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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와 관개지구를 포함한 농업유역의 물순환
을 평가하기 위해 농업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물순환율을 개발 및 적용하였
으며 농업유역 수문해석 모형과 수문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농업유역 수자
원 관리방안에 따른 유역 단위 물순환 개선을 평가하였다. 농업유역 물순
환율은 기존의 환경부가 비점오염 평가를 위해 제시한 물순환율 (1-직접
유출량/강우량)을 농업유역 비점오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농업용 저
수지, 관개지구, 하류 비관개지구로 구분하여 직접유출 및 비점오염 성분을 
정의하였다. 농업용 저수지에서의 직접유출은 홍수기 예비방류를 제외한 
저수지 방류량이며 저수지 저류효과를 고려해 상류유역의 직접유출비율
(직접유출량/총유출량)을 곱해 산정하였다. 관개지구의 직접유출은 강우 
시 물꼬를 통해 방류되는 논 포장배수량으로 산정하였으며 하류 비관개지
역은 유출의 직접유출량으로 산정하였다. 이동저수지 유역을 대상으로 농
업유역 물순환율을 적용한 결과 하류하천 유출량을 통해 물순환율을 평가
했을 때보다 높게 산정되었으며 이는 상류에서 발생한 직접유출이 저수지
에서 저류되며 이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이 유역 물순환 개선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사료된다. 개발한 농업유역 물순환율을 이용하여 수자원 관리방
안에 따른 각 구성성분의 직접유출 비율 변화와 유역 단위 물순환 변화를 
평가하였다. 농업용 저수지는 제한 수위운영을 통한 유역 물순환 개선 효
과를 확인하였으나 관개지구에 적용한 물꼬 및 담수심 관리방안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농업유역 물순환율은 농업유
역의 물순환 평가를 위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농업유역 관리방안에 
따른 유역 단위 영향평가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물순환율, 농업유역, 비점오염, 농업용 저수지, 관개지구
학  번 : 2018-2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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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농업유역은 농작물의 재배 및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작지와 산림지, 주
거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물을 인위적으로 공
급하기 위한 수원공시설이 위치하고있다. 수원공은 하천수나 지하수를 취
수하여 관개지구에 공급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상, 하류의 하천유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된다 (임상준, 2000; 송정헌, 2013).

농업용 저수지는 상류유역의 유출량을 저장하였다가 영농기 때 관개지
구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며 저수지 수위상황에 따라 하천으로 유출량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 (주욱종 등, 2004). 한편 관개지구로 공급한 용수의 
상당 부분은 하천으로 회귀하며 이는 비 강우 시 하천유량을 풍부하게 해
준다 (송정헌 등, 2015a; 송정헌 등, 2015b). 이처럼 농업유역의 물순환은 
농업용 저수지 운영에 따라 상, 하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수
지 상류, 농업용 저수지, 관개지구, 저수지 하류로 구분하고 각 요소를 연
계하여 분석해야한다.

물순환이란 비나 눈이 내려 침투, 유출, 증발산 등의 과정을 통해 공간
적 시간적으로 변화하며 이동하는 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며, 상하수도 등 
급배수시설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계 물순환도 광범위한 물순환에 
포함된다 (환경부, 2018). 최근 기후변화, 불투수면의 증가, 과도한 지하
수 사용 등으로 인하여 하천의 건천화, 지표유출량 증가 등 물순환 구조가 
왜곡되고 있으며 (금호준 등, 2010; 김학관 등, 2011; 정일문 등, 2017), 
왜곡된 물순환을 회복하기 위해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물순환 회복 조례
가 신설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물순환 건전성, 물순환 회복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정책과 연구
자들에 의해 물순환 지표가 개발, 제시된 바 있다 (정진홍 등, 2013; 금호
준 등, 2010; 최원호 등, 2009; Youcan F. et al., 2016). 각 지표는 적용 
분야의 물순환을 정의하고 유출저감량, 침투 및 저류량, 물수지 변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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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지표들은 도시, 저류시설에 관련한 지표
가 대부분이며 농업유역 평가를 위한 지표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 관리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 53의 5조 
2항에 향후 비점오염원 종합대책 수립 시 시도 별, 소권역 별 중장기 물순
환 목표(불투수면적률, 물순환율)를 설정하여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비점
오염 평가를 위한 물순환율은 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
발산 되는 비율로 정의하고 있으며 물순환율 산정방법으로 물순환율(%) 
= (1-직접유출량/강우량)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농업유역의 
비점오염은 하류하천의 직접유출량을 통해 산정하기 어려우며 농업용 저
수지 및 관개지구의 특징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물순환율을 보완하여 농업유역의 비점오염 평
가를 위한 농업유역 물순환율을 개발하고 농업유역 수문해석모형을 활용
하여 개발된 물순환율의 적용성을 평가하고, 농업유역의 수자원 관리시나
리오를 구성하여 유역 물순환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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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 구 사

2.1. 물순환율 및 물순환 건전성 평가

 2.1.1. 물순환

물순환을 정의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물관리기본법[2019. 6. 
13.] 제 3조(정의)와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수
자원법)[시행 2017.7.18.] 제2조(정의)에 따르면 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
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 호수, 늪, 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이다. 또한, 건전한 물순환이란 물
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이 순환과정에서 지
구상의 생명을 유지하고, 국민생활 및 산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인간의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
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
본조례[2017. 1. 5] 제2조(정의)에는 물순환이란 바닷물, 호수, 강, 하천 
등의 물이 증발하여 빗물로 내려 지하수나 하천에 흘러 사람들에게 이용
되고, 다시 바다로 돌아오는 자연계 물의 순환과 상수도나 하수도 등의 급
배수시설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계 물의 순환을 포함한 물의 순환
계로 정의하고 있다.

 2.1.2. 물순환 평가지표

유역의 물순환 상태를 평가하고 물순환 개선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 및 기준이 필요하다. 기존에 제안된 지표들은 
물수지 변화, 직접유출 혹은 지표유출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유역의 물순환 상태를 평가하고 물순환 개선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물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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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하는 지표와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 및 법안들은 다음 Table 2.1과 
같다.

물환경보전법[시행 2019. 10. 17.] 제 53조의 5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
대책의 수립)에 따르면 물순환율을 전체 강수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 되는 비율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19. 10. 17.] 제 78조의 3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에 따
르면 물순환율을 1에서 직접유출률 (대상 지역의 전체 강우량 중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 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
의 비율을 말한다)을 뺀 값의 백분율로 정의하고 있다.

정진홍 등 (2013)에 따르면 도시 물순환을 자연계와 인공계 물순환으
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건전화율을 제시하였다. 자연계 물순환 건전화율
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강우 유출에 있어 초기우수저류지, 우수저류시설, 
분산식 침투저류시설 등 순환시설을 통한 유출 저감률로 정의하였고 인공
계 물순환율은 도시 외부에서 유입되는 도시 용수에 대해 중수도처리시설, 
하수고도처리시설, 생태용수 고도처리시설 등 재이용시설 도입에 따른 변
화량을 평가해 이전과 비교한 저감률로 정의하였다.

물순환 면적률은 기존의 물수지를 통한 물순환 체계 분석방법의 문제점
을 개선하고자 환경부에서 제정한 생태면적률에 물관리 시설물의 기능 및 
효과를 추가로 고려하여 새롭게 개발된 지표이다. 이는 수원시 물순환 관
리조례 (2012)에서 처음으로 적용되었던 지표로 대상 지역의 지표면 특
성과 물관리 시설의 설치 여부 그리고 지하수 이용량을 고려하여 물순환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되며, 가중치 부여는 빗물의 증발과 침투, 이용, 유
출 저감의 측면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물순환 면적률은 3단계의 과정을 통
해 분석하며 1단계에서는 지표면 피복특성을 고려하여 증발, 침투, 유출 
저감에 대해 분석하고, 2단계에서는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여부와 효과를 
분석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지하수 이용량을 산정해 분석에 반영한다 
(수원시, 2011).

물순환 평가지수는 금호준 등 (2010)이 도시지역 빗물 저류 및 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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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개선 효과를 위해 제안했으며 해당 지역의 풍수량,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을 통해 물순환 평가지수를 산정하고 빗물 저류 및 집수시설 건설 
이후 평가지수와 비교하여 변화율로 개선 정도를 평가하였다. 

물순환 건전성 지수는 최원호 등 (2009)은 도시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물순환 건전화 지수 평가지표로 증발산량, 직접유
출량, 침투량 세 가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산정식을 수립하였다. 
각 요소는 도시화에 따른 물순환 왜곡의 이전과 이후 시점, 또는 자연 상
태 지역과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의 물순환 비교로서 표현되며 자연 상태
와 도시화 상태의 변화 비율로써 표현한다. 여기에 연구자가 각 구성요소
의 중요도, 민감도를 고려한 가중치를 산정하도록 하며 가중치의 총합은 1
에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Water budget restoration coefficient는 Youcan Feng et al. (2016)의 
연구에서 제안된 개념으로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수지를 기준으로 개
발 이후 변화된 물수지와의 각 요소의 비율 차를 계산하고 자연 상태 물수
지를 가중치로 곱해 합산한다. 기존 물수지를 통한 평가 방법과는 달리 가
중치를 자연 상태 물수지에서의 비율로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평가를 위
한 물수지 요소는 연구자가 선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에서 
평가하는 물수지 요소는 지표유출, 증발산, 침루, 토양수분, 지표저장량 다
섯 가지를 평가하였다.

