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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ddition to structural stabilization measure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Sand Dam, non-structural 

management measures such as reasonable water demand and supply volume management are needed 

to prevent limited water supply damage due to drought. In this study, water supply-demand monitoring 

system was established for drought response in Seosang-ri basin in Chuncheon, the main source of 

domestic water for small water facilities. The flow rate of the stream was measured for monitoring the 

supply volume, and the daily flow rate was calculated by using it to calibrate the parameters of the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To monitor demand, the daily usage was calculated by 

measuring the change in the water level of the water tan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nally 

calculated daily supply and demand amount was analyzed to identify the shortage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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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나 단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 복지 소외지역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Sand Dam 건설과 같은 구조적 안정화 방안과 더불어 합리적 수요/공급량 관리 등을 통한 

비구조적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수도시설이 생활용수의 주 공급원인 춘천시 서상

리 유역의 가뭄대응을 위해 공급량-수요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다. 공급량 모니터링을 위해 상류

부 하천의 유량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의 매개변수 보정에 사

용하여 일별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수요량 모니터링을 위하여 하천-저수조-가정으로 이어지는 용수 공

급 네트워크를 작성하였으며, 저수조의 수위 변화를 측정하여 일별 사용량을 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정된 일별 공급량과 수요량 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용수 부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가뭄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뭄, SWAT, sand dam, 수요량, 공급량,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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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토의 65%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하천의 경사가 급해 홍수기에 강수가 일시에 유출되고, 토양의 표토층이 

얇고 함양 능력이 낮아 갈수기에 유출량이 적은 지형적 특성이 있다(MOLIT, 2011).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

는 강수의 강도, 빈도 및 발생 위치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역별 유출량 및 증발산량 등을 변화시켜 지역 간 

수자원의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는 상황이다(MOLIT, 2011; NDMI, 2018). 정부의 지속적인 상수도 확충 계획으로 지방

자치단체 상수도 보급률은 2017년 기준 98.1%까지 높아졌으나 총 인구의 약 2.3%에 해당하는 1.2백만 명 정도는 아직 마

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과 같은 소규모수도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OE, 2019). 특히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에 의존하는 유역 최상류부의 취수원은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의 공급 사각지대로 상대적으로 가뭄

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뭄대응 체계가 없어 하천 유량 감소시 취수량 조절 등 사전대응이 곤란한 상황이다

(Chung et al., 2018).

정부는 이러한 물 부족 및 가뭄대응을 위해 미래 물 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여 공급량 확대 또는 수요량 감축 계획을 세우

고 있다(Ryu, 2015).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 관련 최상위 계획으로 전국 유역을 대상으로 수요량을 예측하고 물

수지 분석을 통해 공급 가능량을 산정해 최종적으로 물 부족량을 산정하며, ｢전국수도종합계획｣은 용수 공급에 초점을 맞

춰 전국 시 ‧ 군을 대상으로 수도시설 개발 및 상수원 확보 등 공급량 확대 계획을 세우고,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은 

용수 수요에 초점을 맞춰 다각적인 수요량 감축 계획을 세운다(MOE, 2007; MOLIT, 2011).

장기적 관점의 국가 계획과는 별개로 현재 및 3개월 이내의 가뭄 모니터링 및 예 ‧ 경보를 위해 기상청은 전국의 유 ‧ 무인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기상학적 가뭄지수를 산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적 가뭄지수, 환경부는 수문학적 가뭄지수

를 산정한다(MOE, 2017). 이러한 가뭄지수들은 주로 공급 측면의 변수들로 이루어져 실제 물 이용자가 느끼는 물 부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지적되었으며(Lee et al., 2006), 물 공급원의 현재 물 공급 능력을 평가하고 수요량과의 물수지 

평가를 진행하여 공급 대책을 수립하는 가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Seo et al., 2011). Lee et al.(2006)은 현재의 

저수지 저수량과 향후 공급해야 하는 수요량과의 물수지를 평가하여 저수지에서 향후 공급 가능한 시간을 정량화한 물공

급능력지수(Water Supply Capacity Index, WSCI)를 제안하였으며, Moon and Lee(2015)는 국내 운영 중인 14개 다목적

댐에 대해 WSCI를 산정하고 평가하였다. Oh et al.(2012)은 용수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하여 실질적인 부족량을 산정

하는 수문학적 가뭄 지수(Hydrological Drought Index, HDI)를 제안하였으며, 생 ‧ 공 ‧ 농업 용수별 가뭄을 평가한 바 있

