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l  저 물  리 목적  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


공학석사학위논문

복합영농 관개지구의 일별 배수량 모의

모형의 개발

A Daily Surface Drainage Simulation

Model for Irrigation Districts Consisting

of Paddy and Protected Cultivation

2013년 2월

서 울 대 학 교 대 학 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 공학부

지 역 시 스 템 공 학 전 공

송 정 헌



복합영농 관개지구의 일별 배수량 모의

모형의 개발

A Daily Surface Drainage Simulation

Model for Irrigation Districts Consisting

of Paddy and Protected Cultivation

지도교수 강 문 성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송 정 헌

송 정 헌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2월

위 원 장 ___________________(인)

부위원장 ___________________(인)

위 원 ___________________(인)



- III -

국 문 초 록

관개지구의 배수량은 유역의 물 수급 전망, 하천 유황의 예측, 농업비

점오염 부하량 추정 등 유역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리시설물, 논, 시설재배지, 용배수로로 구성되는 복

합영농 관개지구를 대상으로 시험지구를 선정하여 수문 모니터링을 수

행하고, 복합영농 관개지구 일별 배수량 모의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성

을 평가하고, 관개지구의 총 배수량을 추정하는 데 있다.

복합영농 관개지구 배수량 모의 모형은 농업용수 공급량 부모형과 논

광역 배수량 부모형, 시설재배지 유출량 부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개지구의 말단에서 용수로 배수량, 논 포장 배수량, 시설재배지 유출

량을 구분하여 총 배수량을 일별로 추정한다.

농업용수 공급량 부모형에서 농업용수 공급량은 영농시기를 고려하여

모의한 필요수량과 시설관리 손실률로부터 산정하였으며, 논 광역 배수

량 부모형의 입력자료로 이용한다. 논 광역 배수량 부모형에서 포장 배

수량은 논의 물수지식으로부터 계산한 담수심과 물꼬높이의 차로부터

산정하였고, 용수로 배수량은 농업용수 공급량 중의 비율로 모의하였다.

시설재배지 유출량은 NRCS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유출곡선법으로 모의하였다. 시험지구는 경기도 이동저수지 관개지구를

선정하였다.

시험지구의 농업용수 공급량을 모의하기 위하여 실측 순별 공급량과

모의 순별 필요수량을 회귀분석하여 이동저수지의 시설관리 손실률을

추정하였고, 검정을 하여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논 광역 배수량 모형은

단순시행착오법을 이용하여 보정하였으며, 시험지구의 일 배수량 자료

로부터 모형을 검정한 결과는 실측치의 경향을 잘 반영하였다.

복합영농 관개지구 일별 배수량 모의 모형을 논 우점 관개지구와 시

설재배지 우점 관개지구에 적용하였으며, 시설재배지의 면적이 증가하

는 경우 관개지구의 배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저

수지 관개지구에 적용하여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여 적용성을 평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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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은 논과 시설재배지로 구성되는 관개지구

의 배수량을 추정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평가 관리하는 데 이용 가능할

것이다.

주요어 : 관개지구, 논, 시설재배지, 배수량, 농업용수 공급량

학 번 : 2011 - 2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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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 수자원 이용량의 약 62%인 159억톤을 농업

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2011). 이 중 약 80%가 논 용수량

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2011), 2011년 기준 전체 논벼 면적

중 약 80%가 수리시설물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2012).

관개지구는 논벼의 담수재배를 위해 수리시설물로부터 관개용수를 공

급받는 지역으로 수리시설물, 논, 용배수로로 구성된다. 관개지구는 수

리시설물로부터 농업용수를 취수하여 용수로를 따라 논 포장에 공급하

여 담수심을 보충하고, 초과된 수량은 하천으로 배수된다 (임상준,

2000).

한편,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

대됨에 따라 시설재배지는 1986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설재배지의 총 면적은 2005년 기준 100,915 ha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림부, 2006), 2006년 이후 다소 감소하였지만 2011년

기준 93,416 ha로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2012).

시설재배지는 관개지구와 같은 저평야 지역에서는 용수원과 수리시설이

완비된 논의 일부가 시설재배지로 전용되고 있다 (이남호 등, 1998). 시

설재배지는 불투수면으로 작용하여 강우가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배

수로를 통해 일시에 하천으로 유입됨에 따라 하천수위 급상승에 기여한

다 (김학관, 2009). 따라서 관개지구의 수문순환에 있어 시설재배지의

증가는 수문학적 변화를 야기한다.

관개지구의 배수량은 유역의 물 수급 전망, 하천 유황의 예측, 농업비

점오염 부하량 추정 등 유역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관개지구의 수문순환은 기상, 작물, 토양 등의 물리적 요소와 농업용수

공급량, 물꼬 높이 등의 인위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논과

시설재배지로 구성되는 관개지구의 배수량은 농업용수 공급량 모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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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량 모의, 시설재배지 유출량 모의를 구분하여 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농업용수 공급량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주로 DIROM

(Daily Irrigation Reservoir Operation Model) (김현영, 1998)을 적용하

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최적의 유지관리 및 물 관리를 가정하고 있

어 실제 현장 여건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 공급량과 차이가 발생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임상준 등, 2000; 이용직 등, 2006). 이를 보

완하여 실제 논에서의 영농방식을 현장 조사하여 기존의 필요수량 산정

방식에서 영농 시기를 달리하여 저수지 공급량을 모의하는 연구가 주욱

종 등 (2006)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논에서의 배수량은 강우량, 관개량, 침투량, 증발산량 등의 물수지 요

소를 분석하여 포장단위에서 추정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업용수 공급량 중 관개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용수로 배수

량 (delivery management water requirement)을 고려하여 지구 단위에

서의 배수량을 추정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시설재배지의 유출량을 관측하거나 모의하는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

며, 김학관 (2009)에 의해 NRCS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유출곡선법 (USDA NRCS, 2004)을 이용하여 유출량을 추정

하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수리시설물, 용배수로, 논, 시설재배지로 구성되는 복합

영농 관개지구의 배수량 모의는 모의요소별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요소들을 연계하여 총 배수량을 추정하는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

라서, 보다 정확한 관개지구 배수량 산정을 위해서는 중간낙수기 및 영

농시기를 고려하여 농업용수 공급량을 모의하는 모형을 구성하고, 광역

논 배수량 추정을 위하여 용수로 배수량과 논 포장 배수량을 모의하는

논 광역 배수량 모형을 구성하고, 시설재배지의 유출량을 모의하는 모

형을 구성하여, 각 모형을 연계하여 총 배수량을 모의하는 모형의 개발

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합영농 관개지구를 대상으로 시험지구를 선정하

여 농업용수 공급량, 광역 논 물수지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농업용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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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량 모형, 논 광역 배수량 모형, 시설재배지 유출량 모형으로 구성되는

일별 관개지구 배수량 모의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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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 구 사

2.1 농업용수 공급량 해석

농업용수 공급량은 수리시설물에서 농업용수 수요에 의해 실제 공급

되는 용수량으로 유효우량을 제외한 농경지에서 작물재배를 위해 이용

되는 관개량과 용수로에서 하천으로 배수되는 수량, 그리고 수로에서

손실되는 수량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량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주로 관

개용 저수지 일별 모의 발생 모형인 DIROM의 공급량 모의방법을 적용

해 왔다. DIROM은 Tank 모형 (Sugawara, 1979)을 수정하여 저수지

상류 유역으로부터의 유입량을 모의하고, 관개지구의 필요수량으로부터

농업용수 공급량을 계산하여, 저수지 물수지식으로부터 저수지 수위를

일별로 모의한다.

이남호 (1988)는 관개지구의 물관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

도록 관개조직 모의조작모형인 DINOPS (Daily Irrigation Network

OPeration Simulation model)을 개발하였다. 이를 반월저수지 관개지구

에 적용하여 물꼬높이와 급수율의 변화에 따른 유효우량과 관개효율을

평가하였다.

임상준 (2000)은 수계규모에서 과거의 수원공 운영자료를 이용하여

농업용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및 관정 등으로부터 논 관개지구에 공급

되는 농업용수 공급량의 조사방법을 개발하였다. 농업용 저수지의 관개

량은 일별 또는 순별 실측 저수율 자료와 DIROM 모형을 이용하여 추

정하고, 관정에 의해 취수된 일별 공급량은 논벼의 조용수량과 관정의

설계유량을 고려하여 계산하며, 취입보의 일별 공급량은 관개지구의 조

용수량, 하천 유량 및 설계 취수량 중에서 최소 유량으로부터 구한다.

이용직 등 (2006)은 기존 설계에 적용하고 있는 모의 농업용수 공급

량과 실제 공급량의 차이가 특히 4, 5월에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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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대기 및 이앙기의 시기적 차이와 관개 방식의 차이, 중간낙수의 적용

여부, 시설관리손실의 차이, 적용되는 작물계수의 차이 등이 그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주욱종 등 (2006)은 농업용수 공급과 관련된 영농방식을 현황조사를

통해 6단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고, 현행 기준 방법과 비교하여 실제

공급 패턴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현행 기준 방법이

실제 논에서의 4월 중순부터 담수를 시작하는 현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

고, 중간낙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다.