물순환 회복율은 최원호 등 (2009)이 제시한 물순환 건전성 지수의 산
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단점을 극복하고자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을 통
한 물순환 선도도시 선정 및 조성방안 연구’ (2017)에서 제시한 지표이며 
평가 기준과 유사할수록 건전한 물순환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기본 원칙
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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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Mathematical expression Reference
Water 

circulation rate Pr

 
×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53-5 [2019. 10. 17.]

Natural water 
circulation rate  

   
× Jung, J. H. et al., 2013, An 

application of integrated water 
cycle system in U-City

Artificial water 
circulation rate   

    
×

Water circulation 
area rate     

    ×
×

Regulations on Water Circulation 
Management in Suwon [2012. 10. 4.]

Water Cycle 
Assessment 

Index

 



 


   
  
  

Gum, H. J. et al., 2010, A Study 
on Effectiveness of Improvement 

of Water Circulation for Rainwater 
Management Facility in Urban 

Area
Effect of Water 

circulation 
improvement

 



  
      

    

Table 2.1 Water circulation evalu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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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Mathematical expression Reference

Rate of 
Rehabilitated 
Hydrological 

Cycle

   

′  
×  

 ′ 
′ 

× ′ 

 ′ 
′  

×  

    

Choi, W. H., 2009, A Study of 
Index and Method for Estimating 

the Rate of Rehabilitated 
Hydrological Cycle

Water 
circulation 

recovery rate

 

   

 

   

  

   

    

  
  ×

Research Report on Selecting 
and Establishing Leading City of 
Water Circulation through Low 

Impact Development, 2017

Water
budget 

restoration 
coefficient

   
′  

       


 ′       

 

Youcan F. et al., 2016,  Potential 
of green infrastructure to restore 
predevelopment water budget of 

a semi-arid urban cat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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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업유역 물순환 해석 모형

농업유역은 논, 밭 등의 농작물 재배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산 공간과 산
림 및 주거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물을 인위적
으로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 저수지 등의 수리 시설물이 있다 (임상준, 
2000; 송정헌 등, 2013).

농업유역은 지역적으로 기상, 토양, 작물, 지형, 토지이용 등의 물리적 
특성이 상이하며, 농업유역 내의 영농방법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다. 또한, 
지역적으로 그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도 국부적으로 상당히 다른 양
상을 띠는 경우가 많다 (송정헌 등, 2013;, 강문성 등, 2015).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유역의 물순환 요소를 모의하기 위해서는 환경조
건과 복잡성을 고려할 수 있게 모의요소를 모듈화하여 모델링하는 객체지
향 수문해석 모형이 적절하다. 

강문성 등 (2015)은 농업용수의 지역적 복잡성과 광범위성을 보다 효
율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농업용수의 다양한 모의요소를 각각의 하나의 독
립적인 객체로 모듈화하여 다수의 모듈을 조합하여 해석할 수 있는 컴포
넌트 기반 모델링 프레임워크 COMFARM(COmponent-based Modeling 
Framework for Agricultural water-Resources Management)을 개발하
였다. 

송정헌 (2017)은 모듈 기반의 농업유역 수문해석 시스템인 MASA 
(Module-based hydrologic Analysis System for Agricultural 
watersheds)를 개발하였다. MASA모형은 COMFARM의 기본 개념처럼 
독립된 모듈을 플러그인 플레이방식으로 사용자가 조합, 분해, 추가, 제거
할 수 있다. 또한, MathWorks 사에서 지속해서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MATLAB에서 제공하는 통계적 기법 및 최적화 기법 등 다양한 패키지와 
연계하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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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업유역 수자원 관리방안

농업유역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상류유역, 농업용 저수지, 관개지구, 
하류 비관개지구 등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적절한 저
수지 운영을 통한 이수안전도 및 홍수 절감효과와 논에서의 유출수 및 비
점오염 감소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농
업유역 물관리를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2.3.1. 농업용 저수지 관리방안

 가. 제한 수위운영

홍수기 제한 수위운영은 홍수조절 효과를 증대시키지만 지나치게 낮게 
운영할 경우 갈수기의 원활한 용수공급이 어렵다. 반면에 용수공급을 위하
여 홍수기에 저수지의 수위를 높게 유지하면 저수지의 홍수조절능력이 떨
어진다. 이처럼 홍수조절과 용수공급은 상충관계가 있으므로 저수지 운영
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이승현 등, 2002; 노재경, 2011).

홍수조절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수지 운영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방식
은 제한 수위 방식과 예비방류 방식이 있다. 제한 수위 방식은 저수지를 
일정 수위로 유지하여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함으로써 홍수를 대비하는 방
식이며 예비방류방식은 제한 수위를 정하지 않고 홍수가 예상될 때만 사
전 방류시켜 홍수조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승현 (2002)은 용수공급을 고려한 홍수기 저수지 운영방안을 제시하
였으며 SCA에 의한 방법, 가변제한 수위 이용하는 방법에 따른 변화를 평
가하였다. 노재경 (2010)은 백곡 저수지를 대상으로 제한 수위 시나리오
에 따른 용수공급량 및 연말 저수량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적절한 홍수 
제한 수위운영은 용수공급량과 연말 저수량확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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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관개지구 관리방안

 가. 물꼬 관리

Mishra (1998)에 따르면 물꼬 높이를 300mm까지 높여 관리하더라도 
벼의 수확 및 품질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60mm의 물꼬 높
이에서는 56.75%, 300mm의 물꼬 높이에서는 최대 99.5%의 강우를 저류
할 수 있었으며 유출량 저감을 통해 질소 및 칼륨 배출을 방지할 수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 송정헌 등 (2012)은 담수된 논을 대상으로 물꼬 높이
를 중간낙수기 이전에 100mm, 이후 100mm, 150mm, 200mm로 변화시
켜 유출량 및 배출부하량을 평가하였다. 물꼬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지표
유출량 감소 및 유효우량 증가, 관개량 감소를 확인하였으며 논물 농도 감
소와 배출부하량 감소를 확인하였다. 김계웅 등 (2016)은 새만금 유역 논
을 대상으로 물꼬 관리 및 완효성 비료 시비 영농방법을 적용하여 수문, 
수질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물질 수지분석을 시행하였다. 물꼬 높이 상승을 
통해 담수 저류능을 높여 8%의 관개량 저감과 지표배수량을 15% 저감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종건 등 (2018)은 논의 BMPs (배수 물꼬, 토양검
정시비, 완효성비료)에 따른 유출 및 오염 부하를 평가하였고, 배수 물꼬
를 적용한 논에서 유출 저감을 확인하였다. BMP 구현에 따른 유의한 차이
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농민 교육 및 물꼬 관리방안을 통한 관리의 필요
성을 제시하였다.

       
나. 담수심관리

System of Rice Intensification (SRI)는 Wet-dry 재배방법으로 1980
년대 마다가스카르에서 시작된 간단관개 개념의 물 관리방법을 사용하는 
벼 재배방법이다. 서지연 등 (2016)은 SRI 물관리 기법을 적용한 논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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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개수량과 논 비점오염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RI 물관리
를 적용했을 때 관개용수 저감률은 49~5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비
점오염원도 BOD 35%, COD 44% 등으로 감소 효과를 확인하였다. 서지연 
등 (2018)은 SRI 물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관개용수 사용과 온실가스 배
출량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관개용수 약 47.9%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
다. 류정훈 등 (2018)은 관개지구 물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관개량 저감 
및 유효우량 증가를 확인하였으며 농업용 저수지 모델링을 통해 관개량 
절감에 따른 사수위 발생횟수 감소 및 저수지 수량 확보 개선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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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농업유역 물순환율 개발

3.1. 농업유역 물순환

 3.1.1. 농업유역 물순환 특성

일반적인 유역의 물순환은 손실과 유출로 이루어지며 유출은 직접유출, 
기저유출로 구분된다. 한편 농업유역은 저수지를 기준으로 상류유역과 하
류유역으로 구분되며 하류유역은 관개지구, 비관개지구로 이루어져있다. 
상류유역의 유출은 저수지에 유입된 뒤 저수지 수위상황에 따라 저류되거
나 물넘이를 통해 방류되며, 관개지구는 영농기 시 공급받은 농업용수를 
통해 담수심을 유지하며 논에서 침투된 물은 비관개지역에 지하수량을 풍
부하게 한다. 또한, 강우 시에는 담수심에 따라 유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물꼬 높이 이상의 강우가 왔을 때는 배수의 형태로 유출이 발생한다.