다. Yoo et al.(2011)은 수자원의 수요 대비 공급 관계를 비교하여 용수 과부족 상태를 나타내는 용수과부족지수(Water 

Excess Deficiency Index, WEDI)를 제안하였으며, Park et al.(2010)은 하천 유량을 파악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수 공

급 시설물의 수자원 공급능력가뭄지수(Water Supply Drought Index, WADI)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단식 Sand 댐 구축 테스트 베드 후보지로 선정된 강원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툇골 유역을 대상으로 선

제적 가뭄대응을 위한 상류부 하천-취수원 연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다. 상류부 하천의 공급 가능량을 산정하기 위

해 장기유출모델의 매개변수 검 ‧ 보정 과정을 거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대상 지역의 이용량은 저수조(물탱크)에 수위계

측기를 설치하여 수위 변화를 측정하였고 이를 일별 이용량으로 환산하였다. 최종적으로 일별 용수의 공급 가능량과 수요

량을 정량적으로 도출하고, 용수의 부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가뭄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및 대

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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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강원도 춘천시 서상리 툇골 유역으로 갈수기에 상시적인 용수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주변 사

방댐 저류수 및 하류 계곡수를 활용하는 취수시스템을 구성하였음에도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생활용수의 주 공급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상 지역을 자세히 조사해본 결과 Fig. 1의 1번째 지점인 최상류 사방댐 안쪽 지점을 포함한 3개의 취수원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1번과 2번 취수지점은 저수조로 직접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중 2번 지점의 경우 부유물질 등 수질 문제로 인

하여 2번 취수지점의 집수조로 취합되고 있었다. 3번 취수지점은 선녀탕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물 부족시에만 사용되며, 

펌프를 이용하여 2번 취수지점의 집수조로 취합된다. 2번 취수지점의 경우 물막이 안쪽에 자갈 등을 깔아놓아 부유물질 

등의 필터링이 가능하며, 자갈 안쪽의 취수구를 통해 집수조로 취수된 후 중력식 자연 유하 방식을 통해 저수조(물탱크)로 

연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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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의 공급 가능량-이용량 관계분석을 위하여 Fig. 2와 같이 공급 가능량과 이용량을 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였

다. 공급 가능량은 장기유출모델(SWAT)을 이용하여 산정 가능하며, 대상지역 취수원 3지점별 하류부의 유량 측정을 통

한 모델의 매개변수 검 ‧ 보정 과정을 거쳐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용수 이용량은 대상 지역의 소규모급수시설인 저수조(물

탱크)에 수위계측기를 설치하였고, 수위 변화를 이용량으로 치환하여 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공급 가능량과 이용량 간

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가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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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유출모델의 입력자료 구축

SWAT은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의 약자로 미국 농무성 농업연구소(USDA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의 Jeff Arnold에 의해 개발되었다(Arnold et al., 1993, 1995). 모델은 장기간의 연속적인 모의 유량을 생성하기 위

해 수문환경 변화나 인위적인 토지이용 상태에 따른 유출을 고려할 수 있다. SWAT 모형은 물수지 항목(증발산, 지표유

출, 강수, 기저유출 등)에 대하여 각 수문반응 단위별로 계산할 수 있으며, 물수지 분석 개념에서 활용되는 방정식은 다음 

식 (1)과 같다.

   
  



        (1)

여기서, 는 최종의 토양수분량(mm), 는 일의 초기토양수분량(mm), 는 시간(일), 는 일의 강수량(mm), 

는 일의 지표유출량(mm), 는 일의 증발산량(mm), 는 일의 토양면으로부터 투수층으로 투수되는 총량

(mm), 는 일의 회귀수량(mm)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유역의 소유역 구분을 위하여 SWAT 모델의 자체 모듈인 Watershed Delineator을 이용하였으며, 

하천 가장 하류부에 위치한 지점 3을 출구점으로 2.5 km2의 유역을 생성하였다. 또한, 전체 유역을 5개의 소유역 및 30개

의 수문반응단위(HRUs)로 구분하였다(Fig. 3a).

SWAT 모델의 구동을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공간 입력자료를 구축하였다. 수치표고모형(Digital Elevation 

Model, DEM)은 대상 유역의 형상 및 물의 방향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서 본 연구에서는 5 m의 고해상도 DEM을 

이용하였다. 대상 유역은 고도 분석 결과 최대 775~215 El.m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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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T 모델에서 토양정보는 강수의 지하 침투, 증발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서 SWAT 모델의 핵심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 정밀 토양도(토양통), 농업과학기술원의 토양 구성비 및 토양물의 특성치 추정 방법을 통해 국

내에 맞게 제작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대상 지역 정밀토양도(토양통) 분석 결과 오산(77.8%), 덕산(21.3%)로 나타났다

(Fig. 3c).

