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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농업용 수지는 본래 농업용수의 공 을 목 으로 건설되었으나,

최근 실시된 둑 높이기 사업으로 농업용수 공 과 더불어 하천유지

용수 공 ,홍수조 등 농업용 수지의 활용 목 이 확장되었다.

기계화에 따른 농방식의 변화는 농업용수 공 에 향을 미쳐 물

이용 형태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농업용 수지 활용 목 의 확

장과 농방식의 변화로 용수 수요량과 시기가 달라지면서 이에 따

른 농업용 수지 용수공 패턴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농업용 수지 모의 운 모형으로 실무에서는 HOMWRS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여러 한계 보완해야 할 부분을 가지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농환경과 농업용

수지 활용 목 변화에 따른 장 상황을 반 한 농업용 수지

용수공 모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한,시험 지구를 선정

해 새롭게 개발된 모형을 이용해 농업용수 공 량을 모의하고,이를

수지 수 자료 HOMWRS를 이용한 농업용수 공 량 모의 결

과와 비교하여 새로운 모형의 활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농환경과 농업용 수지 활용 목 변화에 따른 장 상황을 반

한 농업용 수지 용수공 모의 시스템을 개발하 다.개발된 모

형은 ARWS (AgriculturalReservoir Water supply simulation

System)으로 명명하 다.ARWS는 수지 유입량 모형,농업용수

공 량 모형,하천유지용수 공 량 모형,무효 방류량 모형,수면 강

수량 증발량 모형 등으로 구성된다. 수지 유입량 모형은 수정

3단 TANK 모형을 용하 으며, 간낙수 시기와 새롭게 제시된

작부시기를 용하여 농업용수 공 량 모형을 구성하 다.하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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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공 량은 일별 공 량을 입력 가능하도록 하 으며,무효 방류

량의 경우 제한수 과 수량과 물넘이 월류량으로 구성하 다.그

밖에 수지 수면 증발량과 수면 강수량을 고려하 다.

ARWS시스템의 개발언어는 자바 언어를 이용하 으며,개발툴은

이클립스 (Eclipse)통합개발환경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를 이용하 다.독립 모듈 랫폼을 개발하여,추가

인 모듈을 개발하여 등록하거나 기존 모듈들의 교체가 가능하도

록 하 고,시스템 상에서 유역특성에 맞도록 모듈들의 자유로운 구

성이 가능하도록 하 다.

ARWS에서 개발된 모형들을 고풍 수지,탑정 수지에 용하여

수지 유입량,농업용수 공 량, 수지 물수지 분석을 실시하 고,

수지 물수지 분석에 의한 수 모의 결과를 HOMWRS모형

실측 자료와 비교하여 ARWS의 용성을 분석하 다.통계 변량

들을 분석한 결과,작부시기의 변화, 간낙수시기,제한수 용

시기 등을 고려한 ARWS가 HOMWRS에 비해 실측 수 를 잘 모

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농업용 수지,ARWS,HOMWRS, 수지 물수지

학 번 :2012-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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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우리나라 농 은 1970년 이후 격한 도시화,산업화로 농업인구

의 격감과 노동력의 부족에 따른 농업용 기계가 보 되게 됨에 따

라,과거의 주로 인력에 의한 벼농사의 농방식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이러한 변화들은 직 재배,집단육묘,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못자리,어린모 이앙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벼 재배 방식에서도 나

타나고 있다 (주옥종 등,2006).

노동력이 풍부하던 1970년 반까지는 손 이앙재배가 이루어졌

으나 1970년 후반부터는 다수성인 통일벼 품종이 보 되고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농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이앙노력 감

을 해 기계이앙재배 기술체계가 확립,농가에 보 되었다.1980년

후반에는 국 벼 재배면 의 50% 이상에서 기계이앙재배가 실

시되었으며 (주욱종 등,2004),2004년에는 약 85%의 농가에서 기계

이앙재배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 공사 농어

연구원,2005). 농상황의 변화는 농업용수 공 황에도 향을

미쳐 물이용 형태가 과거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한,농업용 수지는 본래 농업용수의 공 을 목 으로 건설되

었으나,최근 실시된 둑 높이기 사업으로 농업용수 공 과 더불어

하천유지용수 공 ,홍수조 등 농업용 수지의 활용 목 이 확장

되었다. 농방식의 변화와 농업용 수지 활용 목 의 확장으로 용

수 수요량과 시기가 달라지면서 이에 따른 농업용 수지 용수공

패턴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Fig.1.1).

농업용 수지 모의 운 모형으로 실무에서는 HOMWRS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HOMWRS는 한국농어 공사에서 개발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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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지의 설계 활용에 다양하게 용되어 왔으나,여러 한

계 보완해야 할 부분을 가지고 있다.먼 ,배수량 측면에서

HOMWRS는 개지구 배수량을 모의하지 못한다.농업용수 공 량

측면에서는 부분의 논에서 장 용되고 있는 간낙수 시기를

고려하지 못하며,배분 리 용수량 (용수로 배수량)을 고려하지 않

고 있다.밭 필요수량의 경우 작부시기가 작물별로 DB화 되어 있어

활용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

으며, 수지 수 는 홍수기 장수 가 반 되지 못하고 있다.마

지막으로 유역 유출량 ( 수지 유입량)산정 시 활용되는 TANK모

형의 매개변수가 1988년에 개발된 것으로 이후 개선되지 않았다.이

와 같이 HOMWRS는 다방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며,이를 개선한 새

로운 농업용 수지 모의 조작 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농환경과 농업용

수지 활용 목 변화에 따른 장 상황을 반 한 농업용 수지 용

수공 모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한,시험 지구를 선정해

새롭게 개발된 모형을 이용해 농업용수 공 량을 모의하고,이를

수지 수 자료 HOMWRS를 이용한 농업용수 공 량 모의 결과

와 비교하여 새로운 모형의 활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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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 구 사

2.1 유역 물순환 해석 모형

먼 ,국내에서 개발된 모형으로 CAT (Catchmenthydrologic

cycleAssessmentTool)모형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도시유

역의 물 순환 해석 모형이다.CAT은 균일한 수문학 특성을 가진

범 를 소유역으로 나 어 각각의 소유역에서 지형 요인에 따른

유출을 반 할 수 있으며,공간 단 별로 각각 모의할 수 있도록 링

크-노드 형식으로 개발되었다.모형의 인터페이스는 GUI기반으로

효과 인 모의의 용 리를 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 다.

한 CAT은 증발산,유역 유출,침투,하도추 ,지하수 유거 등의

해석모듈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 물의 순환과정은 투수역과 불투수

역으로 구분하여 모의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증발산의 해석은

직 입력과 Penman-Monteith방법 선택할 수 있으며,침투는

토양의 수리 도도에 따른 연직 사면 방향의 흐름을 선택할 수

있다.노드는 지하수 유거를 고려함으로써 장기 유출 해석시의 문제

을 보완하 으며,하도추 에는 Muskingum,Muskingum-Cunge,

Kinematicwave방법 등을 사용한다 (장철희 등,2012).