(a) General watershed (b) Agricultural watershed
Fig. 3.1 Schematic diagrams of general and agricultural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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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농업유역 물순환 구성요소

농업유역 물순환율 산정을 위해 농업유역 물순환 입력 및 구성요소를 
저수지상류유역, 농업용 저수지, 관개지구, 저수지하류 비관개지역으로 구
분하여 나열하였다. Table 3.1은 각 구역 별 유입 및 구성성분을 나타냈
다. 유입 성분의 경우, 상류유역은 강우량, 저수지는 상류유역에서 들어오
는 유입량과 수면강우량, 관개지구는 강우량과 저수지에서의 농업용수공
급량, 그리고 하류 비관개지역은 강우량이다. 유입에 따른 구성성분은, 상
류 및 하류 유역의 경우 증발산량, 지표유출량, 중간유출량, 지하수유출량, 
유역저류량으로 구분하였으며 농업용 저수지는 만수위방류량, 제한수위 
방류량, 환경생태유량, 농업용수 공급량, 저수지 증발량, 저수지 저류량으
로 구분하였고 관개지구는 논 침투량과 증발산량, 송수 손실량, 용수로 배
수량, 필요수량, 유효우량, 논 포장배수량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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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Input Area Input
Upstream
watershed Precipitation Irrigation 

district
Precipitation

Reservoir
Precipitation Agricultural 

water supply
Reservoir inflow Downstream

lateral watershed Precipitation

Table 3.1 Hydrologic Components for each different 
subwatershed areas

Area Component Area Component

Upstream
watershed

Evaporation

Irrigation 
district

Paddy 
infiltration

Surface runoff Paddy 
evaporation

Interflow 
runoff Canal loss

Groundwater 
runoff Canal drainage

Water storage Irrigation 
requirement

Agricultural 
Reservoir

High level 
outflow

Effective 
rainfall

Limited level 
outflow Paddy drainage

Ecological flow

Downstream
lateral

watershed

Evaporation
Agricultural 

water supply Surface runoff
Reservoir 

evaporation
Interflow 

runoff
Reservoir 
storage

Groundwater 
runoff

Water storage



- 15 -

3.2. 농업유역 물순환율의 산정

현재 환경부에서 물환경보전법에 제시한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물순환
율은 ‘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 되는 비율’로 정의하
고 있으며 시행규칙의 물순환율 산정방법은 1-직접유출률(대상지역의 전
체 강우량 중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 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유역에서의 
물순환 구성요소 중 비점오염에 기여하는 구성요소를 유역 유출의 직접유
출량로 정의하여 물순환율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유역의 물순환은 
농업용 저수지 및 관개지구로 인해 일반 유역과 다르며 이에 유역 유출량
을 통해서만 평가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관개지
구에서 직접유출 및 비점오염에 기여하는 물순환 구성요소를 정의하여 평
가하였다.

 3.2.1. 농업용 저수지

상류유역 및 농업용 저수지의 물순환은 상류유역에서의 유입과 농업용 
저수지에서의 방류, 용수공급으로 이루어진다. 상류유역의 유입은 저수지
에서 저류되어 직접유출, 기저유출이 혼합되며 농업용수 또는 여수로를 통
한 방류의 형태로 유출된다. 

저수지 방류량은 만수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저수지에 저류되며 만수
위에 도달한 이후에는 강우 시뿐만 아니라 비 강우 시에도 물넘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상류유역에서 발생한 직접유출은 저류 이후 강우 시
뿐만 아니라 비 강우 시에도 방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의 저류효과
를 고려하기 위해 저수지 상류유역 유입량의 직접유출비율을 산정하고 저
수지 방류량에 곱해 저수지 방류량 중 직접유출량을 산정하였다. 상류유역 
유입량의 직접유출 비율은 모의기간 전체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한편, 예비방류 및 환경생태유량 등은 저수지 운영에 따라 결정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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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량은 직접유출 및 비점오염에 기여하는 양으로 볼 수 없어 산정에서 제
외하였다. 또한, 농업용수는 관개지구에 공급되어 논에 공급되거나 회귀수
의 형태로 하천으로 유입되며 저수지 운영 및 관리자의 조작을 통해 결정
되기 때문에 직접유출로 구분하지 않았다.

 3.2.2. 관개지구 

 
관개지구의 물순환은 저수지로부터 공급되는 농업용수와 강우로 이루

어진다. 저수지에서 공급되는 농업용수로 인해 발생하는 순환의 구성요소
는 저수지 운영으로 비 강우 시에 발생하여 직접유출로 구분하지 않았으
며 강우로 인해 발생하는 물순환 중 논에 저류되지 못하고 물꼬를 통해 배
수되는 논 포장배수량을 직접유출로 구분하였다.

 3.2.3. 농업유역 물순환율

 

본 연구에서는 농업유역의 직접유출을 예비방류를 제외한 저수지 방류
량*상류유역 직접유출비율, 관개지구의 논 포장배수량 및 하류비관개지역 
직접유출량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농업유역 물순
환율은 식 3.1과 같다.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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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직접유출, 기저유출 분리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물순환율 및 농업유역 물순환율 산정을 위해 직
접유출 및 기저유출 분리(수문분석)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한 모형으로 웹
기반 수문분석도구인 Web GIS-based Hydrograph Analysis Tool 
(WHAT)모형을 사용하였다 (Lim K. J. et al., 2005). WHAT 모형은 기
존 기저유출 분리방법인 지하수 감수곡선법, 수평직선분리법, N-day법 
등의 문제점인 분석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는 것과 장기수문해석
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필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수문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WHAT 모형에서 제공하는 필터링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Eckhardt filter (Eckhardt, 2005)를 활용하
여 모의하였으며 식 3.2와 같다.

 ×max

 max ×      ×max ×

  시간단계에서 필터링 된 기저유출
     시간단계에서 필터링 된 기저유출
max  총 유량에서 기저유량의 장기 비율 값
  필터의 매개변수 값
  시간단계에서의 총 유량

       (3.2)

Eckhardt filter는 수문분석 시 max매개변수를 통해 대수층 별 특성
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시 흐름이 있는 다공성 대수층 하천
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고 타 연구에서 소양강 댐 유입량, 용담댐 유입량 
등 (정영훈, 2018)에 적용했던 max  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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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물순환율 비교

환경부에서 제시한 물순환율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농업유역 물순환율
의 산정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환경부 물순환율은 MASA모형을 통
해 모의한 하류유역 진위교 지점의 유출량을 WHAT모형을 통해 직접유
출, 기저유출로 분리하고 이를 통해 직접유출율을 계산하여 환경부 물순환
율을 산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농업유역 물순환율은 MASA
모형의 모듈에서 계산된 상류유역 유입량, 저수지 방류량, 논 포장배수량 
및 하류비관개지역 유출량과 WHAT모형에서 계산한 상류유역 직접유출
비율, 하류비관개지역 직접유출량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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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농업유역 물순환 모형 구축

4.1. 농업유역 물순환 해석

 4.1.1. MASA

MASA모형은 Module-based hydrologic Analysis System for 
Agricultural watershed의 약자로 농업유역의 수문요소들을 각각의 모듈
로 구성하고 이를 필요에 따라 조합하여 수문해석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MASA는 강문성 등 (2015)이 개발한 COMFARM (COmponent-based 
Modeling Framework for Agricultural water-Resources Management)
의 기본 개념과 유사하며 독립된 모듈들의 조합, 분해, 교체 및 제거를 통
해 모델링할 수 있어 사용자의 특정 연구 분야를 위한 맞춤형 모형을 설계
할 수 있다. MASA는 유역증발산 모듈, 유역 유출량 모듈, 관개지구 해석 
모듈, 저수지 물수지 모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ig. 4.1은 각 모듈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Fig. 4.1 Schematic diagram of the MASA model (So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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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증발산모듈에서 실제증발산량은 잠재증발산량에 유역피복계수와 
유역토양수분계수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잠재증발산량은 일별 평균기온, 
상대습도, 평균풍속 등 기상자료를 입력받아 Penman-Monteith식을 통해 
모의하며, 유역피복계수는 월별로 산정되며 대상지구 토지이용과 토지이
용별 월별 피복계수 값에 따라 면적비율을 통해 계산된다. 유역토양계수는 
전날의 유역 총 저류량 값과 유역 고유특성 매개변수인 α값을 통해 산정
된다.

유역 유출량 모듈은 집중형 수문모형인 TPHM, DAWAST, I-3-Tank, 
3-Tank 모형을 각각 모듈로 구성하였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모형을 선택
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유출량은 유역증발산 모듈에서 계산된 실제증발산량
과 강우량 실측자료와 함께 수문모형으로 입력되어 유출량 및 유역 총 저
류량을 계산한다.