토지 이용도는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1:25,000 해상도의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였으며, SWAT

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도 분류 코드에 맞게 재분류한 결과 대상 지역의 경우 혼합림 100% 지역으로 나타났다(Fig.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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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T 모델의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기상자료 수집을 위하여 기상청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Thiessen망을 생성하였

다. 이를 기반으로 대상 유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관측소로 춘천(101) 기상대의 종관기상관측장비(Automated Surface 

Observing System, ASOS) 및 가평북면(531) 자동기상 관측장비(Automated Weather Station, AWS)를 선정하였으며, 

일최고 기온(°C), 일최저 기온(°C), 일강수량(mm), 평균습도(%), 일조합(hr), 평균풍속(m/s) 및 일사량(MJ/m2/day)에 대

해 약 10년간의 자료를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서 수집하였다.

춘천(101)의 최근 10년간(2010.01.01.~2019.10.16)의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상 지역의 연평균 최고 ‧ 최저 기온은 

각각 17.4°C, 6.5°C, 연강수량 1,252.6 mm, 연평균 평균풍속 1.3 m/s, 연평균 평균습도 69.9%, 연평균 일사합 13.4 MJ/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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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일조합 6.1 hr로 나타났다. 최고 기온은 8월이 30.5°C로 가장 더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기온은 1월에 -10.5°C

로 나타났다. 연강수량은 1,252.6 mm로 우리나라 최근 10년간 연강수량의 평균인 1,266.4 mm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6

월에서 9월까지의 강수량이 연강수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평균습도는 69.9%로 우리나라 전

국 평균습도인 67.5%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8월은 80%로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가평북면(531)의 최근 10년간(2010.01.01.~2019.10.16)의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상 지역의 연평균 최고 ‧ 최저 기

온은 각각 18.0°C, 4.4°C, 연강수량 1,376.9 mm, 연평균 평균풍속 1.1 m/s로 나타났다. 최고 기온은 일년 중 8월이 30.8°C

로 가장 더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기온은 1월이 -12.8°C로 나타났다. 연강수량은 1,376.9 mm로 우리나라 최근 10년

간 연강수량의 평균인 1,266.4 mm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6월에서 9월까지의 강수량이 연강수량의 약 72%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평균풍속은 4월이 1.5 m/s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월에서 9월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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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Temperature (°C) Rainfall Wind speed Humidity Solar access Irradiance

Maximum Minimum (mm)
(m/s) (%) (MJ/m2) (hr)

101 531 101 531 101 531

Jan. 1.2 1.3 -10.5 -12.8 11.7 9.5 1.0 67.4 8.4 5.7

Feb. 5.0 5.1 -7.0 -8.8 29.6 28.7 1.2 62.5 11.2 6.4

Mar. 11.7 12.1 -1.1 -3.1 30.2 29.4 1.5 59.3 14.1 6.7

Apr. 18.5 19.0 5.1 2.8 87.1 85.4 1.6 59.3 16.1 6.8

May 24.9 25.5 11.8 9.1 83.2 100.0 1.5 61.9 19.5 8.0

Jun. 28.9 29.4 17.7 15.4 117.4 116.4 1.4 68.0 20.1 7.6

Jul. 29.7 29.9 22.1 20.5 410.0 476.3 1.3 80.4 14.8 4.7

Aug. 30.5 30.8 22.2 20.4 226.1 267.4 1.3 80.5 15.2 5.7

Sep. 25.7 26.2 15.9 13.2 122.5 129.2 1.2 78.5 13.9 5.9

Oct. 19.7 20.3 8.1 5.1 59.1 61.7 1.1 76.7 11.5 6.1

Nov. 11.0 11.4 0.9 -1.3 48.8 50.5 1.1 73.5 7.6 4.7

Dec. 2.2 2.6 -7.6 -9.8 27.0 22.7 1.1 71.1 7.0 4.9

Annual 17.4 18.0 6.5 4.4 1,252.6 1,376.9 1.3 69.9 13.4 6.1

하상 단면 측량 및 유량 측정

대상 지역 최상류 지역의 하상은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갈수기시 건천화되는 현상을 보이므로 초음파 수위 계측기 

등을 이용한 상시 관측에 어려움이 있다. 상시 관측이 어려운 지역의 일별 유출량은 장기유출모델 등을 통해 산출할 수 있

으며, 이때 실제 하천의 유량을 이용한 매개변수 검 ‧ 보정으로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대상 유역의 취수원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취수지점의 유량을 대표할 수 있는 3개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지점별 하천 단면 측량 및 유

속 측정을 통해 유량을 산정하였다(Fig. 4).