남원호 (2011)는 농업용 저수지 물 관리 전담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용

수공급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업용수 공급 시기는 주로

주민의 요구 또는 관리자의 경험에 따라 관행적으로 결정하며, 관리자

의 약 86%가 중간낙수를 고려하여 저수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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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개지구 배수량 해석

관개지구를 구성하는 논과 시설재배지는 수문 기작이 상이하다. 논

포장은 관개량과 유효우량이 담수심을 보충하고, 물꼬 높이를 초과하는

포장 배수량이 배수로를 통해 흘러나간다. 또한, 농업용수 공급량 중 일

부는 관개되지 않고 용수로의 말단에서 하천으로 배수된다. 시설재배지

는 불투수면을 형성하여 강우가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배수로 또는

하천을 통해 유출된다.

CREAMS (Chemical, Runoff, and Erosion from Agricultural

Management Systems) (Knisel, 1980)는 미국 농무성 토양보전국에서

개발한 모형으로 유출량, 토양 유실량 및 영양물질 부하량 등을 일별로

모의하는 포장단위 모형이다. GLEAMS (Groundwater Loading Effects

of Agricultural Management Systems) (Leonard et al., 1987)는

CREAMS를 보완하여 농약 등에 의한 지하수 오염을 모의하도록 개발

한 모형이다. AGNPS (AGricultural Non-Point Source pollution

model) (Young et el., 1987)은 유역단위 모형으로 비점오염원의 발생원

파악과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단

일 폭우사상, 분포형 모형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개발된 모형은 주로 밭 작물 재배 지역의 유출량 및

비점오염부하를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논 담수재배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진영민 (1998)과 서춘석 (2001)에 의해 개발된 CREAMS-PADDY

(Chemicals, Runoff, and Erosion from Agricultural Management

Systems for PADDY)는 포장단위 농업비점오염 모형으로 CREAMS

모형을 담수상태인 논에서의 물수지 및 영농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담수 환원조건에 맞는 영양물질 반응식으로 수정한 모형이다.

CREAMS-PADDY 모형에서 논 포장 배수량은 일별 물수지식으로 계

산한 일별 담수심과 물꼬 높이의 차가 당일에 전량 배수되는 방식으로

모의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물꼬의 폭이 고려되지 않아, 물꼬의 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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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경우 2∼3일에 걸쳐 유출이 지연될 수 있는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Odhiambo and Murty (1996)는 논의 물수지 성분인 배수량, 침투량을

물리적 수식으로 표현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에서 포장 배수

량은 광정위어 공식으로, 침투량은 Darcy의 법칙으로 모의한다.

Odhiambo and Murty의 연구를 확장하여 Kim et al. (2009)는 토양수

분을 고려하여 광역 논의 관개회귀수량을 모의하였으며, Chein and

Fang (2012)는 상류 논의 관개회귀수량이 하류 논의 관개용수로 반복

이용되는 비율을 추정하였다.

Zulu et al. (1996)은 농업유역을 논, 밭, 기타 토지이용으로 구분하여

토지이용별로 Tank 모형을 구성하여 농업유역의 배수량을 모의하는 모

형을 개발하였으며, 농업용수의 반복이용이 농업유역의 수문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임상준 (2000)은 농업유역을 배후 유역과 관개지구로 모식화하여 유

역 유출량 모형, 관개회귀수량 모형을 구성하였고, 유역의 출구에서 일

유출량, 신속회귀수량, 지연 회귀수량으로 구분하여 논 관개회귀수량을

일별로 추정하는 REFLOW (irrigation REturn FLOW model)을 개발하

였으며,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과 봉담읍 일대의 발안지구와 기천지구에

적용하고 평가하였으며, 농업용수 회귀율을 추정하였다.

박기욱 (2004)는 물관리자동화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개

조직의 거동을 모의하고 관리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는 관개조직운영모형인 SIMA (Simulation model for irrigation

water MAnagement)를 개발하였고,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Kim et al. (2005)은 하천 관개를 하는 논 지구에서 농업용수 공급량

과 용수로 배수량을 모니터링 하였다. 용수로 배수량은 농업용수 공급

량의 11∼49%의 범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강우량이 적은 해는 농민

들이 농업용수를 최대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어 용수로 배수량이 줄어

드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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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직 등(2008)은 시설관리 손실량이 농업용수 공급량 중 차지하는

비율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수로의 종류, 규모, 유형별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송수 손실률은 콘크리트 수로에서 평균 5.7%, 토공

수로의 간선은 11.7%, 지선은 20.1%로 보고하였으며, 용수로 배수량은

농업용수 공급량의 31∼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시설재배지의 유출량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사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

정이다. 김학관 (2009)은 경지 및 불투수면 변화에 따른 유역의 수문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SWAT 모형을 기반으로 하

여 시설재배지 유출량 및 도시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를 모의할 수 있

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시설재배지의 유출량은 NRCS 유출곡선법

(USDA NRCS, 2004)을 이용하여 모의하며 시설재배지의 CN을 98로

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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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복합영농 관개지구 배수량 모의

모형의 개발

3.1 복합영농 관개지구 배수량 모의 모형

관개지구는 논벼의 담수재배를 위해 수리시설물로부터 농업용수를 공

급받는 지역으로, 기존의 논이 시설재배지로 토지이용이 전환된 지역을

포함한다. 논과 시설재배지는 수문기작이 상이하다. 논은 4월부터 9월까

지 벼의 생육을 위하여 수원공으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아 담수재배

를 하며, 시설재배지는 불투수면으로 주로 지하수를 취수하여 작물을

재배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리시설물, 논, 시설재배지, 용배수로로 구성

되는 관개지구를 복합영농 관개지구라 정의하였다.

복합영농 관개지구의 수문순환을 정리하면 Fig. 3.1과 같다. 수원공으

로부터의 농업용수 공급량은 용수를 송수하는 과정에서 증발 및 침투에

의해 손실되는 송수 손실 수량 (conveyance loss)이 발생한다 (정하우,

2006). 일부는 포장으로 공급되지 않고 용수로에서 하천으로 배수되는

데, 이를 용수로 배수량 (delivery management water requirement)이라

한다. 논 포장으로 공급된 용수량과 강우량은 담수심을 높인다. 담수된

수량 중 물꼬높이 이상의 수량은 물꼬를 넘어 배수로로 흘러들어가며,

이를 논 포장 배수량이라 한다. 시설재배지의 강우시 유출은 시설사이

에 설치된 수로를 통하여 배수로 또는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며, 지

하수로부터 취수한 관개량은 침투되어 지표 유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따라서, 복합영농 관개지구에서 발생하는 총 배수량은 식 (3-1)로부

터 구할 수 있다.

       (3-1)

여기서, 는 관개지구의 총 배수량 (mm), 은 논 포장 배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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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은 용수로 배수량 (mm), 은 시설재배지의 유출량

(mm)이다.

Reservoir/Pumping
Station

Agricultural
Water Supply

Paddy Field

Surface 
Ponding
Storage

Evapo-
transpiration

Deep 
Percolation

Delivery 
Management 

Water 
Requirement

Canal 
Conveyance 

Loss

Groundwater
Storage

Greenhouse

Rainfall

Greenhouse
Runoff

Field
Drainage

Total
Drainage

Groundwater
Runoff

Watershed 
Inflow

Upstream 
Inflow

Downstream
Outflow

Irrigated  Districts

Fig. 3.1 Schematic diagram of drainage process of irrigated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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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영농 관개지구 배수량 모의 모형은 농업용수 공급량 모형, 논 광

역 배수량 모형, 시설재배지 유출량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형의 구

성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Fig. 3.2와 같다. 농업용수 공급량 모형에서

모의한 농업용수 공급량은 논 광역 배수량 모형의 입력자료로 이용하

고, 논 광역 배수량 모형에 모의한 논 포장 배수량 및 용수로 배수량과

시설재배지 유출량 모형에서 모의한 시설재배지 유출량을 합하여 총 배

수량을 일별로 추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Agricultural
supply

sub-model

Paddy
block

drainage
sub-model

Protected
cultivation

runoff
sub-model

Agricultural supply 

Paddy field drainage

Delivery management 
water requirement

Protected cultivation
runoff

Total
surface

drainage

Fig. 3.2 Conceptual diagram of surface drainage simulation model

for irrigation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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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업용수 공급량 모형

농업용수 공급량은 수리시설물에서 농업용수 수요에 의해 실제로 공

급되는 용수량으로 관개량, 송수 손실 수량, 용수로 배수량으로 구성된

다. 공급량은 현장 계측하여 추정할 수 있으나, 수계 규모에서는 수원공

의 수가 너무 많으며, 농업용수의 공급 특성상 이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임상준,

2000).