관개지구 해석 모듈은 논에서의 물수지를 기반으로 필요수량, 증발산
량, 침투량, 포장 배수량 등을 모의한다. 논에서의 증발산량은 
Penman-Monteith 공식을 이용하여 산정되며, 유승환 등 (2006)과 Yoo 
et al. (2013)에 의해 계산된 논벼 작물계수를 통해 논 증발산량을 산정한
다. 산정된 필요수량을 기반으로 관개효율을 고려하여 농업용수 공급량을 
모의하게 되며 전날 저수지 수위가 사수위 이하로 내려갈 때는 농업용수 
공급을 중단하게 설정되어있다.

저수지 물수지 해석 모듈은 유역 유출량 모듈에서 모의 된 유입량과 관
개지구 해석 모듈에서 계산된 농업용수 공급량, 그리고 관측된 강우량과 
증발량을 통해 물수지식 기반으로 저수량을 추정하게 된다. 저수량이 만수
위 이상으로 상승하면 초과한 수량은 만수위 방류량으로 구성하였으며 홍
수기 제한 수위 관리기에 저수지 수위가 제한수위 이상으로 상승하면 초
과한 수량을 제한수위 방류량으로 구성하였다.

최종으로 농업 수문요소 합성모듈은 유역 유출량, 관개지구 배수량, 관
개지구 침투량, 제한수위 방류량, 및 만수위 방류량 등을 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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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저수지 유입량 추정

MASA모형의 경우 저수지 유입량 추정을 위해 4가지 집중형 수문모형
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3단 수정 Tank모형을 사용하였다. 3단 
수정TANK모형은 김현영과 박승우 (1988)가 제시한 집중형 수문모형으
로 기존 4단 Tank에서 3단 Tank로 단순화하여 매개변수 수를 줄여 보정
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였다. 이는 소유역의 유출 지체시간이 짧
고 기저유출의 기울기가 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1단 TANK는 유출의 
성분 중 지표유출을 개념화한 것이고 2단 TANK 및 3단 TANK는 각각 
중간유출 및 지하수유출을 개념화한 것이다 (김현영과 박승우, 1988). 본 
연구에서는 물순환율 산정을 위해 지표유출과 중간유출의 합을 직접유출, 
지하수유출을 기저유출로 분리하였다.

Fig. 4.2 Schematic of the 3-Tank model 
(Kim and Park, 1988; Song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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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저수지 상류유역이 미계측일 때 유입량을 추정하기 위해 3
단 수정 Tank 모형과 매개변수 추정 회귀식을 이용하여 모의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3단 수정 TANK모형 매개변수 추정 회귀식은 
김현영과 박승우 (1988), 안지현 (2013), 송정헌 (2019) 등이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송정헌 (2019)이 제시한 유역특성 및 토지이용을 활
용한 회귀식을 통해 저수지 유입량을 추정하였으며 그 식은 다음 Table 
4.1과 같다. 

Par. Equation
 


××

××ln×ln

 ×

 ××

 

 ××ln


× ×
×ln


××

 

×


××

 

××ln×ln

Table 4.1 Regional Equations for Determining the Parameters for 
the Modified Tank Model (Song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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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Description
Area (km2) Watershed area

W_Slope (%) Average of slope at each cell within a given 
watershed

Length (km) The length of the longest flow path within a 
given watershed

S_Slope (%)
Average slope of the main stream determined 
along the longest flow path extended to the 

watershed divide from the outlet

Density (km-1)
The total length of all the streamlines in a 
watershed divided by the total area of the 

watershed (Horton, 1932)
Form 

(fraction)
The ratio of watershed area to square of the 

flow length

Table 4.2 Spatial variations in the hydrologic characteristics of 
the watersheds (Song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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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저수지 및 관개지구 물수지 분석

  가. 저수지 물수지 분석

 저수지 물수지는 Fig. 4.3.과 같으며, 다음 식과 같은 연속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4.1)

여기서 S는 저수량이며 INFLOW는 저수지 유입량, RAIN은 저수지 수
면 강우량, AWS (Agricultural Water Supply)는 농업용수 공급량, EWS 
(Environmental Water Supply)는 환경용수 공급량, E (Evaporation)는 
저수지 수면 증발량, PS (Principal Spillway release))는 제한수위 방류
량, ES (Emergency Spillway release)는 만수위 방류이며 i 는 시간간격
(day)이다.

Fig. 4.3 Reservoir water balance component (Song et al., 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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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개지구 물수지 분석

농업용수 공급량은 필요수량과 관개효율을 고려하여 계산하며 다음 식
과 같이 계산한다.

 






for ≤max

 max for max

          (4.2)

는 농업용수 공급량(m3), 는 관개면적(m2), 은 필요수량
(mm), 는 관개효율(%), max는 일 최대 공급량(m3), 는 시간간격
(day)이다. MASA모형에서 관개효율은 (1-시설관리 손실률)을 의미하며 
송수효율과 배분효율을 통해 산정할 수 있다 (송정헌, 2015). 관개효율은 
기상, 지형, 수리시설물 운영자의 조작방식, 농민의 물 관리 방식 등에 따
라 연마다 값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며 공급량 산정에 민감도가 높아 연
별로 보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있다 (송정헌,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도 연
별 관개효율 보정을 통해 저수지 수위보정을 진행하였다.

공급량 산정을 위한 논에서의 필요수량 (관개량) 및 배수량 등은 다음 
식과 Fig. 4.4과 식 4.3 같이 논에서의 물수지식 기반으로 추정한다. 

          (4.3)

여기서 PD는 담수심 (mm), IR는 관개량 (mm), ERAIN는 유효우량 
(mm), DR는 포장배수량 (mm), ET는 실제 증발산량 (mm), 그리고 DP
는 침투량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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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Water balance components in a paddy field (Song et al., 2016b)

 
증발산량 산정을 위한 순별 작물계수는 유승환 등 (2006)이 제시한 값

을 활용하였으며 유효우량, 담수심, 배수량 산정을 위한 물꼬 높이와 최소
담수심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Table 4.3와 같이 적용하였다.

Preparation for transplanting Transplanting 10 20 30 40 50
Crop coefficients 0.78 0.78 0.78 0.97 1.07 1.16 1.28
Drainage outlet 66.1 80.9 74.0 57.3 34.6 72.9 67.2

Minimum
Ponded-water depth 20 60 40 40 20 30 30

Table 4.3 Drainage outlet height and Minimum Ponded-water 
depth by farming period (Kang et al., 2006; Yoo et al., 
2006; Kang and Park, 2014; Song, 2017)

60 70 80 90 100 110 120
Crop coefficients 1.45 1.50 1.58 1.46 1.45 1.25 1.01
Drainage outlet 57.7 63.4 67.2 66.1 66.1 66.1 66.1

Minimum
Ponded-water depth 30 40 40 40 40 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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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하류하천 유출량 추정

 농업용 저수지 하류의 하천유량 구성요소는 Fig. 4.5과 같다. 이는 저
수지에서 방류되는 양 (제한수위 방류량, 만수위방류량, 환경생태유량)과 
관개지구 배수량(논 배수량, 농업용수회귀수량) 그리고 관개지구를 제외
한 하류 비관개지역의 유출량이다.
하류하천 유출량 = 저수지 방류량 + 관개지구 배수량 + 하류유역 유출량

Fig. 4.5 Downstream water balance component

저수지에서 방류되는 양과 관개지구에서 배수되는 양은 저수지 물수지 
해석 모듈과 관개지구 해석 모듈을 통해 산정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하류 
비관개지역의 유출량은 상류유역과 같이 3단 수정 Tank 모형을 통해 산
정하였다. 이동저수지 하류에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진위교 유량관측소
가 존재하며 2011년부터 일 단위를 제공한다. 배후유역 하천유량은 진위
교 지점에 관측한 일 단위 실측치를 이용하여 보정 및 검정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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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및 검정기간은 풍수년, 갈수년, 평수년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되고 있다 (송정헌, 2017),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정 기간은 
2011, 2013 2015, 2017년, 검정기간은 2012, 2014, 2016, 2018년으로 
선정하였으며 보정방법은 시행착오법을 이용하였다.