IWRMS (Integrated WaterResourcesManagementSystem)은

국가 물 리 기술수요에 따라 수량과 수질을 동시에 고려하기

하여 유역 단 의 통합수자원 리 기술 구 을 목표로 론티어 국

책연구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모형이다.IWRMS는 유역유출 해석모

형을 비롯한 수지군 모의 최 화 모형,하천 수지 수질

측 모형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심 모듈화 해석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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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별 해석모형들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입출력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연계모의가 가능하다.연계 모의시 부분의 해석모형

은 장기 하천 유출량 측 정보를 필요로 하며,기본 으로 수량과

수질을 고려한 유역 수자원 리를 한 장단기 수지 시스템 연계

운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국외 모형으로 SWAT (TheSoilandWaterAssessmentTool)

모형은 미국 농무성 농업연구소에서 개발된 모형으로 복합토지이용

상태 토양 특성을 갖는 미계측 유역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오염

총량을 추정하고,최 리기법에 따른 리 안을 제시하는 연속

분포형 매개변수 모형이다 (강문성 등,2003).SWAT 모형에서는

NRCS(SCS)단 도 방법을 이용하여 강우에 따른 일별 유출량을

모의한다.

HSPF모형은 유역의 유출량과 수질을 모의하기 해 설게된 종

합 ,개념 ,연속 유역 모형으로 US 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와 USGS (United States

GeologicalSurvey)에서 공동으로 개발하 다 (강문성 등,2012).차

단,토양수분,지표유출, 간유출,기 유출, 설심,수분함량,융설,

증발산,지하수 충 ,용존산소,생물학 산소요구량,온도,농약,

장균,유사운송,토립자 크기,하천 홍수추 , 수지 홍수추 ,pH,

질소,인,식물성, 랑크톤,동물성 랑크톤 등을 모의할 수 있다

(Bicknelletal.,1996).계산 시간 간격은 1분부터 1일까지 가능하

며,수분에서 수백년까지 기간에 한 모의가 가능하며,수 ha크기

의 시험포장 단 에서 160,000의 Chesapeke만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유역에 용되었다 (USGS,2000;김상민,2004).

호주 CWR (Centre for Water Research)에서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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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S(AquaticRealtimeManagementSystem)은 수체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수자원을 리하는 시스템으로써,3차원 수리

수질모형을 통합하고,실시간 측 자료와 연계함으로써 홍수,오염

출,조류발생 등에 응한 단기 의사 결정지원시스템으로 설계되

었다 (안기홍 등, 2009). ARMS는 3차원 수리해석 모형으로

ELCOM (EstuaryLakeandCoatalOceanModel)과 수질 생태

순환 모형인 CAEDYM (Computational Aquatic Ecosystem

DYnamicsModel)이 시스템에 통합되어 수체의 동역학 수질 모의

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호주 시드니 유역 리청 (Sydney

CatchmentAuthority)에서 수지 실시간 수질감시 취수 시설

운 지원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2.2 수지 유입량 산정 모형

강우-유출 모형은 모의하는 시간을 기 으로 단일사상 모형과 연

속형 모형으로 나 수 있다.단일사상 강우-유출 모형은 주로 짧은

시간의 강우사상에 의한 시간 단 이하의 홍수유출량을 모의할 때

사용되고,연속형 강우-유출모형은 장기유출모형이라고도 하며 주로

강우에 의한 일 단 이상의 유출량을 모의할 때 사용된다.과거와

재의 물순환계의 상태를 악함으로써 장래의 물순화계의 상태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물순환 해석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한 모형은 물리 인 지배방정식에 근거하는가의 여부로 물리 모

형과 개념 모형으로 나 수 있다 (김 등,2012).

농업용 수지 일별 모의 시스템의 개발을 해서는 수지를 유

역의 출구로 하는 유역의 장기유출량의 계산이 필요하다.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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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장기유출의 모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형은 Tank모형이

다.Tank모형은 Sugawara(1961)에 의해 개발된 단일 탱크의 선

형시스템 모형으로 임의의 집수유역을 여러 개의 류형 탱크로 가

상하여 유역의 지표유출, 간유출,기 유출을 산정한다 (안지 ,

2013).Tank모형은 유역을 일련의 3-4단 류탱크 형태로 개념화

시켜 강우-유출 과정을 모형화한 것으로,일반 으로 상부탱크에서

강우와 증발산 지표유출을 모의하고,하부탱크에서 지하수유출

과정을 모의하며 상부와 하부 간탱크 사이의 물 이동을 통해

침투 간유출 과정을 개념 으로 모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김

철겸 등,2012).국내에서는 한상욱 등 (1976)에 의해 산강의 장기

유출해석에 처음 도입된 이래 많은 연구자들이 실무분야에서 활발

하게 사용하고 있다 (김 등,2012)

DAWAST (DAilyWAtershedSTreamflow)모형은 우리 고유의

기상,지상자료를 이용하여 개발한 개념 집 형 일 유출 모형이

며,토양층을 불포화층과 포화층으로 구분하여 유역토양 물수지에

의해 토양수분 류능을 일별로 나타내,일 강우,증발자료를 입력하

여 불포화층의 높이(UMAX),포화층의 높이(LMAX),포장용수량 높

이(FC),심층투수계수(CP),유역증발산계수(CE)등 5개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일 유출을 모의한다(노재경,1991;노재경,2011).김태철

등 (1997)은 DAWAST 모형의 최 잠재 류능을 이용한 유출곡선

번호 (CN)추정에 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노재경 (2003)은

용수수요를 고려한 경우 DAWAST 모형의 유출 모의가 더욱 정확

해 진다는 결과를 발표하 다.

SWM-IV (StanfordWatershedModel-IV)는 미국 Stanford 학

의 Crawford등 (1966)에 의해 개발된 모형으로 장기유출모형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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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으며,여러 특성의 유역에 다양한 수문조건을 포

할 수 있는 물 순환과정의 종합 인 표 을 가능하게 한 일반목

모형으로서,세계 여러 나라의 유역에 범 하게 용되어 모형의

우수성이 높이 평가된 바 있다.

NWSRFS(NationalWeatherServiceRiverForecastingSystem)

모형은 미국 국립 기상청 (USNationalWeatherService,1972)에

의하여 개발된 모형으로 강수는 물론 의 축 융설,토양함수

계산,유출,하도추 등을 포함함으로서 미국 기상청에서 공식 으

로 이용하고 있는 모형이다 (안지 ,2013).

MIKE SHE 모형 (DHI,1999)은 SHE (SystemeHydrologique

Europeen)모형 (Abbott등,1986)을 신으로 1977년부터 유럽 3개

국 ( 국, 랑스,덴마트)이 공동으로 개발한 모형이다.MIKESHE

모형은 토양층을 심으로 물순환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문

성분을 모의하는 물리 기반의 공간분포형 모형이며,농업지역

수지에서의 유수량,수질 유사 이동의 모의가 가능하다.특히,인

인 물순환 변화의 결과 평가,지표수와 지하수를 통합한 넓은

범 의 수자원과 환경 인 문제들의 분석,그리고 수자원계획과

리를 한 동 인 모형이다 (김철겸 등,2007).

2.3 수지 모의 조작 모형

SSARR (Streamflow SynthesisandReservoirRegulation)모형

은 미 육군 공병단에 의해 1956년 처음 개발된 이래,1975년 유역

하도추 에 한 기본 골격을 갖추었으며 (SSARR-4),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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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Snowband (IS) 유역모형과 운 보 (operational

forecasting)기능이 추가되어 (SSARR-8) 수지 조작, 유역의

실시간 일유출 보 등의 목 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 (강주환 등,

1998).SSARR모형은 미국의 Columbia강과 베트남의 Mekong강

등과 같은 하천에 성공 으로 용된 바 있으며,강우 뿐 아니라

강설에 따른 유출도 가능하다.Lumpedparameter모형으로서 24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시행착오법에 의해 찾게 되며,계산시간간격은 6

분에서 24시간까지 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임용규,2006).국내에서

는 안상진 등 (1989)이 보청천 유역에,강주환 등 (1998)이 낙동강

수계에 SSARR모형을 용한 바 있으며,강민구 (1998)는 SSARR

모형을 이용해 개용 수지 시스템의 거동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로도 김범 (2007)이 미호천 유역에,이상진 등 (2010)이 청

유역에,맹승진 등 (2013)이 가곡천에 SSARR모형을 용하 다.