우리나라는 농업용수 공급량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주로 ‘농업생산기

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관개편)’ 보고서 (농림부, 1998)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며, 저수지의 공급량 모의 부분에서 관개용 저수지 일별

모의 발생 모형인 DIROM (김현영, 1988)의 활용을 추천한다. DIROM

은 논벼의 필요수량으로부터 공급량을 추정한다. 하지만, DIROM의 공

급량 산정방식은 중간낙수 시기에 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

지 않고 있다. 또한, 기존에 공급량 모의에 적용되는 영농방식은 논물의

담수는 모내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공급량을 모의하기

때문에 4, 5월의 공급량이 과소 모의된다 (주욱종 등, 2006). 한국농어촌

공사 (2005)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영농방식을 조사한 결과 중간낙수 시

기에는 저수지에서 용수를 공급하지 않으며, 논물의 담수는 모내기 이

전인 4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IROM의 공급량 모의 방식을 기반으로 논물의 담수

는 4월 중순부터 시작되도록 구성을 하고, 중간낙수 시기에는 용수를

공급하지 않도록 구성하여 필요수량을 모의한다. 농업용수 공급량은 식

(3-2)와 같이 필요수량으로부터 시설관리 손실률을 고려하여 모의한다.

  


(3-2)

여기서, 는 농업용수 공급량 (mm), 는 필요수량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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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설관리 손실률이다. 시설관리 손실률은 농업용수 공급량에 대한

시설관리 손실량의 비이다 (정하우, 2006).

필요수량은 논벼의 생육기를 묘대정지, 묘대기, 묘대이앙기, 이앙기,

본답기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Fig. 3.3는 기존의 필요수량 산정방식과

한국농어촌공사 (2005)에서 제시하는 변경된 필요수량 산정방식을 생육

기별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변경된 방식은 기존에 비해 담수가 일

찍 시작되도록 설정하고, 본답기 중 중간낙수 시기에는 용수가 공급되

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작부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 (2005)에서 전국을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Seeding
Preparation

Standard

Nursery·
Transplant Transplant After Transplant

Survey

Nursery

Rice planting water

Rice planting water Mid-summer drainage

Fig. 3.3 Period of farming stages (Ju et el., 2006)

이앙용수량은 우리나라 평균인 140 mm를 적용하였다 (정하우 등,

2006). 본답기 용수량은 식 (3-3)와 같이 계산된다.

        (3-3)

여기서, 는 본답기용수량 (mm), 는 증발산량 (mm),  는

침투량 (mm), 는 유효우량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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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논 광역 배수량 모형

논 광역 배수량은 Fig. 3.4과 같이 강우량 또는 관개량이 논 포장으로

유입되어 배수로로 흘러들어가는 논 포장 배수량 (field drainage)과 수

리시설물에서 공급된 용수량 중 관개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용수로 배수량 (delivery management water requirement)으로 구성된

다. 논 광역의 배수량은 식 (3-4)에 의해 계산된다.

     (3-4)

여기서, 는 논 광역 배수량 (mm), 는 논 포장 배수량 (mm),

는 용수로 배수량 (mm)이다.

본 연구에서 논 포장 배수량은 강우량, 관개량, 증발산량, 침투량으로

부터 담수심을 추정하고, 물꼬높이를 이용하여 논의 물수지식으로 모의

한다. 용수로 배수량은 농업용수 공급량, 영농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

며, 농업용수 공급량과 용수로 배수량의 비를 통해 추정한다.

Delivery Management
Water Requirement

Delivery Management
Water Requirement

Field Drainage

Rainfall

Drainage
Irrigation

Fig. 3.4 Systematic diagram of surface drainage process in

paddy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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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포장 배수량

논 포장 배수량은 논에 공급되는 관개량과 강우량이 물꼬를 넘어 배

수로나 하천으로 지표 월류하는 양이다. 포장 배수량을 모의하는 방법

은 일별 담수심과 물꼬높이의 차가 당일에 전량 배수되도록 모의하는

방법과 광정위어 (broad-crest weir)공식으로 모의하는 방법 등이 있다.

광정위어 공식은 물꼬의 폭과 같은 물리적 변수를 이용하여 상당히 정

확하게 모의할 수 있으나 시간별 강우량 자료를 필요로 하는 특징이 있

다. 논 광역 배수량 모형은 강우량 자료가 일별로 입력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식 (3-5)와 같이 배수량은 담수심과 물꼬높이의 차로부터 모의

한다.

        

     ≤ 

(3-5)

여기서, 은 t일의 논 포장 배수량 (mm), 는 t일의 담수심

(mm), 는 물꼬 높이 (mm)이다.

담수심은 Fig. 3.5와 같이 논에서의 물수지로부터 계산된다.

Fig. 3.5 Water balance of padd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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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서의 물수지는 관개량, 강우량, 증발산량, 침투량, 포장 배수량 등

으로 구성되며, 담수심은 식 (3-6)로부터 계산된다.

                (3-6)

여기서, 은 관개량 (mm), 은 강우량 (mm), INF는 침투량

(mm), 는 증발산량 (mm)이다.

가. 관개량

농업용수 공급량 중 관개량은 용수로 배수량 (delivery management

water requirement)과 송수 손실 수량 (canal conveyance loss)을 제외

한 양으로 식 (3-7)으로 구할 수 있다.

       (3-7)

여기서, 은 관개량 (mm), 는 농업용수 공급량 (mm), 은 송

수 손실 수량 (mm), 은 용수로 배수량 (mm)이다.

송수 손실 수량은 수원으로부터 말단포장까지 용수를 송수하는 과정

에서 증발산 및 수로로부터의 침투에 의하여 손실되는 수량이다. ‘농업

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관개편’에서는 토공수로의 경우 송수

손실률은 간선용수로의 경우 15∼25%, 지선용수로의 경우 10∼20%, 용

수지거의 경우 10%,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수로의 경우 5∼7%를 추천

하고 있다. 이용직 등 (2008)의 현장 조사 결과에 의하면, 콘크리트 수

로에서의 송수 손실률은 평균 5.7%, 토공수로의 간선은 11.7%, 지선은

20.1%로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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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발산량

논벼의 증발산량은 시기별 작물계수와 Penman-Monteith 공식을 이

용하여 식 (3-8)과 같이 구하였다.

   · (3-8)

여기서, 는 논벼의 증발산량 (mm), 는 논벼의 작물계수이며,

는 Penman-Monteith 공식으로 산정된 잠재증발산량 (mm)이다.

작물계수 는 유승환 (2006)이 전국 9개 지역에 대해 산정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Table 3.1과 같다.

Days

Regions
5-L 6-E 6-M 6-L 7-E 7-M 7-L 8-E 8-M 8-L 9-E 9-M 9-L

Chuncheon 1.13 1.23 1.21 1.13 1.18 1.60 1.45 1.44 1.70 1.65 0.94 0.76

Seoul 0.42 0.59 0.90 0.92 0.95 0.85 0.92 0.98 0.87 1.04 1.08

Suwon 0.46 1.04 1.32 1.31 1.32 1.44 1.48 1.78 1.54 1.53 1.29 1.10

Cheongju 0.91 1.05 1.25 1.24 1.32 1.46 1.55 1.53 1.69 1.58

Daejeon 1.16 1.21 1.31 1.42 1.53 1.56 2.01 1.90 1.83 1.47 2.09

Jeonju 0.37 0.77 0.84 0.98 1.42 1.35 1.36 1.59 1.11 1.34 1.06 1.16

Gwangju 1.11 1.04 1.13 1.15 1.21 1.28 1.37 1.46 1.03 1.11 0.72

Daegu 0.76 0.78 0.89 1.21 1.54 1.94 1.60 2.09 1.85 2.04

Jinju 0.74 1.00 0.75 1.13 1.08 1.59 1.80 1.42 1.49 1.29 1.61

Table 3.1 Crop coefficient of transplanted paddy rice for

Penman-Monteith Method (10-days) (Yo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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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침투량

논에서의 침투량은 강우 또는 관개에 의해 공급된 물이 토양속으로

스며드는 양이다. 침투량은 논의 토양조건이나 토층 구조, 담수심, 경지

의 고저차, 지하수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실측에 의해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상준, 2000; 강문성, 2002). 침투는 횡침투와 강하침

투로 구성된다. 횡침투는 상류논으로부터 들어오는 수량, 하류논으로 나

가는 수량, 용수로로부터 들어오는 수량, 배수로로 나가는 수량 등이 있

다 (정하우, 2006). 횡침투량은 상류논과 하류논으로부터의 크기가 서로

비슷하며, 최근에는 용수로가 라이닝 되는 경우가 많아 유입되는 수량

이 소량이며, 논두렁을 비닐로 멀칭하여 배수로로 나가는 수량이 미비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횡침투량을 무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토양의

종류별 침투량은 Table 3.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논 광역 배수량 모

형의 보정 매개변수로 침투량을 이용한다.