대상 지역의 유량 산정을 위한 유속 측정은 ISO 및 미국 지질조사국의 조사 기준을 준용하여 40초를 기준 시간으로 측

정하였으며, 수심 0.6 m 이하에서는 1점법, 0.6~1.0 m 2점법, 1 m 이상에서는 3점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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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유역 측정 지점 3개소의 월별 유량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유량 측정 지점1에서는 12월, 유량 측정 지점 2

는 9월, 유량 측정 지점 3은 11월이 가장 많은 유량을 나타냈다. 유량 측정 기간 중 동절기 등에서 하천 건천화로 측정이 불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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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Discharge (m3/s)

Notes
Point 1 Point 2 Point 3

2018.08.13 0.0016 0.0024 0.009 -

2018.09.12 0.0058 0.016 0.017 -

2018.10.23 0.0063 0.0045 0.021 -

2018.11.15 0.0069 0.013 0.026 -

2018.12.17 0.0092 0.0099 0.021 -

2019.01.25 Not measurable 0.0078 0.0079 Dry

2019.02.15 Not measurable 0.0047 0.0059 Dry

2019.03.15 Not measurable Not measurable 0.0044 Dry

2019.04.12 Not measurable 0.015 0.016 Dry

2019.05.16 0.00024 Not measurable 0.0039 Dry

2019.06.14 0.00029 0.0000077 0.002 -

2019.07.10 Not measurable Not measurable Not measurable Dry

2019.08.28 0.0045 0.013 0.016 -

2019.09.27 0.008 0.031 0.023 -

2019.10.01 0.0028 0.0085 0.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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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유역과 같이 상시 유량 관측이 어려운 지역의 일별 유출량은 장기유출모델 등을 통해 산출할 수 있으며, 인위적 영

향을 배제하고 자연 상태를 가정하여 자연유출량을 추정한다. 국내의 자연유출량 추정 연구는 SWAT, TANK, SSAR, 

HSPE 등 다양한 모델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갈수기 유출량 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Kim and Kim(2012)

이 충주댐 및 소양강댐에 적용한 결과 갈수기 유황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난 SWAT 모델을 이용하였다.

대상 지역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갈수기 유량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SWAT 모델의 매개변수를 검 ‧ 보정

하였다. 매개변수 검 ‧ 보정시 시행착오법을 이용하였으며, 모델링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매뉴얼 및 국내외 연구 보고서상 

민감도가 높다고 알려진 CN2, ESCO, GWDELAY로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였으며(Table 3),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가 0.8 이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질 때까지 보정하였다. 모의 결과 결정계수는 0.81로 시계열 그래프

를 살펴보면 대상지역의 갈수기 실측치와의 경향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ig. 5), 이를 바탕으로 갈수량(Q 

355d)을 산정한 결과 0.0026 m3/s (226.3 m3/day)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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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Definition Default value Used value

CN2 AMC-II runoff curve number - -10%

ESCO Evaporation soil compensation factor 0.95 0.8

GWDELAY Delay of groundwater recharge 3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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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지역 용수공급 네트워크를 조사 결과 저수조(물탱크)를 활용하여 모든 마을시설이 용수를 공급 받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따라서 용수 이용량 산정을 위한 수위 계측기는 저수조(물탱크)에 설치하였다. 이용량 산정은 저수조의 수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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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량을 바탕으로 축적된 수위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일별 이용량으로 환산하여 장기유출모형인 SWAT 모델의 결과와 

직접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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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물탱크)에는 기존에 춘천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설치한 수위계가 있었으나 상시적인 수위측정을 하지 않아 데이

터가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사용 가능 데이터에 한계가 있어 수위 계측기를 새로 설치하였다.