한국농어 공사 (2005)에서는 장조사를 통해 농환경 변화에

따른 논용수량 산정 시스템을 개발하 으며,이를 DIROM모형과 결

합하여 수지 물수지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수리시설물 모의조작 시스템 (HydrologicalOperationModelfor

WaterResourcesSystem,HOMWRS)은 실무에서 가장 리 쓰이

는 농업용 수지 모의조작 모형으로,농업용 수지에서의 농업용수

공 계획을 수립하기 한 유역 유입량, 개 필요수량,물수지 분

석 단 용수량 산정이 일련의 통합된 시스템 내에서 구 되도록

한 로그램이다 (이태호,2011).HOMWRS 에서는 DIROM 모형

(김 ,1988)을 이용해 일별 유입량을,합리식을 이용해 순별 유입

량을 산정할 수 있다.논 개 필요수량의 경우 일별 필요수량은

Penman식,순별 필요수량은 Blaney-Criddle식을 용하여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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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밭 개 필요수량은 Penman-Monteith식을 이용해 산정한다.기

상 측소별 강우량,온도 등 6개 기상요소와 지역별 작물계수를 DB

화하여 제공하고 있어 유입량 필요수량 산정 시 별도의 입력과

정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농어 공사,2001).HOMWRS은 이

상윤 (2008)이 동화 의 하천유지용수량 산정을 한 개 필요수량

산정에 용하 으며,우재열 등 (2010)이 농업용 수지의 소수력

발 량 추정에 용하 다.송정헌 등 (2012)은 CREAMS-PADDY

모형과 HOMWRS를 연계하여 담수논을 상으로 농방법에 따른

배출부하량 향을 평가하 으며,이태호 (2012)는 둑높이기 수지

5곳을 상으로 HOMWRS를 용하여 홍수기 리수 운 에 따

른 이수안 도를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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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용수공 모의 시스템의 개발

농 용수구역의 물순환은 Fig.3.1과 같이 이루어진다.이 수

지 상류유역, 수지, 수지 개지구를 농업용수 공 량과 계된

농 용수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수지 상류유역의 모의 요소로는

유역유출량,유역 증발산량 등이 있고, 수지에서의 모의 요소는

농업용수 공 량,물넘이 월류량,홍수기 강제 방류량,하천유지용수

방류량, 수지 증발량 수면 강수량 등이 있다. 한, 수지 하

류 개지구에서의 모의 요소로는 증발산량,유효우량,필요수량,송

수 손실량,용수로 배수량,논 포장 배수량,시설재배지 유출량 등이

있다 (Table3.1).

Fig.3.1Schematicdiagram ofhydrologicalprocessesin

agriculturalwater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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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Component

Reservoirwatershed
Watershedrunoff

Evapotranspiration

Irrigationdistricts

Evapotranspiration

Effectiverainfall

Cropwaterrequirement

Irrigationcanallosses

Paddydrainage

Agriculturalreservoir

Spillwayoverflow

Agriculturalwatersupply

Watersupplyforinstream

flow

Rainfallandevaporation

onwatersurface

Table 3.1 Agricultural watershed hydrologic modeling

components

3.1 모형의 개발

본 장에서는 농업용 수지 용수공 모의 시스템을 개발하 고

이를 ARWS (AgriculturalReservoir Water supply simulation

System)으로 명명하 다.ARWS는 수지 유입량 모형,농업용수

공 량 모형,하천유지용수 공 량 모형,무효 방류량 모형,수면 강

수량 증발량 모형으로 구성되었으며,각 모형은 독립 모듈로 구

성되었다.ARWS의 개발과정은 Fig.3.2와 같다.상류유역의 유출량

은 안지 (2013)의 연구에서 개발된 TANK모형 매개변수 추정 회

귀식을 용하여 수정 3단 TANK 모형을 이용해 산정하 다.농업

용수 공 량은 송정헌 (2013)의 연구에서 용한 방식으로 산정하



- 12 -

으며,하천유지용수 공 량,무효 방류량,수면 강수량 수면 증발

량 등의 수지 물수지 요소들을 각각 계산하 다. 수지 제원을

바탕으로 내용 곡선을 작성하 으며, 상 수지에 용해 수량

수 변화를 모의하 다.모의 결과는 실측 수 자료

HOMWRS모형의 모의 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

템의 용성을 검토하 다.

Fig.3.2Schematicdiagram ofAR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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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수지 물수지

수지의 물수지 분석에는 일반 으로 아래 식 (3-1)과 같은 연속

방정식을 사용한다.

     (3-1)

여기서,는 t일의 류량, 는 t-1일의 류량,는 유입량,

는 지하수 유입량,는 수면강수량,는 방류량,는 여수토

월류량,는 수면증발량,는 지 침투량,는 제방침투량을 나

타낸다. 수지로의 유입 요소는 상류 유역의 강우 유출량,지하수

유입량 수지 수면강수량이 있으며, 수지에서의 유출 요소는

방류량,여수토 월류량, 수지 수면증발량,지 침투량 제방침투

량이 있다.방류량은 농업용수 공 량,하천유지용수 공 량 등으로

구성된다.

유입량 요소 지하수 유입량은 그 변화가 월 단 이상이기 때

문에 순 단 ,일 단 에서는 일반 으로 고려하지 않으며,지 침

투량과 제방침투량 한 차단벽 등을 통해 차단시킬 수 있거나 매

우 소량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 이다 (한국농어 공

사,2005).따라서 본 연구에서 용되는 수지 물수지 요소들을 그

림으로 나타내면 Fig.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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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Schematicdiagram ofagriculturalreservoir

waterbalance

3.1.2 수지 유입량 모형

수지 유입량은 TANK 모형을 이용해 산정하 다.TANK 모형

은 일본의 Sugawara(1961)에 의해 개발된 개념 집 형 모형으

로,유역을 일련의 3-4단 류탱크 형태로 개념화시켜 강우-유출 과

정을 모형화한 것으로,일반 으로 상부탱크에서 강우와 증발산

지표유출을 모의하고,하부탱크에서 지하수유출 과정을 모의하며,

상부와 하부 간탱크 사이의 물 이동을 통해 침투 간유출

과정을 개념 으로 모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TANK모형은 일

반 으로 분포형 모형에 비해 모형의 구조가 간단하고,유출 해석에

필요한 입력자료 매개변수의 수가 기 때문에, 측자료가 충분

하지 않거나 미계측유역과 같이 기상 토양,토지이용 등 유역의

물리 특성에 한 자료 수집이 곤란한 경우 는 컴퓨터 성능이

고사양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실용 으로 용할 수 있는 장 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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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철겸 등,2012).