Sand Sandy loam loam

Infiltration rate

(mm/day)
3∼6 2∼3 1∼2

Table 3.2 Infiltration rate for different soil types (Im, 2000)

라. 물꼬높이

논벼는 밭 작물과 달리 시기별로 담수심을 유지하도록 물꼬를 관리한

다. 물꼬높이는 영농방식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요소로, 배수량 및 유효

우량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이다 (임상준, 2000). 물꼬높이는 인위적 물

관리 요소로 중간낙수 시기에 물꼬의 높이를 낮춰 담수된 수량이 배수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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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용수로 배수량

농업용수 공급량 (agricultural water supply,  )중 수리시설물로부

터 말단포장까지 송수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용수 배분 및 논 포장에서

의 취수를 위하여 여분으로 공급하는 수량을 배분관리 용수량

(delivery management water requirement, )이라 한다 (정하우,

2006). 배분관리 용수량은 논 포장으로 관개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들

어가는 용수량이기 때문에 배수량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는 배분관리

용수량을 용수로 배수량이라 정의하였다. 용수로 배수량은 농업용수 공

급량 중 관개에 소모되지 않고 용수로의 말단에서 지표 배수되어 하천

으로 유입되며, 신속회귀수량 (quick return flow)에 포함된다 (임상준,

2000).

용수로 배수량은 인위적 물관리 요소로 기후, 용수원의 종류, 영농 방

식, 지형인자 등에 따라 달라지며, 실측하여 구하거나 용수로의 경사,

취수구의 높이 등의 인자를 이용하여 물리적 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

다. 하지만 용수로 배수량을 물리적 식으로 모의하기에는 입력 자료 수

집에 한계가 있고, 모형의 복잡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 (3-9)과 같이 용수로 배수량을 농업용수 공급량 중의

비율로부터 추정한다.

   ×  (3-9)

여기서, 는 용수로 배수량 (mm), 는 농업용수 공급량

(mm), 는 용수로 배수량의 비율이다.

우리나라는 수원시설물의 용수 계획 시 개수로나 관수로에 관계없이

용수로 배수량의 비율을 농업용수 공급량의 5∼10% 정도로 간주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현장 측정 결과에 따르면 수원이 풍

부한 지구에서는 용수로 배수량이 공급량의 최대 49%까지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광역 배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며 용수



- 20 -

로 배수량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값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Table 3.3은 선행 연구의 용수로 배수량의 현장 측정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Kim et al. (200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수로 배수량은 공

급량의 1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뭄 시 공급량 대비 용수로 배수

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가뭄 시 농민들이 농업용수

를 최대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용직 등 (2008)에 따르

면 양수장, 저수지, 용수 지선 구역의 용수로 배수량은 농업용수 공급량

의 31∼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Table 3.3의 용수로 배

수량의 비율 값의 평균은 35%로 나타났다.

용수로 배수량의 비율은 계측 지역의 경우 실측 자료를 이용하고, 미

계측 지역의 경우 Table 3.3을 참조하여 수리시설물 종류 및 기상 특성

에 맞는 용수로 배수량의 비율을 선정하여, 농업용수 공급량으로부터

용수로 배수량을 추정한다.

District Period
Rainfall1)

(mm)



ratio (%)
Reference

Diversion Weir

1998 1,056 36

Kim et

al.

(2005)

1999 824 47

2001 546 11

2002 863 30

2003 1,055 49

Pumping station 2001∼2002 37 Lee et

al.

(2008)

Reservoir 2001∼2002 36

Lateral 2001∼2002 31

1) Rainfall during the irrigation period

Table 3.3  ratio as report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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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설재배지 유출량 모형

시설재배지는 불투수면으로 강우시 지표 유출은 Fig. 3.6과 같이 강우

가 시설재배지로부터 흘러내려 시설사이에 설치된 수로를 통하여 배수

로 또는 하천으로 흘러들어간다. 시설재배지의 용수원은 82.8%가 지하

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는 저수지 관개가 시기적, 양

적으로 제한을 받으며 지하수가 용수를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남호, 1998). 지하수를 이용하여 관개를 하는 경우 관개에 이용되지

않은 수량은 대부분 침투되거나 증발되며, 이는 지표 배수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따라서, 시설재배지의 배수량 추정에 있어, 지하수 관개에

의한 회귀수량은 무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학관 (2009)에 의해 연구된 바 있는 시설재배지에서

의 지표면 유출 모의를 위하여 NRCS 유출곡선법 (USDA NRCS,

2004)를 이용하여 식 (3-10)과 같이 모의한다.

   

  
 ≥  (3-10)

여기서, 는 시설재배지의 유출량 (mm), 은 강우량 (mm),

는 토양수분 저류계수 (mm)이다. 토양수분 저류계수는 식 (3-11)으로

정의된다.

  


  (3-11)

여기서, 은 유출곡선지수로서 토양의 투수성, 토지이용, 선행토양

함수조건의 함수이다. 시설재배지의 경우 은 도시 불투수지역의 

과 같이 98로 고정된다 (김학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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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Surface runoff from the protected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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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대상지구 및 자료구축

4.1 대상지구 선정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구로 경기도 용인시와 평택시 일대의 이동저수

지 용남관개지구를 선정하였다. 용남관개지구는 이동저수지를 주수원공

으로 하여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관개지구의 전체 면적은 2,063

ha이며, 논은 1,789.7 ha로 8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재배지는

273.3 ha로 13.2%를 차지한다. 용남관개지구는 경지정리가 시행되어 구

획정리 및 용·배수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다.

대상지구는 Fig. 4.1과 같이 서울대학교 지역시스템공학과에서 10.3

ha의 광역 논에 대해 수문·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농어

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이동저수지 저수위, 간선수로 및 지선수로 수

위 등을 측정하고 있다.

Idong
reservoir

Irrigated districts
(Paddy + Protected 

cultivation)

Agricultural
water supply
monitoring

Paddy block
monitoring

Fig. 4.1 Monitoring networks at the Yongnam irrigat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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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상자료

대상지구의 일별 강우량과 기상자료 조사를 위하여 용남관개지구 내

에 위치한 남사면 농가 옥상에 Dalotech사의 HOBO Data Logging

Rain Gauge와 Spectrum Technologies, Inc.사의 Wathchdog Weather

Station을 설치하였다. 과거자료와 결측기간에 대한 자료의 보완은 대상

지구로부터 약 20 km 북서쪽에 위치한 수원 기상대의 관측자료를 이용

하였다.

Table 4.1∼4.2는 대상지구에 대한 2011년과 2012년의 강우량, 평균기

온, 풍속, 상대습도, 일사량을 정리한 것이다. 강우량은 유출량을 추정하

는데 이용하였고, 그 외 기상자료는 증발산량을 산정하는데 이용하였다.

영농기간인 4∼9월의 전체 강우량은 2011년에 1,552.4 mm이었으며,

2012년의 경우 1,482.3 mm으로 1981∼2010년의 평균인 1,093.1 mm와

비교하여 많은 강우량을 보였다. 특히, 홍수기인 7, 8월의 강우량이

50%이상을 차지하였다.

일사량은 4∼6월에 큰 값을 보였으며, 5월에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

다. 4∼9월의 일사량의 합은 2011년에 2,809.2 MJ/m2이며, 2012년에

3,119.0 MJ/m2으로 2012년에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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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Month

Total

rainfall

(mm)

Mean of

daily temp.

Mean of

wind speed

(m/s)

Mean of

relative

humidity

(%)

Total of

solar

radiation

(MJ/m
2
)

2011

Jan. 1.2 -8.9 3.0 58.0 280.4

Feb. 49.8 -0.5 2.1 64.1 311.8

Mar. 35.6 2.5 5.2 62.4 487.3

Apr. 145.2 9.3 4.5 68.8 517.6

May. 108.8 17.2 3.7 71.3 555.8

Jun. 291.8 21.1 1.9 73.0 492.7

Jul. 644.2 25.2 1.9 87.3 414.8

Aug. 307 26.1 1.8 87.7 378.9

Sep. 55.4 21.7 1.7 71.3 449.4

Oct. 38.4 13.9 1.1 69.9 360.0

Nov. 46.3 11.2 1.6 71.2 221.6

Dec. 12.4 -0.43 1.6 62.6 235.5

Table 4.1 Summary of meteorological data for the study area (2011)

Year Month

Total

rainfall

(mm)

Mean of

daily temp.

Mean of

wind speed

(m/s)

Mean of

relative

humidity

(%)

Total of

solar

radiation

(MJ/m2)

2012

Jan. 9.9 -2.7 1.5 62.6 258.8

Feb. 0.7 -1.9 1.8 55.4 363.9

Mar. 43.1 5.1 2.3 64.4 411.8

Apr. 125.5 12.1 2.2 65.8 513.2

May. 16.5 19.1 1.6 63.2 640.7

Jun. 100.8 23.6 2.1 67.3 627.3

Jul. 572.3 25.5 1.8 82.4 487.7

Aug. 426.2 27.3 2.3 77.8 438.8

Sep. 241 20.8 1.5 77.1 411.3

Oct. 96.6 15.1 1.3 71.6 395.3

Table 4.2 Summary of meteorological data for the study are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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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저수지 농업용수 공급량

용남관개지구 이동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

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측정하는 간선수로 시작지점의 시간별

수위 자료를 이용하였다. Fig. 4.2는 이동저수지 간선수로에 설치된 초

음파 수위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별 농업용수 공급량을 산정하

기 위하여 수위-유량 관계를 이용하였으며, 수위-유량 관계곡선은 Fig.

