248.0 595.0 790.0 309.2 73.6

Normal high water level storage (Million m3) 1,224.0 548.1 710.4 166.2 66.7

Dead storage storage (Million m3) 118.0 40.0 20.0 9.5 3.8

  

(a) Andongdam (schematic) (b) Limhadam (schematic) (c) Hapchundam (schematic)

 

(d) Namgangdam (schematic) (e) Milyangdam

Fig. 2 The organization of water resources (schematic)

록 하였다.

⑦ 저수지 및 유역 증발량을 고려한다. 낙동강유역의 다목적

댐은 95.4 (밀양댐)～2,285 km2 (남강댐) 이내의 유역을 포함

하므로 증발량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유역 전체의 증발

량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물관리 시스템 구축 

(3차) (KICT, 2007)에 활용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위 가정과 제한사항으로 실제의 차이는 발생하나 설계시의 값

과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 Andongdam (daily flow data)

(b) Limhadam (daily flow data)

(c) Hapchundam (daily flow data)

(d) Namgangdam (daily flow data)

(e) Milyangdam (daily flow data)

Fig. 2 The organization of water resources (daily flow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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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재료 및 방법

1. 대상 지역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유역의 다목적 댐을 대상지역으로 하였

다. 낙동강유역의 다목적댐은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밀양댐, 

남강댐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용수공급 계약에 의해 관리

하고 있다. 각 댐에 대한 유역면적, 저수량, 상시만수위, 사수용

량 (수자원공사, 2003)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안동댐, 임하

댐은 2013년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 안동권관리단

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합천댐, 남강댐, 밀양댐은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 합천댐관리단, 남강댐관리단, 밀양댐관리단에서 관

리하고 있다. 이들 다목적댐들은 1960년대 건설된 이후 홍수조

절과 용수공급, 그리고 전력생산을 하고 있으며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 개발 및 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2. 저수지의 가용허가수량의 추정

주어진 수요량에 대해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장기간의 모의를 

수행하고 나면, 해당 수요량에 대해 장기간 동안 물 부족이 일

어나는지 나지 않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만약 물 부족이 발생한

다면 이는 수요량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므로 이를 낮추고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 다면 수요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수요량을 증가시킬 

수 없는 시점이 발생하는데, 이때의 수요량이 저수지에서 안정

적으로 공급 가능한 최대의 유량이 될 것이며, 이것이 저수지와 

하천에 의해 공급되는 가용허가수량이 된다. 이 가용허가수량에

서 하천의 기준자연갈수량을 빼면, 저수지에 의해 추가적으로 확

보되는 가용허가수량을 구할 수 있다.

3. 물수지 분석 및 자료입력

물수지 분석 작업을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에서 개발한 K-WEAP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개발된 K-WEAP은 수장기장기종합계획 (2006～
2020) 수립 시 권역별로 용수수급을 평가하는 물수지 분석 모형

으로 적용되어 그 성능을 인정받은 바 있다 (KICT, 2005). 본 

연구에서는 K-WEAP 상에 Fig. 2와 같은 모식도를 작성하였다. 

K-WEAP의 저수지에 관련된 입력 자료는 해당 저수지의 설계제

원을 활용하였다. 

댐 유역의 용수 수요처와 공급원을 단순화하여 수요처는 공업

용수, 생활용수, 생공용수, 농업용수를 하나의 댐 수요처로서 단

순화하여 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원은 각 다목적댐 외에 지

하수와 소하천 등이 있으나 양이 적어 다목적댐을 단일 공급원

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K-WEAP에서는 기준년도 시스템을 통하여 현재 존재하는 수

자원 시스템의 기본체제를 구축하게 되어 있다. 본 과업에서 유

량자료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11∼2020을 기준으로 하여 중

권역 일별자연유량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파일 읽기 방법, 수

문년도법, 수식 입력, 수문년도법, 수문년 정의, 수문년 계열 등

의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파일 읽기 방법으로 유역 유

입량을 일별자연유량으로서 입력하였으며, 증발이 있다고 가정

할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하였다.

증발량은 유역별 유입량과 같은 방식으로 저수지 수표면의 수

면증발량과 유역전체의 증발량을 고려하였으며, 실시간 물관리 

시스템 구축 (3차) (KICT, 2007)에 활용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Table 1과 Fig. 2의 자료를 이용하여 K-WEAP을 모의하였다. 

계획기간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11∼2020의 자료를 바탕으

로 하였으며, 한 해당 모의 횟수는 365회로서 일별모의를 실시

하고 수문년도의 시작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저수

용량은 총저수용량을 사용하였으며, 초기 저수량은 기준년도의 

첫 모의단위는 시작할 때 저수된 물의 양으로서 상시만수위에 해

당하는 상시만수위용량을 입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에 

대한 증발량을 배제한 결과와 고려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3

∼7은 저수지에 대한 증발량을 배제하고 산정한 결과와 증발량

을 고려한 결과에 따른 저수지저수량 모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3과 같이 안동댐에서의 저수지에 대한 증발량을 배제하고 

산정한 결과와 증발량을 고려한 결과에 따른 저수지저수량 모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의결과, 1996년∼1998년 사이의 갈수

에 의해 저수지저수량이 최소값으로 모의되었으며, K-WEAP에

Fig. 3 Simulated storage of Andongdam with and without 
considering eva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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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가용허가수량은 증발량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29.4 m3/s, 

증발량을 고려할 때 28.6 m3/s으로 산정되었다.