Sugawara(1972)는 일본의 유역에 4단 TANK모형이 합하다고

제안하 으며,김 등 (1988)은 우리나라 유역에 합하도록 모

형을 더욱 단순화하여 수정 3단 TANK 모형을 제시하 다.Fig.3.4

는 수정 TANK 모형의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1단 탱크는 유출성

분 지표유출을 개념화한 것이고,2단 3단은 각각 간유출

기 유출을 개념화한 것이다.1단 탱크의 유출공수를 2개로 한 것은

홍수유출시 오차를 1개일 때보다 감소시키기 한 것이다.3단 탱크

의 유출공 높이를 ‘0’으로 한 것은 강우가 없을 경우의 기 기 유

출량을 표 하기 한 것이며, 한 류수심 ST가 항상 유출공의

높이 보다 커야하기 때문이다 (양승철,2006;안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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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Schematicdiagram ofa3-Tankmodel

탱크모형에 의한 유역의 유출량은 일별 강우량으로부터 식 (3-1)

에 의하여 계산된다.

 
 




  



 (3-1)

여기서,는 일의 총유출량 (),는 탱크의 수,는 탱크의

유출공수,는 탱크의 류수심 ()강도 (),는 탱

크의 번째 유출공의 높이 (),는 유출공의 단면 (무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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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 시간 에 따른 류수심으로 식 (3-2)와 같이 계산한다.

       (3-2)

여기서,   은  일의 번째 탱크의 수심 (),는 일의

강우량 (),는 증발산량 (),   은 번째 탱크의  일

의 유출량,
 
는 침투량으로 식 (3-3)과 같이 계산한다.

 × (3-3)

수정 3단 TANK 모형은 많은 선행연구에 의해 국내 유역에 용

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수정 3단 TANK

모형을 용하여 수지 상류 유역의 유출량,즉 수지 유입량을

계산하 다.

TANK 모형은 유역을 3-4단의 탱크 구조로 가정하고 련된 매

개변수의 최 화를 통해 유출 상을 개념 으로 근하여 해석하

는 모델링 기법이기 때문에,유역의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최 매개변수가 추정된 해당 유역에서의 유출량은 비교

정확하게 모의하고 시간 으로 확장할 수 있다.하지만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식생 토양 특성의 변화,기후 변화 등과 같은 유

역 내 수문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출 변화 해석이 곤란하다는 단

이 있으며,매개변수가 추정되지 않은 타 유역에 한 유출 해석의

신뢰성 한 장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김철겸 등,2012).

이러한 단 을 극복하고 TANK 모형의 국내 유역에 한 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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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기 해 모형의 매개변수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김 등 (1986)은 유역면 과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4단

TANK 모형의 매개변수의 일반화를 시도하 으며,김 등

(1988)은 3단 TANK모형의 매개변수를 4가지 유역 인자를 통해 일

반화 하 다.허유만 (1992)은 6개의 유역 인자를 이용하여 3단

TANK 모형의 매개변수를 일반화하 으며,최근에는 강민구 등

(2013)이 수정 탱크모형의 3단 지하배수과정을 생략하여 유역인자 4

개에 하여 일반화하여 모형 성능을 검증하고 모형의 용성을 평

가하 다 (안지 ,2013).

안지 (2013)은 기존의 TANK 모형 매개변수 추정을 한 회귀

식을 보완하고자 유역경사별로 구분되는 새로운 회귀식을 개발하

다.이를 해 국내 다목 15개소,하천 수 측소 15개소를

등 총 30개 유역의 유역특성자료 유량자료를 구축하 고,유 자

알고리즘을 용하여 매개변수 최 화를 실시하 다.최 화된 매개

변수는 유역면 (Area),토지이용상태 (Paddy,Upland,Forest),유

로연장 (Length),유역평균경사 (Slope)등의 유역특성인자와 상 분

석을 실시하 으며,각 매개변수에 하여 유역특성인자들로 표시되

는 일반화된 회귀식을 개발하 다. 한 유역경사를 25.0%이하,

25.0% -31.4%,31.4%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에 한 매개변수

추정 회귀식을 개발하 으며,유역경사에 따라 구분하여 개발한 회

귀식이 기존의 회귀식에 비해 더 높은 용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

석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지 (2013)에 의해 개발된 유역경사에

따른 TANK 모형 매개변수 추정식을 용하 으며,이를 해 필요

한 입력자료는 유역면 (Area),토지이용상태 (Paddy,Up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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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유로연장 (Length) 유역평균경사 (Slope),총 6가지이다.

경사구간별 매개변수 추정 회귀식은 아래 Table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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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Regressionequation

 ≤

A11 lnln

A12 ln

A2 lnln

A3 lnln

B1 ln

B2 ln

B3 

H11 

H12 

H2 ln

St3 

Parameters Regressionequation



A11 lnln

A12 ln

A2 lnln

A3 lnln

B1 ln

B2 ln

B3 

H11 

H12 

H2 ln

St3 

Parameters Regressionequation

≥

A11 lnln

A12 ln

A2 lnln

A3 lnln

B1 ln

B2 ln

B3 

H11 

H12 

H2 ln

St3 

Table3.2Regressed equationsfortheTank modelparameter

estimation(An,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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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농업용수 공 량 모형

농업용수 공 량은 수리시설물에서 농업용수 수요에 의해 실제 공

되는 용수량으로 유효우량을 제외한 농경지에서 작물재배를 해

이용되는 개량과 용수로에서 하천으로 배수되는 수량,그리고 수

로에서 손실되는 수량을 포함한다 (송정헌,2013).농업용수 공 량

은 장 계측하여 추정할 수 있으나,수계 규모에서는 수원공의 수

가 무 많으며,농업용수의 공 특성상 이용범 가 범 하고 여

러 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 으로 불가능하다 (임상 ,

2000). 따라서 부분의 연구에서 농업용수 공 량 산정에

HOMWRS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이용직 등 (2006)은 경기도 평택의 이동 수지 유역을 상으로

논 개용수 공 황 조사와 공 량 측정을 통하여 기존의 설계에

용되고 있는 HOMWRS 모형에 의한 개용수량과 비교하 다.

연평균 실측 개용수량은 1,248mm로 모의 개용수량인 772mm

의 약 1.6배를 나타냈으며,특히 4월과 5월에 그 차이가 심한 것으

로 나타났다.이용직 등 (2006)은 묘 기 이앙기의 시기 차이

와 개 방식의 차이, 간낙수의 용여부,시설 리손실의 차이,

용되는 작물계수의 차이 등으로 필요수량 산정기 에 의한 표

값과 실제 물 리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분석하 다.

주욱종 (2006)등은 장 논에서의 농방식에 한 조사 분석

을 통해 변화된 못자리 면 ,작부시기 등을 용하여 실제 용수공

패턴을 하게 모의할 수 있는 논용수량 산정 시스템을 개발

하 으며,개발된 시스템을 이동,맹동,후포지구에 용하여 개선된

모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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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 공 량을 논 용수량과 밭 용수량으로 구

분하여 모의하 고, 장 상황에 맞는 작부시기와 간낙수시기,수

로손실율 등을 용하여 기존의 필요수량 산정 모형을 개선하 다.

논 필수요량은 증발산량과 침투량을 합하고 논에서 이용되는 유효

우량을 감하여 구할 수 있으며,여기에 시설 리손실을 반 하여

개용수량을 산정하게 된다.필요수량은 생육기별로 모 정지기,묘

기,묘 이앙혼합기,이앙기,본답기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묘 정지기에는 침투량 못자리 정지용수가 필요하며 필요수량

은 식 (3-4)와 같이 산정한다.

  × (3-4)

여기서, 는 일 침투량 (mm/day),은 못자리 정지용수량

(mm),은 못자리 정지일수,은 묘 면 (ha)을 나타낸다.

묘 기는 묘가 자라는 기간이므로 침투량 증발산량이 필요하

다.필요수량은 식 (3-5)와 같이 산정한다.