4.3과 Table 4.3과 같다. 이동저수지의 관개지구의 농업용수 공급량을

연도별로 합하여 정리하면 Table 4.4와 같다. 공급량이 가장 많았던 해

는 2006년의 1,848.6 mm이며 공급량이 가장 작았던 해는 2002년의

1,172.4 mm로 나타났다. 농업용수 공급량은 일반적으로 수자원이 풍부

한 해가 가뭄이 심한 해보다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남호,

1988).

저수지 물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Fig. 4.4, Fig. 4.5와 같이, 관개용 저

수지의 일반적인 관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Station Period Raging Curve R2

Idong 2001∼2011 Q=3.6851×h1.1372 0.899

Q : Discharge (m3/s), h : Stage (m)

Table 4.3 Stage-discharge relationships of the Idong station

Year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Water

supply

(mm)

1,715.1 1,172.4 1,525.7 1,670.6 1,476.4 1,848.6 1,311.8 1,475.3 1,745.8

Table 4.4 Agricultural water supply of the Idong reservoir (200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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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Water level gauge for the Idong reservoir

main canal (KRC, 2011)

Fig. 4.3 Stage-discharge relationships for the Idong

main ca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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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Accumulating agricultural supply from the Idong reservoir

(200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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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Accumulating agricultural supply from the Idong reservoir

(200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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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광역 논 수문 모니터링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의 광역 논에 대한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

여, 용남관개지구에 위치한 광역 논을 시험지구로 선정하여 용수량 및

배수량 수문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시험지구의 논 면적은 10.3 ha로

단일 토지이용이며, 용·배수로가 분리되어 있다. 시험지구의 용수로는

폭 60 cm의 콘크리트 수로이고 배수로는 2011년까지 흙 수로였으나

2012년부터 폭 90 cm의 콘크리트 수로로 라이닝이 되어있다.

관개용수는 Fig. 4.6과 같이 용수간선에서 분지되어 2개의 분수문으로

부터 시험지구로 유입되어 용수로를 따라 포장으로 관개되거나 말단부

에서 하천으로 배수된다. 시험지구의 포장 배수량은 포장에서 물꼬를

월류하여 1개의 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수된다.

Drainage
Irrigation

0 210 420105
Unknown Units

0      25    50          100m

SW-IR-DW1 SW-IR-DW2 SW-IR-DW3

SW-IR-UP1

SW-IR-UP2

Water level  gauge

(SW: Surface Water, IR: Irrigation, UP: Up, DW: Down)

Fig. 4.6 Monitoring networks at the study paddy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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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구의 농업용수 공급량, 용수로 배수량, 포장 배수량을 측정하였

다. 농업용수 공급량과 용수로 배수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용수로의

시점부와 말단부에 초음파 수위계를 설치하여 시간별 수위를 관측하였

다. 또한, 논 포장 배수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로의 말단부에 초음파

수위계를 설치하여 시간별 수위를 관측하였다. Fig. 4.7∼Fig. 4.10는

2011년과 2012년의 각 수로별 수위를 도시하여 보여주고 있다.

Fig. 4.7 Water stage at monitoring stations (UP1, UP2, 2011)

Fig. 4.8 Water stage at monitoring stations (DW1, DW2, DW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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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Water stage at monitoring stations (UP1, UP2, 2012)

Fig. 4.10 Water stage at monitoring stations (DW1, DW2, DW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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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를 유량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영농기에 용·배수로 유속을 정기적

으로 조사하였다. Fig. 4.11는 현장 유속을 측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용·배수로의 단면을 조사하여 유속을 유량으로 환산하였으며, 초

음파 수위계의 수위와 유량을 통해 수위-유량 관계곡선을 작성하였다.

Table 4.5는 모니터링 지구 용·배수로의 수위-유량관계를 보여주고 있

다. SW-IR-DW#2는 배수로의 말단으로 2012년 초에 흙 수로에서 콘크

리트로 라이닝 수로로 변하여, 2011년과 2012년의 유황 특성이 서로 상

이하므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수위-유량 관계곡선을 작성하였다.

Fig. 4.12∼Fig. 4.16은 각 수위계측점의 수위-유량 관계곡선을 도시하

여 보여주고 있다.

Station Period Raging Curve R2

SW-IR-UP#1 2011∼2012 Q=279.88×h
2.6992

0.773

SW-IR-UP#2 2011∼2012 Q=0.1972×h2.8576 0.927

SW-IR-DW#1 2011∼2012 Q=0.6445×h1.6672 0.976

SW-IR-DW#2

2011 Q=4.8524×h2.2491 0.885

2012 Q=5.8280×h2.0111 0.969

SW-IR-DW#3 2011∼2012 Q=0.0924×h2.1411 0.936

Q : Discharge (m3/s), h : Stage (m)

Table 4.5 Stage-discharge relationships at monitor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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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Discharge measurement at the

study paddy block

Q = 279.88H2.6992

R² = 0.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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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Stage-discharge relationships for the SW-IR-U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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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Stage-discharge relationships for the SW-IR-UP#2

Fig. 4.14 Stage-discharge relationships for the SW-IR-D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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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Stage-discharge relationships for the SW-IR-DW#2

Fig. 4.16 Stage-discharge relationships for the SW-IR-D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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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유량 관계곡선을 통해 농업용수 공급량, 용수로 배수량, 논 포장

배수량을 산정 후 2011년과 2012년의 영농기에 대해 정리하면 Table

4.6∼4.7과 같다. 관개량은 농업용수 공급량과 용수로 배수량의 차로부

터 구하였고, 광역 배수량은 용수로 배수량과 포장 배수량의 합으로 산

정하였다.

시험지구의 2011년 농업용수 공급량은 2,324.1 mm, 용수로 배수량은

629.9 mm로 27.1%가 관개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2012년은 2,007.8 mm 공급되어 11.9%인 239.6 mm가 용수로 배

수량으로 배수되었다. 2012년과 2011년의 용수로 공급량의 비율의 차이

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2012년의 경우 2011년에 비해 농업용수가 적

게 공급되어, 용수를 절약하는 영농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사료

된다.

총 배수량은 2011년의 경우 3,015.6 mm이었으며, 이 중 포장 배수량

은 2,385.7 mm로 나타났으며, 2012년의 총 배수량은 2,505.5 mm이었으

며 포장 배수량으로 2,265.4 mm가 흘러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관개지구에서의 배수량 모니터링 관련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윤광식 등 (2002)은 논이 95 ha, 기타 토지이용이 19.84 ha를 차

지하는 양수장 관개지구를 대상으로 영농기에 대해 현장 측정하였으며,

1999년 경우 강우량 1,065 mm, 농업용수 공급량 1,340 mm에 대해 배

수량이 1,453 mm으로, 2000년의 경우 강우량 1,296 mm, 농업용수 공급

량 1,185 mm에 대해 배수량 1,421 mm으로 보고하였다. 오승영 등

(2002)은 41.9 ha의 하천수 관개 광역 논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1999

년의 경우 농업용수 공급량 3,690.4 mm, 강우량 890.1 mm가 유입되어

배수량 4,055.2 mm가 흘러나가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2000년의 경우 농

업용수 공급량 3,159.6 mm, 강우량 1,212.2 mm가 유입되어, 배수량

3,731.2 mm가 흘러나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연도별, 지역

별로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용수원의 종류에 따라 농

업용수 공급량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 침투량, 물관리 방식이 다르며,

기상조건에 따라 강우량, 증발산량이 다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 37 -

Date
1)WU
(mm)

2)DMWR
(mm)

3)DR
(mm)

4)IR
(mm)

5)TD
(mm)

DMWR/
WU

May.
F 327.0 69.2 428.2 257.8 497.3 21.2%
M 305.8 76.0 271.0 229.8 347.0 24.9%
L 334.2 100.2 180.5 234 280.7 30.0%

Jun.
F 243.3 62.4 125.7 180.9 188.1 25.6%
M 266.7 69.9 142.9 196.8 212.8 26.2%
L 99.0 51.0 319.6 48 370.6 51.6%

Jul.
F 90.0 49.1 234.8 40.9 283.9 54.6%
M 87.9 53.9 181.6 34 235.5 61.3%
L 99.7 22.6 161.2 77.1 183.7 22.6%

Aug.
F 58.1 20.7 22.0 37.4 42.7 35.7%
M 38.2 11.9 142.1 26.3 153.9 31.1%
L 153.8 11.8 81.6 142 93.5 7.7%

Sep.
F 164.6 19.7 66.8 144.9 86.5 12.0%
M 55.8 11.6 27.8 44.2 39.3 20.7%

Sum 2,324.1 629.9 2,385.7 1,694.2 3,015.6 27.1%
1)WU: agricultural water supply, 2)DMWR: delivery management water requirement
3)DR: paddy field drainage, 4)IR: irrigation, 5)TD: total drainage

Table 4.6 Hydrological monitoring results for the study paddy block (2011)

Date
1)WU
(mm)

2)DMWR
(mm)

3)DR
(mm)

4)IR
(mm)

5)TD
(mm)

DMWR/
WU

May.
F 277.4 13.7 237.4 263.6 251.1 5.0%
M 261.2 15.9 285.9 245.3 301.8 6.1%
L 196.2 26.4 197.2 169.8 223.6 13.4%