 4.1.5. 모델의 보정 및 검정

 본 연구의 모델의 보정 및 검정을 위해 저수지 수위와 진위교 유량자
료를 활용하였다. 보정에는 4가지 통계변량을 비교하였으며 실측치와 모
의치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R2)와 모의항목에 대한 단위를 포
함하고 있는 통계적 지표인 Root Mean Square Error (RMSE), 수문모델
링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Nash and Sutcliffe Efficiency (NSE) (Nash 
and Sutcliffe, 1970), 총량에 대한 지표인 Percent BIAS (PBIAS) 
(Gupta et al, 1999)를 적용하였다. 각 통계변량은 산정법은 식 4.4~4.7
과 같으며 평가 기준은 Table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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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 Very good Good Satisfactory Not 
satisfactory

R2 R2>0.85 0.75<R2

≦0.85
0.60<R2

≦0.75 R2≦0.60

NSE NSE>0.80 0.70<NSE
≦0.80

0.50<NSE
≦0.70 NSE≦0.50

PBIAS PBIAS<±5 ±5≦PBIAS
<±10

±10≦PBIAS
<±15 PBIAS≧±15

Table 4.4 Evaluation criteria for recommended statistical performance 
measures for watershed-scale models (Moriasi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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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대상지 및 자료구축

 4.2.1 대상 유역

본 연구의 대상 유역은 경기도 용인시와 평택시 일대에 있는 진위교 유
역으로 선정하였다 (Fig. 4.6). 진위교유역의 유역면적은 진위교 유량관측
소를 기준으로 193.05 km2 이다. 진위교 유역은 이동저수지를 기준으로 
상, 하류를 구분하였으며 상류유역은 95.53 km2, 하류유역은 97.52 km2

로 나누어진다. 유역 출구 점인 진위교에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유량관측
소가 존재해 보, 검정을 위한 유량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이동저수지 역시 
농어촌공사에서 구축한 수위자료를 이용하였다. Fig. 4.7은 진위교 유역의 
이동저수지 상, 하류 구분과 유량관측소, 저수지 제체, 강우관측소 위치를 
나타냈다. 강우관측소는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방재관측소(이동)자료를 이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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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Location of Study area - Jinwi
Fig. 4.7 Location of Discharge gauge station, Dam, 

Precipitation station in Jinwi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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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토지이용

토지이용은 GIS 프로그램과 환경 공간정보서비스 (egis.me.go.kr)에서 제
공하는 중분류 토지 피복도 (2018)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상, 하류 모두 
산림지역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했으며, 상류지역은 8.91 km2의 논이, 하류
지역은 21.34 km2의 논이 위치하였다. 상류유역 및 하류유역의 중분류 토지
이용 분석 결과는 Fig. 4.8 및 Table 4.5와 같다. 

Fig. 4.8 Landuse of Jinwi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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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Upstream 
watershed

Downstream 
lateral 

watershed

Irrigation 
district by 

Idong reservoir
Residential area 1.21 1.34 -
Industrial area 1.11 2.45 -

Commercial area 0.79 0.67 -
Cultural, sports area 0.11 0.11 -

Traffic facility 1.16 1.43 -
Public facilities area 0.22 0.16 -

Paddy 8.91 10.48 10.86
Upland 5.25 5.49 -

Facility relocation 0.30 2.00 -
Orchard 0.05 0.14 -

Other agricultural area 0.53 0.86 -
Deciduous forest 29.96 19.48 -
Coniferous forest 21.18 19.71 -

Mixed forest 6.20 8.25 -
Natural grassland 5.51 4.54 -
Artificial grass 5.41 4.60 -

Wetland 0.78 1.24 -
Natural bareland 0.02 0.01 -

Artificial bareland 2.62 2.20 -
Inland water 4.21 1.50 -

Total 95.53 86.66 10.86

Table 4.5 Landuse of Jinwi watershed (Unit : 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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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저수지 하류지역은 논 21.34 km2가 있으며 그중 10.86 km2는 이동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송정헌 등, 2012; 송정헌 등, 
2014; 송정헌, 2015), 이 외에 논 10.48 km2은 유역 내 위치한 소규모 저수
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Fig. 4.9는 이동저수지 하류에 있는 이동
저수지 관개지역과 이동저수지로부터 관개 받지 않는 논을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개지구로 이동저수지에서 공급받는 관개지역을 고려하였으며 
이 외의 논은 하류 비관개지역 측방유입량으로 모의하였다.

       

Fig. 4.9 Location of irrigation district by Idong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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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저수지 특성

이동저수지의 제체는 제당 연장 647m이며 댐 높이는 17.5m의 규모이
며 기타 저수지 기본 제원은 Table 4.6과 같다. 저수지의 계획 수위는 
Table 4.7과 같으며 각각 홍수위 EL. 46.1m, 만수위 EL. 45.0m, 사수위 
EL. 33.3m이다. 유효저수량은 1,720만 m3이며 수위에 따른 저수량은 
Fig. 4.10과 같다. 여수로는 Fig. 4.11과 같은 래디얼게이트 구조이다. 

홍수조절은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9월 중 홍수기 제
한 수위운영을 원칙으로 예비방류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방류량은 하류
의 급격한 수위변동과 피해방지를 위해 435 m3/sec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용수공급은 취수탑시설을 이용하며 4~9월에 17.90 km2의 면적에 대하
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공급된 용수는 유역 내에 있는 10.86 km2

의 관개지구와 유역 외에 있는 7.04 km2의 관개지구에 공급된다 (송정헌 
등, 2012; 송정헌 등, 2014; 송정헌, 2015).

Fig. 4.10 Storage-water level relationship of Idong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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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Type of Idong reservoir Spillway

Irrigated 
area 

(km2)

Water
shed 
area

(km2)

Full 
water 
area

(km2)

Total 
storage
(103m3)

Effective 
storage
(103m3)

Dam 
height
(m)

Length
(m)

17.90 95.53 3.05 20,949 17,200 17.5 647

Table 4.6 Basic data of the reservoir

Flood 
water level

High 
water level

dead storage 
water level

restricted 
water level

46.1 45.0 33.3 43.05

Table 4.7 Basic data of the reservoi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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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모델 입력 자료구축

본 연구의 모델 구축 및 평가를 위해 Table 4.8과 같이 입력 자료를 구
축하였다. 모의기간은 2000년~2018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2002년부터 
저수지 수위자료가 구축되어있고, 2000~2001년은 유역모델의 안정 및 
초깃값을 위해 모의하였다. 모델 보정 및 검정을 위한 유량 자료는 이동저
수지 하류에 있는 유량 관측지점인 진위교 유량관측소자료를 이용하였다. 
진위교 유량관측소는 2011년부터 관측을 시작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국가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WAMIS)을 통해 구축하였다. 저수지 수위자
료는 농업용수종합정보시스템 (RAWRIS)에서 제공하는 일 단위 자료와 
농어촌공사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 기간은 2002년부터 
2018년이며 2008년은 결측되어있다. 기상자료는 유역 인근에 있는 수원
기상대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강우 자료는 유역 중앙에 있는 이동 방재 기
상관측소에서 관측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Item Data period Reference
Discharge data 2011-2018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AMIS)

Reservoir water 
level data 2002-2018

Rural Agricultural Water Resource 
Information System (RAWRIS),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data

Watershed data -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AMIS)

Weather data 2000-2018 Weather data open portal
(Suwon weather station) 

Rainfall data 2000-2018 Weather data open portal
(Idong rainfall station)

Table 4.8 Input data of MAS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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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모형 적용성 평가

 4.3.1. 저수지 상류유역 유입량

저수지 상류유역 유입량은 송정헌 (2019)가 제안한 3단 수정 TANK 
모형 회귀식을 통해 산정하였으며 GIS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한 상류유역 
유역특성은 Table 4.9과 같으며 유역특성과 회귀식을 통한 매개변수 산정 
결과는 Table 4.10이다.

A11 A12 H11 H12 B1 A2 H2 B2 A3 B3 ST3

0.168 0.453 31.223 85.501 0.100 0.499 37.947 0.127 0.025 0 30

Table 4.10 Parameter for upstream TANK model

 

 4.3.2. 저수지 물수지 분석 결과

저수지 물수지 요소 중 농업용수 공급량을 추정하기 위해 저수지 수위
의 실측치와 모의치가 유사하도록 관개 효율 매개변수를 보정하였으며 보
정한 연별 관개 효율 매개변수는 Table 4.11과 같다.

Area (km2) W_Slope (%) Length (km) S_Slope (%) Density (km-1) Form (fraction)
95.53 30.72 20.04 2.39 2.29 0.24

Table 4.9 Spatial variations in the hydrologic characteristics of 
the upstream watersh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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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76.6 62.0 75.0 42.9 55.9 49.3 45.0 45.0 52.5 55.9 48.4 38.0 57.5 49.7 55.0 63.0 57.0 80.0 65.0

Table 4.11 Irrigation efficiency

상류유역 모의 결과와 농업용수 공급량 모의 결과를 통해 저수지 수위
를 모의하였다. 통계변량은 Table 4.12과 같으며 R2 0.716, RMSE 0.935, 
NSE 0.682, PBIAS 15.0%와 시계열 그래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면 실측
치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4.12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의 저수지 수위를 실측치와 함께 나타냈으며 Fig 4.13은 실측치와 모의치
를 1대1 그래프로 도시한 것이다.