  × (3-5)

여기서,는 기간별 증발산량을 나타낸다.

이앙기 용수량은 우리나라 평균인 140mm를 용하 으며,본답

기 용수량은 식 (3-6)과 같이 침투량과 증발산량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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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3-6)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어 공사 (2005),주욱종 (2006)등이 새롭게

제시한 작부시기를 용하여 논 용수량을 산정하 다.Fig.3.5는 기

존에 용되던 논 용수량 산정방식과 새롭게 제시된 논 용수량 산

정방식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논물가두기는 묘 정지기부터 시

작하도록 하 고, 간낙수기를 고려하 다.

Fig.3.5Periodoffarmingstages(Juetal.,2006;Song,2012)

3.1.4하천유지용수 공 량 모형

하천유지용수는 농 지역의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수산용

수 등과 함께 농 용수의 범주에 포함되며,농 지역의 하천생태계

보 을 한 최소한의 하천기능유지는 물론 환경개선 의미를 포함

하고 있어 환경과 하천유지용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용수를 뜻한

다 (김상민 등,2011).

본래 농업용 수지는 농업용수 공 에 목 을 두고 건설되어 하천

유지용수 공 은 고려 상이 아니었다.하지만 최근 실시된 농업용

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목 에 하천유지용수 공 이 포함되었으



- 24 -

며,향후 농업용 수지에서의 하천유지용수 공 이 확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에 하천유지용수 공 량을 포함하 다.

농업용 수지의 하천유지용수 공 에 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었다.노재경 등(2011)은 둑 높이기 수지 유역배율이 다른

8개소를 상으로 이수 리곡선을 작성하고,정상운 제한운

에 의한 용수공 량 변화를 분석하 으며,김상민 등 (2011)은 농업

용 수지의 하천유지용수 공 방안을 제시하기 해 수지 물수

지와 하천유지용수 방류 시나리오 작성 기 을 만들고 경상남도 고

성군에 치한 하이 수지에 용하 다.

유승환 등 (2012)은 비 개기 시 (10월 1일)의 기 수지량을

3단계로 구분하고 개기 시 (4월 1일)의 목표 수량을 설정하여

방류기 곡선과 구간별 하천유지용수 방류기 량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류기 을 설정하 으며,이를 둑 높이기 수지 운

암,장치 탑정 수지에 용하 다.이상 등 (2013)은 유승환

등 (2012)이 작성한 하천유지용수 방류기 을 둑 높이기 수지

낙동강 수계 내성천 상류 지역의 단산,삼가, 창평 수지에

용하여 둑 높이기 이 의 무효방류량과 비교하 으며,비 개기

기간 동안의 하천유지용수 방류패턴을 분석하 다.

농업용 수지의 하천유지용수 방류기 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지만 명확한 방류기 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한 농업용

수지의 가장 큰 역할인 농업용수 공 에 차질이 없기 해서는

장 상황에 따라 하천유지용수 방류량이 달라져야할 것이다.

HOMWRS모형에서는 일별 하천유지용수 방류량을 입력해 연 일

정한 방류를 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실을 잘 반 하지 못

하고 있다.본 모형에서는 일별 하천유지용수 방류량의 입력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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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여 장 상황에 따른 하천유지용수 방류 모의가 가능하도

록 하 다.

3.1.5무효 방류량 모형

무효 방류량은 제한수 과 수량과 물넘이 월류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지의 홍수조 능력을 이용하기 해서는 홍수기에 사

방류를 통해 제한수 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농업용 수지

는 부분 상시만수 를 유지하고 있지만 규모 수지,특히 수문

이 설치된 수지의 경우 제한수 를 설정해 홍수기에 용하고 있

다.HOMWRS모형에서는 제한수 를 용할 수 없어 홍수기 실제

수지 운 과는 다르게 모의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문

이 설치된 수지의 경우 장에서 반 하고 있는 홍수기 제한수

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사 방류가 가능하도록 하 다.

수지 수 가 물넘이 수 이상이 되면 여수토를 통해 자연방류

가 이루어진다.따라서 수지의 수량이 여수토 제정고 이상일 경

우 그 이상되는 수량은 모두 월류하여 방류되도록 구성하 다.

  (단, ) (3-7)

여기서,는 해당 기간의 수량을,는 여수토 만수 의 수량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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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수면 강수량 증발량 모형

수지의 수면에 내리는 수면 강수량은 수지의 수면 에 강수량

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수지 수면으로부터의 증발 손실량은

인근 기상 측소의 증발계 증발량에 Veihmeyer(1964)의 Pan계수

를 곱하여 추정할 수 있다 (식 (3-6),식 (3-7)).

  × × (3-8)

  ××× (3-9)

여기서,는 수면 강수량,는 수면 증발량을 나타내며,는 단

환산계수,는 강수량,는 수지 수면 ,는 기상 측소 증

발계 증발량,는 증발계의 Pan계수를 나타낸다.

3.2 시스템의 개발

3.2.1개발환경

개발언어로는 자바언어를 선택하 다.자바는 자바언어로 기술된

로그램 개발 실행을 할 수 있는 소 트웨어 모임의 총칭이다.

자바 로그램은 운 체제나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는 바이트 코

드 ( 간 언어)인 추상 인 코드로 구 된다.따라서 자바 로그램

을 실행하기 해서는 자바 가상 머신(JVM)과 개발에 필요한 표

라이 러리 세트 컴 일러의 환경을 맞추어야 한다.이를 맞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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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로그램은 모든 환경에서 동일하게 동작되며,이러한 실행환

경과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자바 랫폼이다.자바 랫폼은 자

바 언어(JavaLanguage),자바 애 리 이션(JavaApplication),자

바 애 릿(JavaApplet),JRE(JavaRuntimeEnvironment),자바 가

상 머신(JavaVirtualMachine),모바일용 자바(JavaME),자바 웹

스타트(JavaWebStart)등과 함께 단순히 「자바」(Java)라 불리

는 경우가 많다.

개발 툴은 이클립스 (Eclipse)통합개발환경 (IDE,Integrated

DevelopmentEnvironment)을 이용하 다.이클립스 IDE는 로그

램 개발을 한 환경을 하나의 소 트웨어에서 제공한다.이클립스

IDE내부에는 Java,C,Python등의 다양한 개발언어와 웹 기술,데

이터 가공,Reporting에 이르는 다양한 시스템을 지원하는 범용 도

구 랫폼 (GenericToolingPlatform)이 있다.도구 랫폼 에는

애 리 이션 (Application)실행을 한 범용 랫폼인 이클립스

RCP(EclipseRichClientPlatform)가 있다.이클립스 IDE는 이 범

용 랫폼 기반 애 리 이션 하나이다.FIg.3.6은 이클립스

랫폼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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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6Eclipseplatform architecture(Sungetal.,2011)

3.2.2독립 모듈 랫폼 개발

본 시스템에서는 기본 인 랫폼 에 다양하게 제작된 입출력모

듈,계산모듈들을 손쉽게 연결하여 체 인 데이터의 흐름과 계산

단계별 제어 개별 모듈을 언제든 바꾸거나 추가하여 제 시스

템을 어느 장에든 쉽게 용하도록 하 다. 랫폼에 모듈이

plug-in되어 각 모듈간의 데이터 흐름과 체 인 모듈 상호간의

계도 한 에 악 할 수 있도록 하 고,여기 등록된 모듈 외에도

추가 인 모듈을 개발하여 등록하거나 는 기존 모듈들의 교체

는 새로운 논리로 작성된 모듈을 추가하여 서로의 결과값을 비

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Fig.3.7 Fig.3.8은 개발된 모듈과

랫폼에서 구성된 모듈의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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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7ModulesinARWS

Fig.3.8SystematizationofPlatform andmodule

모듈의 유형으로는 Fig.3.9와 같이 계산모듈,입력자료 생성 모듈,

데이터 출력모듈이 있다.계산 모듈은 입력 자료들을 받아서 계산하

고 출력 일들을 생성하고 계산하는 모듈을 말하며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가 존재한다.입력자료 생성 모듈의 경우는 입력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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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출력 일만 존재하는 모듈을 의미한다.데이터 출력 모듈은

계산 모듈에서 생성된 출력 일을 받아들여 출력물을 보여주거나

데이터를 표,그래 등의 방법으로 출력하는 모듈을 나타낸다.