임하댐에서의 저수지에 대한 증발량을 배제하고 산정한 결과

와 증발량을 고려한 결과에 따른 저수지저수량 모의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Fig. 4). 모의결과, 1994년∼1998년 사이의 갈수

에 의해 저수지저수량이 최소값으로 모의되었으며, K-WEAP에

서의 가용허가수량은 증발량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18.8 m3/s, 

증발량을 고려할 때 18.7 m3/s으로 산정되었다.

Fig. 5는 합천댐에서의 저수지에 대한 증발량을 배제하고 산

정한 결과와 증발량을 고려한 결과에 따른 저수지저수량 모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의결과, 1996년∼1998년 사이의 갈수

에 의해 저수지저수량이 최소값으로 모의되었으며, K-WEAP에

서의 가용허가수량은 증발량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19.0 m3/s, 

증발량을 고려할 때 18.9 m3/s으로 산정되었다.

Fig. 6은 남강댐에서의 저수지에 대한 증발량을 배제하고 산정

Fig. 4 Simulated storage of Limhadam with and without 
considering evaporation

Fig. 5 Simulated storage of Hapchundam with and without 
considering evaporation

한 결과와 증발량을 고려한 결과에 따른 저수지저수량 모의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의결과, 1978년∼1980년 사이의 갈수에 

의해 저수지저수량이 최소값으로 모의되었으며, K-WEAP에서의 

가용허가수량은 증발량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18.2 m3/s, 증발

량을 고려할 때 18.1 m3/s으로 산정되었다.

Fig. 7은 밀양댐에서의 저수지에 대한 증발량을 배제하고 산

정한 결과와 증발량을 고려한 결과에 따른 저수지저수량 모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의결과, 1996년∼1998년 사이의 갈수

에 의해 저수지저수량이 최소값으로 모의되었으며, K-WEAP에

서의 가용허가수량은 증발량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2.3 m3/s, 증

발량을 고려할 때 2.2 m3/s으로 산정되었다

위와 같이 남강댐 (1978∼1980년)을 제외하고, 기타 댐은 1996

년∼1998년 사이의 갈수에 의해 최소값이 모의되었다. 이는 남

강댐 유역이 타 유역과는 달리 1978∼1980년에 갈수가 발생하

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Fig, 6 Simulated storage of Namgangdam with and without 
considering evaporation

Fig. 7 Simulated storage of Milyangdam with and without 
considering eva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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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laned water requirement and Estimated water permit availability

Classification Andong Limha Hapchun Namgang Milyang

Planed water requirement (m3/s) 25.7 10.1 14.3 19.3 1.3

Estimated water permit availability (m3/s)

(Not Considering the Evaporation)

29.4

(＋14.4 %)

18.8

(＋86.1 %)

19.0

(＋32.9 %)

18.2

(-5.7 %)

2.3

(＋76.9 %)

Estimated water permit availability (m3/s)

(Considering the Evaporation)

28.6

(＋11.3 %)

18.7

(＋85.1 %)

18.9

(＋32.2 %)

18.1

(-6.2 %)

2.2

(＋69.2 %)

Table 2는 낙동강 유역의 다목적댐 건설시에 설정된 용수공

급계획량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유량자료를 적용하여 산정된 

K-WEAP의 결과값을 비교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산정하여 적용

한 값이 댐별로 각각 ＋14.4 (＋11.3) %, ＋86.1 (＋85.1) %, 

＋32.9 (＋32.2) %, －5.7 (－6.2) %, ＋76.9 (＋69.2) %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기후변화와 수리환경 변화 등으로 인

한 변화량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저수지의 증발량을 고

려하여 본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0.5～4.3% 의 차이가 발생하

여 증발량을 고려하여야 객관적인 가용허가수량이 산정될 것이

라 판단된다.

V. 결 론

현재 다목적댐의 관리는 건설시에 설정된 댐 계획량을 그대로 

인정하여 사용하고 이를 연계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 통합수자원평가를 통하여 다목적댐의 가용허가수량을 재

평가해 본 결과 기존의 용수공급능력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수지의 증발량을 고려하여 그 산정결

과를 비교하였다.

다목적댐 건설 이후의 기후변화와 수리환경 변화 및 용수수요

의 증대에 따른 불확실성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천수사용실적

관리시스템과 같은 통계자료의 축척과 다목적댐의 가용허가수량 

산정를 위한 공식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자원 사용에 대한 사용용수의 출처를 밝혀둘 필요

가 있다. 또한, 현재 낙동강의 경우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

로 다목적보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홍수통제소 등의 축

척된 하천수사용의 실적․허가통계, 수문 및 기상 관측자료 등의 

꾸준한 자료 수집․활용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요청되는 사항

이다.

수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더욱 빈번해지고, 기후, 수

문, 지리, 사회경제 등의 변동과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려면 수자원의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수자

원의 주요 공급원인 다목적댐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가용허가수량의 분포, 물공급과 사후관리 등 정확한 조사 및 분

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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