Statistics R2 RMSE(EL. M) NSE PBIAS(%)
Value 0.716 0.935 0.682 15.0

Table 4.12 Statistics for reservoir water level

Fig. 4.12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reservoir wat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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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Scatter plots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reservoir wat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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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하류하천 유량 보정 및 검정 결과

하류하천 유출량은 저수지 방류량과 관개지구 배수량, 하류 비관개지역 
유출량을 합하여 구할 수 있다. 저수지 방류량 및 관개지구 배수량은 저수
지 및 관개지구 모듈에서 산정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하류 비관개지역에 
대하여 3단 수정 TANK 모형 매개변수를 보정한 결과는 매개변수는 
Table 4.13과 같다. 

A11 A12 H11 H12 B1 A2 H2 B2 A3 B3 ST3

0.16 0.4 5 70 0.45 0.5 40 0.01 0.03 0 30

Table 4.13 Parameter for downstream TANK model 

 
하류하천 진위교 유량관측소 지점에 대하여 보정 기간과 검정 기간에 

대한 통계치는 Table 4.14과 같다. 보정 기간은 R2 0.695 NSE 0.687, 검
정 기간은 R2 0.818, NSE 0.762으로 보정기간 Satisfactory와 검정기간 
Good으로 실측치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4.14는 2011년부
터 2018년까지의 진위교 지점 실측치와 모의치의 수문곡선을 나타냈으며 
Fig 4.15는 보정 기간과 검정 기간에 대하여 실측치와 모의치를 1대1 그
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Calibration NSE R2 RMSE
(m3/s)

PBIAS
(%)

2012, 2014,
2016, 2018 0.687 0.695 2.619 1.4

Table 4.14 Calibration and validation statistics for Downstream 
(Jin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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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NSE R2 RMSE
(m3/s)

PBIAS
(%)

2011, 2013, 
2015, 2017 0.762 0.818 4.900 20.3

Fig. 4.14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flow

(a) Calibration period (b) Validation period
Fig. 4.15 Scatter plots of the observed and simulated ru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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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5.1. 진위교유역 물수지 분석 결과

MASA모형을 통해 분석한 진위교유역 물수지분석 결과는 Table 5.1과 
같다. 진위교유역의 유출률은 가장 비가 많이 온 2011년도에는 0.76을 가
장 비가 적게 온 2016년도에는 0.41을 나타냈으며 모의기간 평균 0.58을 
보였다. Fig. 5.1은 진위교 지점 유출량 중 저수지 방류량, 관개지구 지표
배수량, 하류 비관개지역 유출량을 나타냈으며 2014~2016년 기간에는 
강우량이 적어 저수지 유입량 대부분이 농업용수로 쓰여 저수지 방류량이 
매우 적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Fig. 5.1 Outflow components of Jinwi watershed



- 44 -

Year Precipitation
(mm)

Loss
(mm)

Outflow (mm) Runoff 
ratioTotal Reservoir 

release
Surface 
drainage

Downstream 
lateral outflow

2002 1381 519.8 861.2 338.0 57.5 465.7 0.62
2003 1387 485.4 901.6 347.5 75.3 478.8 0.65
2004 1332 566.9 765.1 247.7 71.9 445.5 0.57
2005 1264.5 505.7 758.8 272.7 64.6 421.5 0.60
2006 1308 478.6 829.4 293.5 93.3 442.7 0.63
2007 1383.5 534.2 849.3 293.9 71.6 483.8 0.61
2008 1104 488.3 615.7 200.3 67.6 347.7 0.56
2009 1224.5 554.3 670.2 205.8 67.8 396.7 0.55
2010 1567 486.7 1080.3 447.0 66.6 566.6 0.69
2011 1975.5 465.8 1509.7 605.4 124.6 779.8 0.76
2012 1466.5 502.8 963.7 382.5 59.5 521.8 0.66
2013 1265 513.3 751.7 279.3 56.7 415.7 0.59
2014 882 524.4 357.6 51.2 52.5 253.9 0.41
2015 834.5 502.6 331.9 46.4 38.5 247.0 0.40
2016 832.5 487.1 345.4 71.8 50.3 223.4 0.41
2017 1131.5 452.1 679.4 257.3 32.6 389.5 0.60
2018 1230.5 540.4 690.1 218.0 57.0 415.1 0.56

Table 5.1 Water balance components of jinwi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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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직접유출, 기저유출 분석 결과

WHAT모형을 통해 하류 진위교지점 유출량, 저수지 상류유역 유출량, 
하류 비관개지역 유출량을 직접유출과 기저유출로 분리하였다. 지점별 모
의기간 전체에 대한 직접유출비율은 Table 5.2와 같으며 저수지 상류 유
역인 이동유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지점별 직접, 기저유출을 
분리한 결과는 Table 5.3~5.5와 같다. 본 연구에서 농업유역 물순환율 산
정을 위해 사용한 상류유역 직접유출 비율은 0.405를 사용하였다.

Item Jinwi 
watershed

Idong 
watershed

Downstream 
lateral flow

Direct Runoff Rate 0.557 0.405 0.562

Table 5.2 Evaluation of Direct Runoff Rate (DRR)

* Direct Runoff Rate(DRR) = Direct runoff / Total runoff 

Year Precipitation Total runoff Direct runoff Base runoff
2002 1381.0 911.4 423.9 487.5
2003 1387.0 929.0 325.8 603.1
2004 1332.0 840.6 363.2 477.3
2005 1264.5 829.5 291.2 538.3
2006 1308.0 868.3 475.4 392.8
2007 1383.5 941.4 317.3 624.2
2008 1104.0 680.3 295.0 385.4
2009 1224.5 751.3 344.9 406.4
2010 1567.0 1119.4 387.6 731.8
2011 1975.5 1538.1 735.4 802.7
2012 1466.5 986.3 409.0 577.5
2013 1265.0 811.8 253.7 558.2
2014 882.0 471.6 151.6 320.0
2015 834.5 404.5 145.5 258.9
2016 832.5 390.5 112.9 277.7
2017 1131.5 779.5 344.0 435.6
2018 1230.5 747.7 300.8 446.8

Table 5.3 Result of Hydrograph separation in Idong watershed (unit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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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Precipitation Total runoff Direct runoff Base runoff
2002 1381.0 861.3 526.6 334.6
2003 1387.0 901.6 471.7 429.9
2004 1332.0 765.1 451.6 313.6
2005 1264.5 758.8 399.4 359.5
2006 1308.0 829.4 520.6 308.9
2007 1383.5 849.3 480.1 369.1
2008 1104.0 615.6 337.2 278.4
2009 1224.5 670.3 386.9 283.4
2010 1567.0 1080.4 569.1 511.2
2011 1975.5 1509.8 880.7 628.9
2012 1466.5 963.7 548.9 414.7
2013 1265.0 751.7 379.5 372.2
2014 882.0 357.6 163.7 194.0
2015 834.5 332.0 151.7 180.3
2016 832.5 345.4 163.5 182.0
2017 1131.5 679.5 403.4 276.1
2018 1230.5 690.3 381.6 308.5

Table 5.4 Result of Hydrograph separation in Jinwi watershed (unit :mm)

Year Precipitation Total runoff Direct runoff Base runoff
2002 1381.0 1037.4 618.5 418.8
2003 1387.0 1066.7 566.9 499.7
2004 1332.0 992.5 562.2 430.2
2005 1264.5 938.9 522.0 416.7
2006 1308.0 986.2 605.1 381.0
2007 1383.5 1077.8 593.8 484.0
2008 1104.0 774.7 428.0 346.7
2009 1224.5 883.7 493.2 390.5
2010 1567.0 1262.3 711.2 551.2
2011 1975.5 1737.1 1012.9 724.1
2012 1466.5 1162.3 684.8 477.6
2013 1265.0 926.0 475.8 450.2
2014 882.0 565.7 296.7 268.9
2015 834.5 550.1 267.7 282.5
2016 832.5 497.6 243.6 254.2
2017 1131.5 867.8 509.2 358.6
2018 1230.5 924.8 545.9 378.8

Table 5.5 Result of Hydrograph separation in Downstream lateral flow (unit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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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물순환율 산정 결과

 5.3.1. 환경부 물순환율 산정 결과

진위교지점 수문분석 결과를 통해 환경부 물순환율(1-직접유출률)을 
산정한 결과는 Table 5.6과 같다. 직접유출 비율은 18.2~39.8%의 범위와 
평균 32.1%를 나타냈으며 이에 따른 환경부 물순환율은 60.2~81.8%의 
범위와 평균 67.9%를 나타냈다.