(a)Calculation

module

(b)Dataouput

module

(c)Inputdata

generationmodule
Fig.3.9Typesof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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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용수공 모의 시스템의 용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의 활용성을 평가하기 해 고풍 탑

정 수지에 모형을 용하여 수지 수 변화를 모의하 다.모의

결과는 실측 수 자료,HOMWRS모형에 의한 수 모의 결과와

비교․분석하 다.

4.1 모형의 용

4.1.1 상지역

농업용 수지의 경우 수지 수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 로 구

축된 곳이 많이 않아 신뢰성 있는 수 자료를 취득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기 구축된 농업용 수지 수 측자료를 수집하

으며,자료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단되는 고풍,탑정 반계

수지를 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모형의 용성을 평가하 다.고풍

탑정 수지의 경우 2011-2012년 자료를 사용하 다.

고풍 수지는 1974년에 공된 수지로서 충남 서산시 운산면 고

풍리에 치하며 수계상으로는 지방2 역천의 상류에 치하고 있

으며,탑정 수지는 논산천 상류지 인 충남 논산시 부 면 탑정리

에 치한다 (Fig.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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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Locationsofstudyreservoirs

4.1.2입력자료

모형의 용을 해 각 상지역의 기상자료,지형자료, 농자료,

수지 제원자료 등을 구축하 다.기상자료는 각 수지의 인근에

치한 기상 측소의 자료를 이용하 고,지형자료와 수지제원 자

료는 GIS 각종 보고서를 활용해 구축하 다. 상지구의 농자

료는 한국농어 공사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 다.

기상자료로 고풍 수지의 경우 서산 측소 자료를,탑정 수지의

경우 산 측소 자료를 이용하 다. 곳 측소의 일별 강수량,평

균기온,상 습도,평균풍속,일조시간,증발량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유출량,증발산량,유효우량,필요수량, 수지 수면 강우량,수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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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량 등의 모의에 이용하 다.

고풍 수지 상류유역은 면 2,590ha,유역경사는 1.8%,유로연

장은 9.2km이고,산림이 86.8%를 차지하고 있다.고풍 수지는 총

수량은 8,383천㎥으로서 농업용 수지로는 규모가 큰 편이고,

형식은 심 Core형 필 으로 높이는 33.2m이고 길이는 227m

이다.방류시설인 여수토는 Siphon구조 (2.5×7련)로 되어있어 다른

일반 인 농업용 수지 여수토와는 다른 방류특성을 가지며 리수

는 사수 EL.62.0m,만수 는 EL.85.0m,홍수 EL.85.3m로

리되고 있다.용수공 을 한 수 는 3월말 재 만수 인 표

고 +85.00m가 되도록 확보하며,홍수기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이기 하여 홍수기인 약 6월 21일에서 9월 20일 사이에 수 는

표고 +83.70m (만수 수용량의 90%)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탑정 수지 상류유역은 면 21,880ha,유역경사는 12.9%,유로

연장은 36.9km,이고 산림이 73.6%를 차지하고 있다. 형식은

심코어형의 필 으로,총 수량 31,927천㎥의 규모로서 총 5,137ha

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 하고 있다.탑정 수지는 사수

EL.16.00m,만수 EL.28.30m로 리되고 있으며 자연월류식 비

상여수토 113m와 수문식 여수토 (8.0m×4.3m×10련)의 이 구조로

되어 있다. 수지의 수 확보에 있어 수지 리자는 용도의 사

업효과를 최 화할 수 있도록 3월말 재 수지수 를 계획만수

표고인 EL.28.3m가 확보될 수 있도록 리하고 홍수기인 6월 21일

에서 9월 20일 사이의 수 는 EL.27.3m ( 수율 81.4%)를 유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지구의 지형특성 수지제원은 Table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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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Gopung Tapjung

Reservoir

watershed

Area(ha) 2,590 21,880

Paddy(%) 5.4 10.4

Upland(%) 2.6 7.9

Forest(%) 86.8 73.6

Slope(%) 1.8 12.9

Length(km) 9.2 36.9

Reservoir

characteristics

Irrigationarea(ha) 1,294 5,137

Totalstorage
(10,000)

838.8 3,161

Normalwaterlevel 85.0 28.3

Floodwaterlevel 85.3 30.4

Deadwaterlevel 62.0 16.0

Restrictedwaterlevel 83.7 27.3

Spillway Siphon Overflow,Gate

Table4.1 Characteristicsofstudyreservoirsandreservoirr

watershed

4.1.3 수지 유입량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정 ARWS와 HOMWRS를 이용하여 고풍,

탑정 반계 수지의 일별 유입량을 산정하 다.고풍 수지의 경

우 ARWS와 HOMWRS에 의해 모의된 총 유입량은 각각 48,718.4

천m3,58962.8천m3로 HOMWRS에 의해 모의된 총 유출량이 크게

나타났다.Fig.4.2와 Fig.4.3은 2011년과 2012년 고풍 수지의 강우

에 따른 일별 수지 유입량 그래 를 나타내고 있다.큰 강우가 발

생했을 때는 ARWS에 의해 모의된 유출량이 HOMWRS에 의해 모

의된 유출량보다 큰 경향을 나타내었고,작은 강우가 발생했을 때는

HOMWRSsms유출을 모의하지만 ARWS는 유출을 모의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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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차이가 총 유출량에 향을

미쳐 HOMWRS모형에 의한 유출량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

다.

Fig.4.2Dailyinflow dischargeofGopungreservoi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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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Dailyinflow dischargeofGopungreservoir

(2012)

Fig.4.4와 Fig.4.5는 탑정 수지의 일별 수지 유입량 그래 를

나타내고 있다.탑정 수지에서 ARWS와 HOMWRS에 의해 모의된

총 유입량은 541,560.9천m3,598,741.3천m3로 나타났다.ARWS에

의해 더 큰 기 유량이 모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강우에 의한

유출은 고풍 수지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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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Dailyinflow dischargeofTapjungreservoir

(2011)

Fig.4.5Dailyinflow dischargeofTapjungreservoi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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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농업용수 공 량

본 연구에서 개발한 ARWS와 HOMWRS를 이용해 상지구의

농업용수 공 량을 각각 모의하 다.필요수량의 산정에는 ARWS의

경우 Penman-monteith 방법을 사용했으며,HOMWRS 모형은

Penman식을 이용하고 있다.작물계수는 유승환 등 (2006)이 제시

한 값을 이용하 다.작부시기는 HOMWRS의 경우 주어진 기값

을 사용하 으며,묘 기는 4/17-5/31,이앙기는 5/27-6/10,본답

기는 6/11-9/11이고 간낙수기와 제한수 리기는 용되지 않는

다.ARWS의 경우 한국농어 공사 (2005)에서 발표한 자료를 이용

하여 묘 기는 4/17-5/20,이앙기는 5/15-5/24,본답기는 5/25-

9/11을 용하 으며 간낙수기는 6/25-7/15,제한수 리기는

6/21-9/20을 용하 다 (Table4.2).