Jun.
F 162.5 22.3 102.6 140.2 124.9 13.7%
M 109.8 29.5 101.6 80.3 131.1 26.9%
L 61.4 10.5 169.9 50.8 180.4 17.2%

Jul.
F 34.6 7.3 208.6 27.3 215.8 21.0%
M 91.5 26.9 137.7 64.6 164.5 29.4%
L 136.1 27.1 63.7 109.0 90.8 19.9%

Aug.
F 244.4 15.9 63.7 228.5 79.5 6.5%
M 148.3 19.0 197.4 129.4 216.3 12.8%
L 135.2 15.3 191.1 119.9 206.4 11.3%

Sep.
F 82.9 7.6 130.9 75.3 138.4 9.1%
M 66.5 2.3 177.9 64.2 180.2 3.4%

Sum 2,007.8 239.6 2,265.4 1,768.3 2,505.0 11.9%
1)WU: agricultural water supply, 2)DMWR: delivery management water requirement
3)DR: paddy field drainage, 4)IR: irrigation, 5)TD: total drainage

Table 4.7 Hydrological monitoring results for the study paddy block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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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영농현황

관개지구의 수문기작은 농업용수 공급량과 강우량 등의 유입량과 물

꼬 높이 등의 인위적 물 관리 요소에 의해 달라진다. 중간낙수는 비담

수 상태로 토양을 건조시켜 뿌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여 무효분얼을

억제시켜 충실한 이삭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하우, 2006), 물꼬

높이를 강제로 낮추어 담수된 수량이 강제 배수되어 강우 및 관개와 관

계없이 배수량이 발생하며, 이 시기에는 관개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이다. 남원호 등 (20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저수지 조작 운영자의 약

86%가 중간낙수를 고려하여 저수지를 운영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Table 4.8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사한 이동저수지 관개지구의 영농

현황이다. 논에서 담수는 모내기 시기보다 약 한 달 빠른 4월 13일 정

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중간낙수는 6월 25일∼7월

15일에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완전 낙수는 9월 중순 경에 이

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4.8을 바탕으로 인위적 물관리 요소의 입력 자

료를 구성하였다.

Time step Idong

Period of nursery 4/11∼5/18

Period of transplant 5/12∼5/26

Period of planting water 4/13∼5/18

Period of after transplant 5/27∼9/11

Period of midsummer drainage 6/25∼7/15

Table 4.8 Phase of rice cultivation for the Idong area (KR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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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복합영농 관개지구 배수량 모의

모형의 적용

5.1 농업용수 공급량 모형의 적용

5.1.1 시설관리 손실률의 추정

저수지 농업용수 공급량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대상 저수지의 시설관

리 손실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Fig. 5.1과 같이 저수지 농업용수

공급량 모형에서 모의한 필요수량과 실제 농업용수 공급량을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하여 시설관리 손실률을 추정하였다. 회귀분석은

특정 변수 값의 변화와 다른 변수 값의 변화가 가지는 수학적 선형의

함수식을 파악함으로써 상호관계를 추론하는 통계 방법이다.

저수지 운영의 인위성을 고려하여 일별 자료를 순별로 합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영농 자료는 Table 4.8의 대상 지구의 영농 현황

자료를 이용하였다. 저수지에서 공급을 중단하는 시기 해마다 조금씩

달랐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가 내리지 않으며 농업용수 공급이 5일 이

상 되지 않는 시기를 당해의 중간낙수 시기로 결정하였다.

Simulated
10-days 

paddy water
requirement
(2001~2009)

Observed
10-days

agricultural
water supply
(2001~2009)

Coeff. of
agricultural
water loss
estimated

Simulated
paddy water
requirement

(2011)

Simulated
agricultural
water supply

(2011)

Regression
Analysis

Observed
agricultural
water supply

(2011)

Validation

Fig. 5.1 Estimation procedure of agricultural water

loss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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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는 2001∼2009년의 모의 필요수량과 실제 저수지 공급량의 상

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001∼2009에 대해 모의 필요수량과 실제 공

급량은 R2는 0.777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량의 약 38%

가 용수로 배수량 및 송수 손실 수량으로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동저수지의 시설관리 손실률을 약 38%로 추정할 수 있다. 우

리나라는 수리시설물 설계 시 외국 자료에 근거하여 제시된 시설관리손

실률인 약 15∼20%를 적용하고 있으며 (농림부, 1998), 본 연구의 추정

치는 이보다 높게 나타났다.

y = 0.6238x
R² = 0.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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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Comparison observed water supply to

simulated water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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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저수지 농업용수 공급량 추정

시설관리 손실률의 추정에 이용되지 않는 2011년에 대해 시설관리 손

실률 추정치를 적용하여 농업용수 공급량을 모의하였고, 실측 저수지

공급량 자료와 비교하여 검정을 수행하였다. Table 5.1과 Fig. 5.3은 농

업용수 공급량의 모의치와 실측치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Fig. 5.4

는 2011년의 모의치와 실측치의 산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2011년의 모의 총 농업용수 공급량은 1,142.6 mm로 나타났고, 실측

총 농업용수 공급량은 1,218.5 mm로 나타났다. 모의 공급량은 4월

114.4 mm, 5월 473.5 mm로 실측 자료의 4월 82.2 mm, 5월 425.4 mm

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영농초기에 농업용수가 많이 공급되는 특징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는 중간낙수가 실시되었으며 실측

치는 50.6 mm, 모의치는 27.7 mm가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우가

집중되는 시기인 7월 하순∼8월 중순까지의 모의치와 실측치는 모두 다

른 시기에 비해 적게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하순부터 9월 초

순까지는 80 mm이상이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 기간에 대해 순별 모의치와 실측치는 R2는 0.745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nth

Simulated

agricultural supply

(mm)

Observed

agricultural supply

(mm)

Apr. 114.4 82.2

May. 473.5 425.4

Jun. 177.6 309.5

Jul. 27.7 50.6

Aug. 213.6 195.6

Sep. 135.8 155.1

Sum 1,142.6 1,218.4

Table 5.1 Observed and simulated agricultural water supply of

the Idong reservoir for the verific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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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논 광역 배수량 모형의 적용

논 광역 배수량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모니터

링 광역 논에 대해 모형의 보정과 검정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 보정방

법에는 크게 시행착오법과 최적화 기법에 의한 자동보정법, 그리고 이

두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순 시행착오법을

이용하여 모형의 보정을 수행하였다. 모형의 보정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균제곱근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E), 상대평균절대오차

(Relative Mean Absolute Error, RMAE), 모형의 효율지수 (Efficiency

Index, EI), 결정계수 (R2) 등의 통계적인 변량을 사용하였다 (David

and Gregory, 1999). 매개변수 보정을 위한 RMSE와 RMAE는 각각

다음 식 (5-1)과 (5-2)와 같이 계산된다.

min RMSE = 




 
  



   
 (5-1)

min RMAE =



 
  



    
(5-2)

여기서, 는 실측값, 는 모의값, n은 자료수이다.

모형의 추정 오차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결정계수 ( )는 0.0

∼1.0 범위를 가지며, 1.0에 가까울수록 모의치가 실측치의 경향을 잘

반영한다. 그러나 결정계수는 단지 무작위 오차만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오차의 정도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따라서, 오차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

해 RMSE와 RMAE 등을 사용하며, RMAE가 RMSE에 비하여 오차

의 크기를 더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전형적인 지표로 사용된다 (Kang

et al., 2006; 김학관, 2009; 이은정, 2011).

모형의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한 EI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한

다.



- 44 -

     (5-3)

  
  



   
 (5-4)

  
  



   
 (5-4)

여기서, 는 실측치, 는 실측치의 평균, 는 모의치이다.

는 추정치와 실측치가 일치하면 1.0이며, 그 값이 0과 1.0 사이에

있으면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실측치의 평균을 이용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계산된 가 0보다 작으면 모형의 추정 결과가

나쁘거나 실측 자료가 일관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Nash and Sutcliffe,

1970).

5.2.1 모형의 보정

모형의 보정을 위해 이동저수지 용남관개지구의 서울대학교 지역시스

템공학과에서 모니터링하는 논 지구를 대상으로 2012년의 배수량 자료

를 이용하였으며, 모형의 검정은 보정에 이용되지 않은 2011년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시험 지구는 5.3 ha 지구와 5.0 ha 지구의 포장

배수량이 하나의 배수로로 합류된다. 각 지구의 농업용수 공급량은 실

측치를 이용하였고, 농업용수 공급량 중 용수로 배수량의 비율은 시험

지구의 실측 자료인 2011년 27.1%, 2012년 11.9%를 이용하였다. 물꼬

높이는 60 mm로 설정하였고 중간낙수 시기는 시험지구의 영농 자료를

이용하여 2011년은 6/24∼7/1로, 2012년은 6/17∼6/24을 적용하였다.

Table 5.2는 광역 배수량 추정을 위한 모형의 입력 자료를 정리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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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Unit Data used

Irrigation area ha
left paddy block : 5.3,
right paddy block : 5.0

Water supply mm observed

Ratio of DMWR/WU %
2011: 27.1
2012: 11.9

The height of
drainage outlet mm reported

Midsummer drainage 2011: 6/24∼7/1
2012: 6/17∼6/24

Period of data used 2011: 05/01∼09/20
2012: 05/01∼09/20

Table 5.2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ddy block

광역 배수량에 대한 보정은 Table 5.3에 제시된 범위에서 침투량

INF를 조정하여 수행하였다. Table 5.3은 대상지구의 배수량에 대한

매개변수의 보정결과이다.