Year Precipitation
(mm)

Direct 
runoff 
(mm)

Direct 
runoff rate

Water 
circulation 

rate
2002 1381.0 526.5 38.1% 61.9%
2003 1387.0 471.7 34.0% 66.0%
2004 1332.0 451.6 33.9% 66.1%
2005 1264.5 399.4 31.6% 68.4%
2006 1308.0 520.6 39.8% 60.2%
2007 1383.5 480.1 34.7% 65.3%
2008 1104.0 337.2 30.5% 69.5%
2009 1224.5 386.9 31.6% 68.4%
2010 1567.0 569.0 36.3% 63.7%
2011 1975.5 880.6 44.6% 55.4%
2012 1466.5 548.9 37.4% 62.6%
2013 1265.0 379.5 30.0% 70.0%
2014 882.0 163.7 18.6% 81.4%
2015 834.5 151.7 18.2% 81.8%
2016 832.5 163.5 19.6% 80.4%
2017 1131.5 403.3 35.6% 64.4%
2018 1230.5 381.5 31.0% 69.0%

Table 5.6 Evaluation of water circulation rate in Jinwi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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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 농업유역 물순환율 산정 결과

비점오염에 기여하는 물순환 성분분석을 통해 농업유역 물순환율 (1-
비점오염 기여 물순환 성분 비율)을 산정한 결과는 Table 5.7과 같다. 비
점오염에 기여하는 물순환 성분 비율은 16.7~38.0%의 범위와 평균 
28.2%를 나타냈으며 이에 따른 농업유역 물순환율은 62.0~83.3%의 범
위와 평균 71.8%를 나타냈다.

Fig. 5.2는 환경부 물순환율과 농업유역 물순환율을 1:1 그래프로 도시
하였으며 농업유역 물순환율을 통해 평가하였을 때 더 높게 평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류에서 발생한 유출이 저수지에서 저류되며 이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이 유역 물순환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Fig. 5.2 Comparison of the water circulation rate and 
Agricultural water circul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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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Precipitation
(mm)

Direct runoff of agricultural watershed (mm) Rate of Direct 
runoff of 

agricultural 
watershed 

(mm)

Agricultural 
water 

circulation 
rate

Overflow
*UDRR

Paddy 
drainage

Downstream 
lateral direct 

runoff
Total

2002 1381.0 123.1 42.5 277.6 443.2 32.1% 67.9%
2003 1387.0 127.3 29.1 254.5 410.9 29.6% 70.4%
2004 1332.0 87.2 34.9 252.4 374.5 28.1% 71.9%
2005 1264.5 110.6 23.8 234.3 368.7 29.2% 70.8%
2006 1308.0 119.0 36.8 271.6 427.4 32.7% 67.3%
2007 1383.5 106.5 27.4 266.5 400.5 28.9% 71.1%
2008 1104.0 81.2 28.7 192.1 302.0 27.4% 72.6%
2009 1224.5 83.4 29.3 221.4 334.2 27.3% 72.7%
2010 1567.0 156.3 32.3 319.3 507.9 32.4% 67.6%
2011 1975.5 232.7 63.9 454.7 751.3 38.0% 62.0%
2012 1466.5 155.1 30.5 307.4 492.9 33.6% 66.4%
2013 1265.0 113.2 18.5 213.6 345.3 27.3% 72.7%
2014 882.0 20.8 13.9 133.2 167.9 19.0% 81.0%
2015 834.5 18.8 8.0 120.2 147.0 17.6% 82.4%
2016 832.5 19.2 10.5 109.4 139.0 16.7% 83.3%
2017 1131.5 104.3 23.1 228.6 356.0 31.5% 68.5%
2018 1230.5 77.8 26.8 245.0 349.6 28.4% 71.6%

Table 5.7 Evaluation of Agricultural water circulation rate in Jinwi watershed

* UDRR : Upstream Direct runoff rate(Direct runoff / Total ru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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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농업유역 수자원 관리방안 적용

농업유역 수자원 관리에 따른 농업유역 물순환율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농업용 저수지와 관개지구에 대하여 수자원 관리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농업용 저수지는 제한 수위 운영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관개지
구는 물꼬 관리, 담수심관리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5.4.1. 제한 수위 운영

  가. 제한 수위 운영 시나리오 구성

본 연구에서는 제한 수위 운영에 따른 물순환 개선 효과와 제한 수위 
변화에 따른 물순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Table 5.8과 같이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현재 이동저수지의 제한 수위는 43.05 EL. M으로 유효저수
용량의 7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용수 공급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운영한다. 제한 수위 A 시나리오에서는 저수지 제한 수위
를 42 EL. M로 유효저수용량의 60% 수준으로 운영했으며 제한수위B 시
나리오는 44.1 EL. M로 유효저수용량의 90% 수준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제한 수위 C 시나리오는 제한 수위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여 모의
하였다.

Scenario Limited water level 
(EL. M) Effective storage

Present state 43.05 75%
Limit level(A) 42.0 60%
Limit level(B) 44.1 90%
Limit level(C) Non-operation -

Table 5.8 Limit level operation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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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한 수위 운영 시나리오별 결과

제한 수위를 42.0 EL. M, 44.1 EL. M, 미운영하는 경우로 변경하면서 
농업유역 물순환율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5.9와 같다. 농업유역 물순환
율은 제한 수위를 낮게 운영할수록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예비
방류를 본 연구에서는 비점오염에 기여하는 물순환 성분에서 제외했기 때
문에 예비방류량 증가에 따른 물순환율 개선 효과로 사료된다.

Year 43.05 EL. M 42.0 EL. M
(Scenario A)

44.1 EL. M
(Scenario B)

Non
operation

(Scenario C)
2002 67.9% 68.8% 67.4% 66.9%
2003 70.4% 70.4% 70.3% 70.0%
2004 71.9% 72.7% 70.9% 70.2%
2005 70.8% 71.0% 70.8% 70.8%
2006 67.3% 66.9% 67.8% 68.1%
2007 71.1% 71.5% 70.2% 69.4%
2008 72.6% 72.6% 72.9% 72.9%
2009 72.7% 73.2% 72.3% 72.3%
2010 67.6% 68.4% 66.7% 66.0%
2011 62.0% 63.1% 62.5% 62.2%
2012 66.4% 66.1% 66.6% 66.6%
2013 72.7% 72.7% 72.9% 72.9%
2014 81.0% 81.6% 80.2% 80.2%
2015 82.4% 81.7% 82.5% 82.5%
2016 83.3% 84.1% 83.2% 83.2%
2017 68.5% 68.6% 68.5% 69.1%
2018 71.6% 72.1% 71.0% 71.0%
Avg. 71.8% 72.1% 71.6% 71.4%

Table 5.9 Evaluation of agricultural water circulation rate 
(Limited level operation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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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한 수위 운영에 따른 저수지 수위 변화

Fig. 5.8은 제한 수위 모의운영에 따른 저수지 모의 수위를 나타냈다. 
제한 수위를 낮게 설정할수록 저수지 저류효과 증가로 농업유역 물순환율
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제한 수위를 42.0 EL. M (유효저수용량 
60%)로 설정했을 때 2014년, 2018년에서 저수지 수위가 과도하게 감소
하여 사수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3 Comparison of water level for limit level scenario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효저수용량 65%, 70%에 해당하는 42.35 EL. 
M, 42.7 EL. M 운영 시나리오를 추가로 구성하여 사수위 기록 여부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Fig. 5.9(a)는 사수위를 기록했던 2014년 7월 15일, 
Fig. 5.9(b)는 2018년 8월 20일에 모의 수위를 나타냈다. 모의 결과 
42.35 EL. M (유효저수용량의 65% 수준)로 운영할 경우까지는 사수위에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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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4 Water level for limit level scenario in the period recording dead wat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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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2. 관개지구 물꼬 높이 관리

  가. 관개지구 물꼬 관리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관개지구의 물꼬 높이 관리에 따른 농업유역 물순환율 
개선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송정헌 등(2012)은 
중간낙수기를 기준으로 이전을 10cm, 이후를 10~20cm로 조절하였으며 
김계웅 등(2016)은 중간낙수기 이전 7cm, 중간낙수기 이후 12cm로 조절
하였다. 또한, 김종건 등(2018)은 시기에 상관없이 12cm로 유지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물꼬 높이 증가 시나리오는 선행연구의 범위를 참고하여 
최대 50mm, 100mm 증가시킨 시나리오를 Table 5.10과 같이 적용하였
다.