Period HOMWRS ARWS

Periodofnursery 4/17-5/31 4/17-5/20

Periodoftransplant 5/27-6/10 5/15-5/24

Periodofriceplanting

water
6/11-9/11 5/25-9/11

Periodofmid-summer

drainage
- 6/25-7/15

Periodofrestricted

waterlevel
- 6/21-9/20

Table4.2Comparisonofinputvariables

*HOMWRS:HydrologicalOperationModelforWaterResourcesSystem

*ARWS:AgriculturalReservoirWatersupplysimulation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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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리손실률은 농업용수 공 량에 한 시설 리 손실량의 비

로 지역마다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

설 리손실률을 보정 매개변수로 활용하 으며,2011년 자료를 이용

해 보정한 후 2012년 자료와 HOMWRS모형에 같은 값을 용하

다.보정된 시설 리손실률 값은 고풍 수지에서 21%,탑정 수지

에서 45% 이다.

Fig.4.6,Fig.4.7은 2011년과 2012년의 고풍 수지 농업용수 공

량 모의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총 공 량은 2011년에는 ARWS

11,407 천m3,HOMWRS 14,657 천m3으로 나타났고,2012년에는

ARWS9,861천m3,HOMWRS16,581천m3으로 나타나 두해 모두

HOMWRS에 의한 모의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래 를 살펴보

면 ARWS가 HOMWRS에 비해 용수 공 이 이른 시기에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2012년 그래 에서 간낙수 시기에 용수가

공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4.6AgriculturalwatersupplyofGopungreservoi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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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7AgriculturalwatersupplyofGopungreservoir

(2012)

Fig.4.8,Fig.4.9는 2011년과 2012년의 탑정 수지 농업용수 공

량 모의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총 공 량은 2011년에는 본 연구

60,282천m3,HOMWRS40,381천m3으로 나타났고,2012년에는 본

연구 60,850천m3,HOMWRS 46,562천m3으로 나타나 두해 모두

본 연구에 의한 모의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래 를 살펴보면

고풍 수지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HOMWRS에 비해 용수 공

이 이른 시기에 시작되며, 간낙수 시기에 용수가 공 되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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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8AgriculturalwatersupplyofTapjungreservoir

(2011)

Fig.4.9AgriculturalwatersupplyofTapjungreservoir

(2012)

4.1.5 수지 물수지 분석

수지 유입량,농업용수 공 량과 무효방류량, 수지 수면 증발

량 강수량 등을 고려하여 수지 물수지 분석을 실시하여 수

지 수 를 모의하 다.모의된 수 는 실측 수 와 비교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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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HOMWRS에 의해 모의된 수 한 실측 수 와 비교․분석

하여 ARWS의 용성을 검토하 다.그래 를 통한 비교와 결정계

수,효율지수,평균제곱근오차 등의 통계변량을 이용한 비교를 이용

하 다.

Fig.4.10과 Fig.4.11은 고풍 수지의 2011년,2012년 수지 물수

지 분석에 의한 수 모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그래 를 살펴보

면 ARWS에 의한 수 모의 결과가 HOMWRS에 의한 수 모의

결과보다 실측값과 가까운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4.10WaterlevelsimulationofGopungreservoi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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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1WaterlevelsimulationofGopungreservoir

(2012)

ARWS와 HOMWRS에 의한 수 모의 결과와 실측 수 의 통계

변량을 Table 4.3에 표시하 다.2011년의 경우 결정계수는

HOMWRS가 0.77,ARWS가 0.56으로 HOMWRS가 더 높게 나타나

HOMWRS가 실측값의 경향성을 비교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효율지수의 경우 HOMWRS에서 -1.09,ARWS에서 -0.03으로

두 시스템 모두 음의 값을 기록하 다.RMSE의 경우 HOMWRS에

서 3.52m,ARWS에서 2.47m로 실측 수 와 모의 수 의 편차는

ARWS에서 더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의 경우

결정계수와 효율지수가 HOMWRS에서 0.93과 0.69,ARWS에서

0.96과 0.95로 나타나 ARWS가 실측 수 를 비교 잘 모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RMSE는 HOMWRS에서 2.64m,ARWS에서 1.08

m로 실측 수 와 모의 수 와의 편차 한 ARWS에서 작게 모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 변량들을 분석한 결과,고풍 수지에

서는 작부시기의 변화, 간낙수시기,제한수 용 시기 등을 고

려한 ARWS가 HOMWRS에 비해 실측 수 를 잘 모의하 다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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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된다.

System

2011 2012

R2 EI
RMSE

(m)
R2 EI

RMSE

(m)

HOMWRS 0.77 -1.09 3.52 0.93 0.69 2.64

ARWS 0.56 -0.03 2.47 0.96 0.95 1.08

Table4.3Comparisonofstatisticalvariances(Gopung)

*EI:Nash-SutcliffeEfficiencyIndex

Fig.4.12와 Fig.4.13은 탑정 수지의 2011년,2012년 수지 물수

지 분석에 의한 수 모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그래 를 살펴보

면 고풍 수지와 마찬가지로 ARWS에 의한 수 모의 결과가

HOMWRS에 의한 수 모의 결과보다 실측값과 비슷한 모양을 나

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4.12WaterlevelsimulationofTapjungreservoi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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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3WaterlevelsimulationofTapjungreservoir

(2012)

탑정 수지의 ARWS와 HOMWRS에 의한 수 모의 결과와 실

측 수 의 통계 변량을 Table4.4에 표시하 다.2011년의 경우

결정계수는 HOMWRS가 0.74,ARWS가 0.81로 ARWS가 더 높게

나타나 실측값의 경향성을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효율지

수의 경우 HOMWRS에서 -1.49,ARWS에서 0.60으로 ARWS가 실

측 수 를 비교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MSE의 경우

HOMWRS에서 1.25m,ARWS에서 0.50m로 실측 수 와 모의 수

의 편차는 ARWS에서 더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결정계수와 효율지수가 HOMWRS에서 0.49과 -0.59,

ARWS에서 0.89과 0.79로 나타나 ARWS가 실측 수 를 비교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MSE는 HOMWRS에서 2.31 m,

ARWS에서 0.84 m로 실측 수 와 모의 수 와의 편차 한

ARWS에서 작게 모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 변량들을 분석

한 결과,탑 수지에서 한 고풍 수지와 마찬가지로 작부시기의

변화, 간낙수시기,제한수 용 시기 등을 고려한 ARW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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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WRS에 비해 실측 수 를 잘 모의하 다고 사료된다.

System

2011 2012

R2 EI
RMSE

(m)
R2 EI

RMSE

(m)

HOMWRS 0.74 -1.49 1.25 0.49 -0.59 2.31

ARWS 0.81 0.60 0.50 0.89 0.79 0.84

Table4.4Comparisonofstatisticalvariances(Tapjung)

*EI:Nash-SutcliffeEfficiency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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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스템의 용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 활용의 로 농업용 수지 물수지 분

석을 실시하 다.Fig.4.14는 시스템 구성의 를 보여주고 있으며,

유역면 모듈,기상자료 모듈,유역유입량분석 모듈, 수지분석 모

듈 등으로 이루어진다.Fig.4.15은 개별 모듈 실행 시를 보여주고

있다.입력 모듈은 실행 화면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계산

모듈은 입력된 자료들을 이용해 유입량,물수지 등을 계산할 수 있

다. 한,출력 모듈에서는 계산된 결과를 표 는 그래 로 확인할

수 있다.Fig.4.16는 분석 결과의 시를 보여주고 있으며,원하는

연도의 결과값을 볼 수 있다.