Fig. 5.5는 보정기간인 2012년에 대하여 강우량과 관개량에 따른 배수

량의 실측치와 모의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Fig. 5.6은 보정에 사용

된 자료기간의 실측 배수량과 모의 배수량의 산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Parameters Definition
Initial

Value

Final

Value
Range

INF Infiltration of paddy block (mm) 2.0 1.1 1∼6

Table 5.3 Calibrated model parameter values for drainag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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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는 배수량 모의 결과와 통계적인 변량을 이용하여 모형을

평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의 5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총 강우량은 1,354.8 mm, 총 농업용수 공급량은 2,007.8 mm였고, 자료

기간에 대한 실측 광역 배수량은 2,505.0 mm로 나타났다. 모형에 의한

광역 배수량은 2,285.4 mm로 모의 되었으며, 모의 배수량이 실측 배수

량보다 대체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는 배수량 모의에 이용된 물꼬높

이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모형에 사용된 물꼬 높이가 실제 물꼬 높이

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모형의 보정에 사용된 자료기간에 대하여 RMSE는 11.11 mm/day,

RMAE는 0.49 mm/day, R2는 0.75, EI는 0.74의 값을 보였다.

Date
Rainfall

(mm)

Water

supply

(mm)

Drainage

(mm)
RMSE RMAE

R2 EI

Obs. Sim. (mm/day)

2012

5-F 0.0 277.4 251.1 212.5

11.11 0.49 0.75 0.74

5-M 11.8 261.2 301.8 216.6

5-L 4.7 196.2 223.6 203.9

6-F 0.3 162.5 124.9 87.1

6-M 0.0 109.8 131.1 39.7

6-L 100.5 61.4 180.4 110.9

7-F 331.5 34.6 215.8 208.0

7-M 234.5 91.5 164.5 251.2

7-L 6.3 136.1 90.8 35.4

8-F 1.0 244.4 79.5 99.3

8-M 298.9 148.3 216.3 302.6

8-L 126.3 135.2 206.4 178.9

9-F 124.5 82.9 138.4 163.4

9-M 114.5 66.5 180.2 175.9

Total 1,354.8 2,007.8 2,505.0 2,285.4

Table 5.4 Statistics of daily drainage calibration for the study

paddy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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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모형의 검정

모형의 검정은 모형의 보정에 이용되지 않은 2011년 자료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Fig. 5.7은 검정기간인 2011년에 대하여 강우량과 관개량에 따른 배수

량의 실측치와 모의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Fig. 5.8은 검정에 사용

된 자료기간의 실측 배수량과 모의 배수량의 산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5.5는 통계적인 변량을 이용하여 실측치와 모의치를 비교하여

평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자료기간의 총 강우량은 1,591.4 mm, 총

농업용수 공급량은 2,324.1 mm였고, 자료기간에 대한 실측 총 배수량은

3,015.6 mm였다. 모형에 의한 모의 총 배수량은 2,922.1 mm로 나타났

다.

모형의 보정에 사용된 자료기간에 대하여 RMSE는 11.62 mm/day,

RMAE는 0.32 mm/day, R2는 0.65, EI는 0.68의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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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Rainfall

(mm)

Water

supply

(mm)

Drainage

(mm)
RMSE RMAE

R2 EI

Obs. Sim. (mm/day)

2011

5-F 22.8 327.0 497.3 323.9

11.62 0.32 0.65 0.68

5-M 49.5 305.8 347.0 325.7
5-L 1.9 334.2 280.7 304.6
6-F 19.1 243.3 188.1 213.6
6-M 0.4 266.7 212.8 186.2
6-L 372.0 99.0 370.6 382.1
7-F 295.0 90.0 283.9 271.4
7-M 194.8 87.9 235.5 240.5
7-L 304.5 99.7 183.7 235.8

8-F 56.8 58.1 42.7 48.2
8-M 253.5 38.2 153.9 159.0
8-L 4.8 153.8 93.5 83.8
9-F 4.4 164.6 86.5 114.6
9-M 11.9 55.8 39.3 32.8

Total 1,591.4 2,324.1 3,015.6 2,922.1

Table 5.5 Statistics of daily drainage verification for the study

paddy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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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설재배지 유출량 모형의 적용

시설재배지 유출량 모형을 이용하여 2010∼2011년의 시설재배지에서

의 배수량을 추정하였다. Fig. 5.9과 Table 5.6는 모의 기간에 대해 유

출량과 강우량을 보여주고 있다. 모의 유출량은 2010년의 강우량

1,100.4 mm에 대해 77%인 846.0 mm로 나타났고, 2011년의 강우량

1,809.6 mm에 대해 83%인 1,507.4 mm로 나타났다. 전체 모의 기간에

대해 총 강우량은 2,910.0 mm, 모의 총 유출량은 2,353.4 mm였고, 평균

유출률은 0.81으로 나타났다.

Year
Rainfall

(mm)

Simulated

protected cultivation

surface runoff

(mm)

Runoff ratio

2010 1,100.4 846.0 0.77

2011 1,809.6 1,507.4 0.83

Total 2,910.0 2,353.4 0.81

Table 5.6 Simulated runoff from protected cultivation area (20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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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복합영농 관개지구 수문 분석

5.4.1 시설재배지 면적 변화에 따른 배수량 변화 분석

본 연구에서는 관개지구의 시설재배지 면적 변화에 따른 배수량 변화

를 분석하기 위하여 논이 우점하는 지구와 시설재배지가 우점하는 지구

를 구분하여 2011년 영농기에 대해 배수량을 모의하였다. Table 5.7은

각 지구의 토지이용 현황 보여주고 있다. 각 지구는 이동저수지 관개지

구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논 우점 지구의 총 면적은 50.2 ha으로 시설재

배지의 면적은 1.0 ha인 1.9%였고, 시설 우점 지구의 총 면적은 54.7

ha으로 시설재배지의 면적은 13.6 ha인 24.9%로 나타났다.

Fig. 5.10과 Fig. 5.11는 논 우점 지구와 시설재배지 우점 지구의 항공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관개지구의 배수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농업용수 공급량을 모의하여

논 광역 배수량 모형의 입력 자료로 이용하였고, 논 광역 배수량과 시

설재배지의 유출량을 모의하여 총 배수량을 추정하였다. 시설관리 손실

률은 본 연구에서 이동저수지에 대해 추정한 값인 38%를 이용하였고,

공급량 중 용수로 배수량의 비율은 시험지구의 2011년의 측정값인

27.1%를 이용하였다. 송수 손실률은 콘크리트 수로에 대해 수원공 설계

에 이용되는 5%를 적용하였다. 영농자료는 한국농어촌공사 (2005)의 자

료를 이용하였다.

Land use

Paddy dominated Protected cultivation dominated

Area

(ha)

Percentage

(%)

Area

(ha)

Percentage

(%)

Paddy 49.2 98.1 41.1 75.1

Protected
cultivation

1.0 1.9 13.6 24.9

Total 50.2 100.0 54.7 100.0

Table 5.7 Land use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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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y dominated

Fig. 5.10 Aerial map of the paddy dominant district

Protected cultivation 
dominated

Fig. 5.11 Aerial map of the protected cultivation dominant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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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8와 Fig. 5.12, Fig. 5.13은 논 우점 지구와 시설 우점지구의

2011년도 농업용수 공급량 및 총 배수량의 모의 결과이다. 논 우점 지

구의 농업용수 공급량은 단위면적당 1,028.1 mm로 시설재배지 우점 지

구의 1,028.1 mm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시설재배지의 유출량은 시설 우

점 지구에서 단위면적당 341.1 mm로 나타났으며, 논 우점 지구는 26.0

mm로 나타났다. 논 포장 배수량은 논 우점 지구와 시설 우점 지구에서

각각 단위면적당 1,535.1 mm, 1,328.0 mm로 나타났으며, 용수로 배수량

은 278.6 mm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총 배수량은 논 우점 지구는 단위

면적당 1,839.8 mm, 시설 우점 지구는 1,947.7 mm로 시설 우점 지구에

서 107.9 mm 크게 나타났다.