저수조 수위 측정을 위하여 저수조 내부에 TD-Diver를 설치하였으며, 설치 당일 저수조 수위 측정 및 기압 보정을 실시

하였다. 수위변화는 10분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1달간(2019.08.29.~2019.10.01.)의 기간 동안 측정된 정보를 

축적하였다. 일별 용수 이용량을 산정한 결과는 Fig. 7과 같으며, 분석 결과 최고 이용량은 2019년 9월 7일 4,806 m3/day

이며, 최저 이용량은 2019년 9월 27일 489 m3/day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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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물탱크)의 수위 변화 계측을 위한 다이버는 2019년 8월 말 설치 및 측정을 시작하였으며, 약 1달 기간(2019.08.

29.~2019.10.01.)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비분석을 수행하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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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Rainfall 

(mm/day)

Water usage

(m3/day)

Discharge (A)

(m3/day)

Minimum flow (B)

(m3/day)

Water supply capability (A-B)

(m3/day)

20190829 7.8 3,732 4,659 226.3 4,432 

20190830 - 3,404 3,838 226.3 3,612 

20190831 - 2,513 3,602 226.3 3,376 

20190901 - 1,725 3,517 226.3 3,291 

20190902 - 1,721 3,466 226.3 3,240 

20190903 6.2 1,874 4,427 226.3 4,201 

20190904 15.4 2,095 8,321 226.3 8,095 

20190905 46.6 2,380 59,918 226.3 59,692 

20190906 - 2,805 18,516 226.3 18,289 

20190907 5.2 4,806 9,996 226.3 9,770 

20190908 0.1 3,400 5,810 226.3 5,583 

20190909 0.5 2,779 4,615 226.3 4,389 

20190910 52.3 2,338 56,307 226.3 56,081 

20190911 16.6 1,832 36,582 226.3 36,355 

20190912 - 1,519 13,064 226.3 12,837 

20190913 - 2,170 6,963 226.3 6,737 

20190914 0.0 2,632 5,264 226.3 5,038 

20190915 - 2,641 4,690 226.3 4,463 

20190916 - 2,626 4,431 226.3 4,204 

20190917 - 1,975 4,268 226.3 4,042 

20190918 - 1,877 4,145 226.3 3,918 

20190919 - 1,380 4,037 226.3 3,811 

20190920 - 1,510 3,957 226.3 3,731 

20190921 - 1,220 3,879 226.3 3,653 

20190922 4.9 2,049 4,779 226.3 4,552 

20190923 - 2,287 4,030 226.3 3,803 

20190924 - 1,425 3,793 226.3 3,567 

20190925 - 762 3,685 226.3 3,459 

20190926 - 620 3,611 226.3 3,384 

20190927 - 489 3,548 226.3 3,322 

20190928 - 1,323 3,489 226.3 3,263 

20190929 - 1,700 3,434 226.3 3,207 

20190930 - 1,615 3,377 226.3 3,151 

20191001 - 702 3,326 226.3 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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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 수요량과 공급 가능량의 공급 가능량과 일별 수요량 간의 예비분석 결과 9월 1달간 수요량이 공급 가능량(하천 유

량 - 갈수량)을 초과하지 않았으며(Fig. 8), 8월 29일 강우가 발생한 이후 9월 2일까지 무강우 일수에 따른 공급 가능량 및 

이용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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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상 지역의 용수 공급 가능량 및 이용량 자료 수집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장기간

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무강우에 따른 취수가능일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 본 연구의 가뭄 대응 

체계를 활용하여 Sand 댐 설치 전후의 가뭄 민감도 평가 및 강우 예측자료를 활용한 미래 가뭄 평가를 위한 계속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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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단식 Sand 댐 구축 테스트 베드 후보지로 선정된 강원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툇골 유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가뭄대응을 위한 상류부 하천-취수원 연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결론 및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1) 공급량 모니터링을 위해 월 1회 상류부 하천의 유량을 측정하였으며, 장기유출 모델(SWAT)의 매개변수 보정(R2 = 

0.8)에 사용하여 대상 지역의 갈수량 및 일별 용수 이용가능량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수요량 모니터링을 위하여 하천-저수조-가정으로 이어지는 용수 공급 네트워크를 작성하였으며, 2019년 8월 29일

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기간에 저수조 수위 측정을 통해 수혜지역의 일별 이용량 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최종적으로 산정된 일별 공급 가능량과 이용량 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용수 부족량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

으며, 가뭄대응을 위한 정량적 데이터 제시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용수 공급 가능량 및 이용량 자료 수집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풍수기

(9월)를 대상으로 물수지를 분석하였다. 소규모수도시설 등을 이용하는 물 복지 소외지역의 가뭄대응이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저수기, 갈수기에 대한 수요-공급량 분석 및 물 부족량 평가 등

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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