Fig.4.14Exampleofsystem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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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5Exampleofindividualmodulewindows

Fig.4.16Exampleofreservoirwaterbalancesimulation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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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요약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농환경과 농업용 수

지 활용 목 변화에 따른 장 상황을 반 한 농업용 수지 용수

공 모의 시스템을 개발하 으며,이를 ARWS (Agricultural

ReservoirWatersupplysimulationSystem)으로 명명하 다.고풍

수지 탑정 수지를 상으로 ARWS모형을 이용해 수지 유

입량, 농업용수 공 량, 수지 수 를 모의하 으며, 이를

HOMWRS의 모의 결과 실측 수지 수 자료와 비교하여

ARWS의 용성을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농환경과 농업용 수지 활용 목 변화에 따른 장 상황을

반 한 농업용 수지 용수공 모의 시스템을 개발하 다.개발된

모형은 ARWS (AgriculturalReservoirWatersupply simulation

System)으로 명명하 다.

2.ARWS는 수지 유입량 모형,농업용수 공 량 모형,하천유지

용수 공 량 모형,무효 방류량 모형,수면 강수량 증발량 모형

등으로 구성된다. 수지 유입량 모형은 수정 3단 TANK모형을

용하 으며 매개변수 추정을 한 회귀식으로 안지 (2013)이 개발

한 회귀식을 용하 다.기존의 HOMWRS에서 고려하지 못하던

간낙수 시기와 새롭게 제시된 작부시기를 용하여 농업용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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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모형을 구성하 으며,하천유지용수 공 량은 일별 공 량을

입력 가능하도록 하여 HOMWRS에서 연 일정한 양을 방류하도록

하던 부분을 개선하 다.무효 방류량의 경우 HOMWRS모형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제한수 설정을 가능하도록 해 홍수기 사 방류

가 가능하도록 하 고,물넘이 월류량은 여수토 높이 이상의 수량

을 방류하도록 설정하 다.그밖에 수지 수면 증발량과 수면 강수

량을 고려하 다.

3.ARWS시스템의 개발언어는 자바 언어를 이용하 으며,개발

툴은 이클립스 (Eclipse) 통합개발환경 (IDE, Integrated

DevelopmentEnvironment)를 이용하 다.독립 모듈 랫폼을

개발하여,추가 인 모듈을 개발하여 등록하거나 기존 모듈들의 교

체가 가능하도록 하 고,시스템 상에서 유역특성에 맞도록 모듈들

의 자유로운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 다.

4.ARWS에서 개발된 모형들을 고풍 수지,탑정 수지에 용하

여 수지 유입량,농업용수 공 량, 수지 물수지 분석을 실시하

고, 수지 물수지 분석에 의한 수 모의 결과를 HOMWRS모

형 실측 자료와 비교하여 ARWS의 용성을 분석하 다.

5.고풍 수지에서는 2011년의 경우 결정계수는 HOMWRS가

0.77,ARWS가 0.56으로 HOMWRS가 더 높게 나타나 HOMWRS가

실측값의 경향성을 비교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효율지

수의 경우 HOMWRS에서 -1.09,ARWS에서 -0.03으로 두 시스템

모두 음의 값을 기록하 다.RMSE의 경우 HOMWRS에서 3.5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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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WS에서 2.47m로 실측 수 와 모의 수 의 편차는 ARWS에서

더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의 경우 결정계수와

효율지수가 HOMWRS에서 0.93과 0.69,ARWS에서 0.96과 0.95로

나타나 ARWS가 실측 수 를 비교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MSE는 HOMWRS에서 2.64m,ARWS에서 1.08m로 실측 수

와 모의 수 와의 편차 한 ARWS에서 작게 모의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통계 변량들을 분석한 결과,고풍 수지에서는 작부시기

의 변화, 간낙수시기,제한수 용 시기 등을 고려한 ARWS가

HOMWRS에 비해 실측 수 를 잘 모의하 다고 사료된다.

6.탑정 수지에서는 2011년의 경우 결정계수는 HOMWRS가

0.74,ARWS가 0.81로 ARWS가 더 높게 나타나 실측값의 경향성을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효율지수의 경우 HOMWRS에서

-1.49,ARWS에서 0.60으로 ARWS가 실측 수 를 비교 잘 모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MSE의 경우 HOMWRS에서 1.25 m,

ARWS에서 0.50m로 실측 수 와 모의 수 의 편차는 ARWS에서

더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의 경우 결정계수와

효율지수가 HOMWRS에서 0.49과 -0.59,ARWS에서 0.89과 0.79로

나타나 ARWS가 실측 수 를 비교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RMSE는 HOMWRS에서 2.31m,ARWS에서 0.84m로 실측 수

와 모의 수 와의 편차 한 ARWS에서 작게 모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 변량들을 분석한 결과,탑 수지에서 한 고풍

수지와 마찬가지로 작부시기의 변화, 간낙수시기,제한수 용

시기 등을 고려한 ARWS가 HOMWRS에 비해 실측 수 를 잘 모

의하 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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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장의 농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한 ARWS는

HOMWRS에 비해 비교 양호한 모의 결과를 나타내어 향후 농

유역의 물순환 해석에 용이 용이할 것으로 기 된다. 한,모의

요소들은 각각의 독립된 모듈로 개발되어 모듈 구성에 따라 사용자

에게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 신규 모듈을 추가를 통한 확장이 가

능해 다양한 장에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하지만 향후

ARWS의 장 활용성을 높이기 해서는 수질 모듈의 추가,홍수

유출 모의 모듈 추가,하천유지용수 방류 기 의 용 등의 개선이

뒤따라야 하며,이를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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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ofAgriculturalReservoir

WaterSupplySimulationSystem

Jun,SangMin

MajorinRuralSystemsEngineering

DepartmentofLandscapeArchitectureandRuralSystemsEngineering

TheGraduateSchoolofSeoulNationalUniversity

Theobjectiveofthisstudywastodevelopagriculturalreservoir

watersupplysimulationsystem toapplyagriculturalenvironment

and agricultural reservoir operation goals changes. ARWS

(AgriculturalReservoirWatersupply simulation System)was

developed and applied toestimatewaterlevelofGopung and

Tapjungreservoir.

ARWS consistsofreservoirinflow model,agriculturalwater

supplymodel,spillwayoverflow modelandrainfall/evaporationof

water surface model.Reservoir inflow was calculated using

TANK model, agricultural water supply was calculated

consideringnew farmingperiodandmid-summerdrainage.Water

supplyofinstream flow canbeenteredindailytimelevel.

ARWSwasappliedtosimulatewaterlevelofGopung,Tapjung

reservoirin2011-2012andcomparedtosimulationresultsof

HOMWRS andobserveddata.Considering statisticalvar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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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levelsimulationresultsofARWS weremoresimilarto

observeddatathansimulationresultsofHOMWRS.ARWScan

be useful to estimate reservoir water supply and assess

agriculturalwatercycle.

keywords:Agriculturalreservoir,ARWS,HOMWRS,Reservoir

water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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