Item Paddy major area

Protected

cultivation

major area

Inflow

Rainfall

(mm)
1,591.4 1,591.4

Water supply

(mm)
1,028.1 1,028.1

Total

(mm)
2,619.5 2,619.5

Outflow

Protected cultivation

runoff

(mm)

26.0 341.1

Paddy field drainage

(mm)
1,535.1 1,328.0

Delivery management

water requirement

(mm)

278.6 278.6

Total

(mm)
1,839.8 1,947.7

Table 5.8 hydrologic simulation based on land use scenario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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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2 Simulated drainage at the paddy dominant distric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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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3 Simulated drainage at the protected cultivation dominant

distric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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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복합영농 관개지구 물수지

본 연구에서는 복합영농 관개지구 배수량 모의 모형을 이용하여 이동

저수지 관개지구의 2011년도 영농기의 물수지를 분석하였다. 상류 논의

배수량이 하류 논의 관개량으로 반복 이용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

다. 물수지 분석 결과를 순별로 정리하면 Table 5.9와 같다. 관개지구로

유입되는 수량은 강우량 1,591.4 mm, 농업용수 공급량 1,028.1 mm로

총 2,691.5 mm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 시설재배지, 용수로에서 배출되

는 총 배수량은 1,890.9 mm, 용수로에서 손실되는 수량은 51.4 mm, 논

의 침투로 손실되는 수량은 132.0 mm, 증발산량은 570.3 mm로 총

2,644.6 mm가 관개지구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수량은 5

월에 491.5 mm로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영농초기에 농업용수 공급량이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5월 이후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배수량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강우가 많이 내렸기 때문이다. 총 유입량

과 총 유출량의 차가 약 25.1 mm로 나타나는데, 이는 4월에 농업용수

공급에 의해 담수된 수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추정한 농업용수 공급량은 강우량의 약 65%를 차

지하고 있으며 이는 관개지구의 배수량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실제 수

원이 풍부한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량 관측치는 더 크게 보고되고 있어,

관개회귀수량이 유역 유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용하는 유역 모형은 외국에서

개발한 모형이 대부분이며 농업용수 공급량에 의한 회귀수량을 고려하

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규모가 큰 관개지구룰 포함하는 유역을 수문 모

델링할 경우 농업용수 공급량에 의한 배수량을 고려해야 하며, 본 연구

에서 개발한 모형을 연계하여 이용하면 유역 수문 모델링에 있어 유용

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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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Inflow Outflow

Rain.

(mm)

Water

supply

(mm)

sum Drain.
Canal

loss
Infilt. Evap. sum

2011

5-F 22.8 96.3 119.1 123.6 4.8 11.0 4.7 144.1

5-M 49.5 179.6 229.1 201.4 9.0 11.0 7.7 229.1

5-L 1.9 197.6 199.5 166.5 9.9 12.1 11.0 199.5

6-F 19.1 81.3 100.4 59.0 4.1 11.0 26.3 100.4

6-M 0.4 69.5 69.9 22.3 3.5 5.5 38.6 69.9

6-L 372.0 26.8 398.8 273.9 1.3 8.8 114.8 398.8

7-F 295.0 0.0 295.0 264.8 0.0 11.0 19.2 295.0

7-M 194.8 0.0 194.8 161.6 0.0 9.9 23.3 194.8

7-L 304.5 27.7 332.2 234.5 1.4 6.6 89.7 332.2

8-F 56.8 59.1 115.9 33.0 3.0 4.4 75.6 115.9

8-M 253.5 55.2 308.7 233.5 2.8 9.9 62.5 308.7

8-L 4.8 99.4 104.2 50.8 5.0 11.0 37.4 104.2

9-F 4.4 86.1 90.5 32.9 4.3 11.0 42.3 90.5

9-M 11.9 49.6 61.5 33.0 2.5 8.8 17.2 61.5

Total 1,591.4 1,028.1 2,619.5 1,890.9 51.4 132.0 570.3 2,644.6

Table 5.9 Water balance of the study irrigated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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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복합영농 관개지구의 배수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대상

지구에 대하여 수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복합영농 관개지구의 배

수량을 모의하는 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모형은 농업용수 공급량 모형,

논 광역 배수량 모형, 시설재배지 유출량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논

포장 배수량, 용수로 배수량, 시설재배지 유출량을 구분하여 일별로 추

정한다. 또한, 이동저수지 관개지구의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였으며, 이로부터 논 우점 지구 및 시설재배지 우점 지

구의 배수량을 비교하고, 이동저수지 관개지구의 물수지를 분석하여 응

용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복합영농 관개지구를 수리시설물, 용배수로, 논, 시설재배지로 구분

하고, 배수량 모의 과정을 모식화하여 복합영농 관개지구의 배수량 추

정 방법을 정립하였다.

2. 농업용수 공급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DIROM의 공급량 모의 방식

을 수정하여 논물의 담수가 4월 중순부터 시작되도록 설정하고, 중간낙

수 시기에 용수가 공급되지 않도록 구성하여 필요수량을 모의하였고,

시설관리 손실률을 고려하였다.

3. 광역 논의 배수량을 논 포장 배수량과 용수로 배수량으로 구분하

였다. 논 포장 배수량은 논의 물수지 식, 용수로 배수량은 농업용수 공

급량과 용수로 배수량의 비로부터 모의한다.

4. 시설재배지의 유출량은 NRCS 유출곡선법을 이용하여 모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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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배지의 CN는 98로 고정한다.

5. 이동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량을 모의하기 위하여 실측 순별 공급

량과 모의 순별 필요수량을 회귀분석하여 이동저수지의 시설관리 손실

률 38%를 추정하였다.

6. 농업용수 공급량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에 이

용되지 않은 2011년에 대해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모의 공급량

은 1,142.5 mm, 실측 공급량은 1,218.5 mm으로 나타났으며 0.745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 논 광역 배수량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지구에 대

하여 모형의 매개변수를 보정하고, 검정을 실시하였다. 보정 결과, 실측

배수량은 2505.0 mm, 모의 배수량은 2,285.4 mm로 R2는 0.75, EI는

0.74 RMSE는 11.11 mm/day, RMAE는 0.49 mm/day 이었다. 검정 결

과, 실측 배수량은 3,015.6 mm, 모의 배수량은 2,922.1 mm로 R2는 0.65,

EI는 0.68 RMSE는 11.62 mm/day, RMAE는 0.32 mm/day 이었다.

8. 시설재배지 유출량 모형을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대해 적용하였

으며, 그 결과 2010년도는 강우량 1,100.4 mm에 대해 유출량 846.0 mm

유출률 0.77로 나타났고, 2011년도는 강우량 1,809.6 mm에 대해 유출량

1,507.4 mm, 유출률 0.81로 나타났다.

9. 논이 전체 면적의 98.1%를 차지하는 논 우점 지구와 시설재배지가

전체 면적의 24.9%를 차지하는 시설재배지 우점 지구에서 2011년도 영

농기의 농업용수 공급량 및 배수량을 모의하였다. 단위면적당 농업용수

공급량은 논 우점 지구와 시설 우점 지구는 동일하게 1,028.1 mm이었

으며, 단위면적당 배수량은 논 우점 지구 1,839.8 mm, 시설 우점 지구

는 1,947.7 mm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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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동저수지 관개지구의 2011년도 영농기에 대하여 물수지를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강우량 1,591.4 mm 농업용수 공급량 1,028.1 mm로

총 2,619.5 mm가 관개지구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수량 1,890.9

mm, 송수 손실 수량 51.4 mm, 논 침투량 132.0 mm, 증발산량 570.3

mm로 총 2,644.6 mm가 관개지구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리시설물, 논, 시설재배지, 용배수로로 구성되는 복합영

농 관개지구의 배수량 모의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였고, 시험지구 수문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였으며, 관개지구의

총 배수량을 추정하였다. 관개지구 배수량은 수리시설물 조작의 인위성

및 관개지구의 지형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조사가 필

요하다. 또한, 용수로 배수량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지형 인자

를 고려하여 모델링의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개지구의

배수량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배수량 추정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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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aily Surface Drainage Simulation

Model for Irrigation Districts Consisting

of Paddy and Protected Cultivation

Song, Jung Hun

Major in Rural Systems Engineering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Estimating surface drainage from irrigation districts is important

for water resources planning, stream flow estimation and NPS

(Non-Point Source) pollutant control.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a hydrologic simulation model to estimate surface

drainage for irrigation districts consisting of paddy and protected

cultivation, and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the developed model.

The model consists of three sub-models; agricultural supply, paddy

block drainage, and protected cultivation runoff. The model simulates

daily total drainage as the sum of paddy field drainage, irrigation

canal drainage, and protected cultivation runoff at the outlets of the

irrigation districts.

The agricultural supply sub-model was formulated considering

crop water requirement for growing seasons and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loss. Agricultural supply was calculated for use as

input data for the paddy block sub-model. The paddy block drainage

sub-model simulates paddy field drainage based on water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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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rrigation canal drainage as a fraction of agricultural supply.

Protected cultivation runoff is calculated based on NRCS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curve number method. The Idong

reservoir irrigation district in Kyunggi province, Korea was selected

for surface drainage monitoring and model verification.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loss was estimated using a

regression equation between observed agricultural supply and

simulated crop water requirement. The estimated coefficient was

validated with the unused observed data. The parameters of paddy

block model were calibrated using a trial and error technique, and

validated with the measured drainage data from the study site. The

simulation results we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observed data.

The developed model was applied to the two irrigated districts of

which land use was dominated with paddy for one and with

protected cultivation for the other. As a result, increases of protected

cultivations resulted in increases of surface drainage out of irrigated

districts. The model thus can be a useful tool to estimate surface

drainage for irrigated districts consisting of paddy and protected

cultivation.

Keywords : Irrigated districts, Paddy, Protected cultivation, Drainage,

Agricultural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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