Scenario Drainage outlet height
Drainage outlet(+0) + 0mm
Drainage outlet(+50) + 50mm
Drainage outlet(+100) + 100mm

Table 5.10 Drainage outlet scenario

  나. 관개지구 물꼬 관리시나리오별 결과 

물꼬 높이 관리방안을 적용한 후 물순환율 변화는 Table 5.11과 같다. 
물꼬 높이를 높여 관리하는 시나리오 모두 평균 71.8%를 기록해 물꼬 높
이 관리에 따른 물순환율 개선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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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Drainage 
outlet (+0)

Drainage 
outlet (+50)

Drainage 
outlet (+100)

2002 67.9% 68.0% 68.0%
2003 70.4% 70.4% 70.4%
2004 71.9% 71.9% 71.9%
2005 70.8% 70.8% 70.9%
2006 67.3% 67.3% 67.5%
2007 71.1% 70.6% 70.3%
2008 72.6% 72.4% 72.3%
2009 72.7% 72.5% 72.4%
2010 67.6% 67.7% 67.9%
2011 62.0% 62.7% 62.5%
2012 66.4% 66.5% 66.7%
2013 72.7% 72.6% 72.7%
2014 81.0% 80.8% 80.8%
2015 82.4% 82.7% 82.7%
2016 83.3% 83.3% 83.3%
2017 68.5% 68.5% 68.6%
2018 71.6% 71.8% 71.8%
Avg. 71.8% 71.8% 71.8%

Table 5.11 Evaluation of agricultural water circulation rate 
(Drainage outlet scenario)

  

각 시나리오의 비점오염에 기여하는 물순환 성분을 각각 살펴보면 물꼬 
높이를 높일수록 강우 시 논 배수량은 28.2mm에서 12.1mm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량이 감소하여 저수지 방류량
*상류유역 직접유출률이 102.1mm에서 118.6mm까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농업유역 물순환 개선에는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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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Drainage outlet(+0) scenario (mm) Drainage outlet(+50) scenario (mm) Drainage outlet(+100) scenario (mm)

Overflow
× UDRR

Paddy 
drainage

Downstream 
lateral 

direct runoff
Total Overflow

× UDRR
Paddy 

drainage
Downstream 

lateral 
direct runoff

Total Overflow
× UDRR

Paddy 
drainage

Downstream 
lateral 

direct runoff
Total

2002 123.1 42.5 277.6 443.2 133.7 30.8 277.6 442.1 139.5 24.4 277.7 441.5 
2003 127.3 29.1 254.5 410.9 139.1 16.4 254.8 410.3 146.4 8.9 255.1 410.4 
2004 87.2 34.9 252.4 374.5 100.3 20.9 252.9 374.1 110.3 11.1 253.0 374.3 
2005 110.6 23.8 234.3 368.7 122.9 11.6 234.6 369.1 127.4 5.6 234.9 367.9 
2006 119.0 36.8 271.6 427.4 128.5 27.5 271.6 427.6 129.6 24.0 271.5 425.1 
2007 106.5 27.4 266.5 400.5 126.6 12.6 266.9 406.1 138.2 4.8 267.4 410.4 
2008 81.2 28.7 192.1 302.0 93.0 19.6 192.0 304.6 100.2 13.9 191.9 306.0 
2009 83.4 29.3 221.4 334.2 95.3 19.4 221.4 336.1 104.3 11.9 221.4 337.6 
2010 156.3 32.3 319.3 507.9 167.1 19.6 319.6 506.3 170.1 13.2 319.9 503.2 
2011 232.7 63.9 454.7 751.3 248.0 54.9 434.0 737.0 256.6 50.1 433.9 740.6 
2012 155.1 30.5 307.4 492.9 159.4 23.9 307.6 491.0 162.7 18.3 307.8 488.9 
2013 113.2 18.5 213.6 345.3 125.3 7.1 213.6 346.1 130.8 0.3 213.9 345.0 
2014 20.8 13.9 133.2 167.9 32.1 3.6 133.3 169.0 36.4 0.0 133.3 169.7 
2015 18.8 8.0 120.2 147.0 19.7 4.4 120.3 144.4 22.4 1.6 120.3 144.2 
2016 19.2 10.5 109.4 139.0 25.8 3.9 109.3 139.0 29.3 0.0 109.4 138.7 
2017 104.3 23.1 228.6 356.0 113.1 14.7 228.5 356.3 117.7 9.2 228.5 355.4 
2018 77.8 26.8 245.0 349.6 85.8 16.2 245.3 347.2 94.3 7.7 245.3 347.3 
Avg. 102.1 28.2 241.3 371.7 112.7 18.1 240.2 371.0 118.6 12.1 240.3 371.0

Table 5.12 Direct runoff of agricultural watershed in drainage management scenarios

* UDRR : Upstream Direct runoff rate(Direct runoff / Total ru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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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3. 관개지구 담수심 관리

 가. 관개지구 담수심관리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관개지구의 담수심 관리에 따른 농업유역 물순환율 개선
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담수심관리는 간단관개 적용과 관리담수심 
높이를 적용하였으며 시나리오는 류정훈 등(2018)이 제시한 담수심 관리
시나리오와 이미 적용했던 담수심 높이를 참고하여 산정하였다. 담수심관
리A 시나리오는 담수심 20 ~ 60mm를 유지하는 심수관개이며 담수심관
리B 시나리오는 간단관개를 수행하되 논바닥에 금이 가면 용수로에서 물
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담수심관리C 시나리오는 간단관개를 수행하되 관
리담수심을 낮게 유지하는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Fig. 5.5는 시나리오별
로 영농기간에 따른 관리담수심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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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5.5 Ponded-water depth management scenario 

(a: harrowing, b: rooting, c: tillering, d: mid-summer drainage, 
e: panicle formation, f: booting, g: flowering, h: yellow ri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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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개지구 담수심관리 시나리오별 결과

담수심 관리방안을 적용한 후 평가된 물순환율은 Table 5.13과 같다. 
관행 방식을 적용한 A 시나리오에선 가장 높은 평균값인 71.6%로 나타났
으며 B 시나리오는 평균 71.5%, C 시나리오는 평균 71.3%로 산정되었다. 
간단관개방식을 적용하고 담수심을 낮게 유지하는 경우 농업유역 물순환
율이 낮게 산정되었다. 

Year Ponded-water depth management scenario
A B C

2002 67.6% 67.6% 67.8%
2003 70.2% 70.0% 70.0%
2004 71.7% 71.7% 71.7%
2005 70.9% 70.8% 70.5%
2006 67.1% 67.0% 67.5%
2007 70.9% 70.6% 69.6%
2008 72.4% 72.0% 72.1%
2009 72.2% 72.1% 72.0%
2010 67.6% 67.5% 67.7%
2011 62.9% 62.7% 62.0%
2012 66.1% 66.0% 66.1%
2013 72.3% 72.2% 72.0%
2014 80.4% 80.2% 79.8%
2015 82.1% 82.1% 81.4%
2016 83.3% 83.0% 83.1%
2017 68.1% 68.2% 67.3%
2018 71.5% 71.5% 71.4%
Avg. 71.6% 71.5% 71.3%

Table 5.13 Evaluation of agricultural water circulation rate 
(Ponded-water depth management scenario) 

시나리오별 비점오염에 기여하는 물순환 성분을 살펴보면 논 포장배수
량의 경우 간단관개를 실시할수록, 담수심을 낮게 관리할수록 감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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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 모의기간 평균 시나리오 A에서 28.2mm, 시나리오 B에서 
24.4mm, 시나리오 C에서 21.2mm로 간단관개와 담수심을 낮게 관리할수
록 낮은 논 포장배수량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농업용수 공급량 감소로 저
수지 방류량이 증가하여 물순환율은 도리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개지구 배수량 감소를 위한 물꼬 관리와 담수심관리 시나리오를 적용
한 결과 시나리오에 따른 물순환율 개선 효과는 미비하게 나타났으며 담
수심 및 간단관개 적용 시 도리어 물순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효우량 증가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량이 감소하여 저수지 저류량 
증가, 저수지 방류량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는 농업용수
가 농업 활동에 쓰일 뿐만 아니라 저수지 수위 관리에도 작용해 유역 물순
환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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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Ponded-water depth management scenario A Ponded-water depth management scenario B Ponded-water depth management scenario C

Overflow
× UDRR

Paddy 
drainage

Downstream 
lateral 
direct 
runoff

Total Overflow
× UDRR

Paddy 
drainage

Downstream 
lateral 
direct 
runoff

Total Overflow
× UDRR

Paddy 
drainage

Downstream 
lateral 

direct runoff
Total

2002 125.8 44.3 277.6 447.7 131.4 38.9 277.5 447.9 140.2 34.8 269.6 444.6 
2003 126.5 32.1 254.7 413.4 134.5 27 254.7 416.3 144.1 23.4 248.5 416.1 
2004 91.4 33.3 252.3 376.9 94.5 30.6 252.3 377.4 103.7 26.7 246.9 377.3 
2005 111.0 22.7 234.3 368.0 115.2 19.6 234.3 369.1 128.9 15.7 228.9 373.5 
2006 124.3 35.5 270.8 430.6 128.8 32.1 270.8 431.7 131.7 30.1 263.6 425.4 
2007 109.6 25.9 266.6 402.0 120.7 19.9 266.6 407.2 142.7 15.9 261.4 420.0 
2008 84.1 29.3 191.0 304.4 92.3 25.5 190.9 308.7 101.2 21.0 185.6 307.8 
2009 88.9 28.9 222.0 339.9 94.5 25.1 222.1 341.8 107.9 22.1 213.1 343.1 
2010 155.0 33.1 319.4 507.4 162 28 319.4 509.3 169.8 22.9 313.8 506.5 
2011 235.0 64.2 433.8 733.1 242.6 60.8 433.8 737.2 263.6 57.8 429.2 750.6 
2012 160.2 29.9 307.5 497.6 162.3 28.1 307.4 497.9 168.8 25.4 302.8 497.0 
2013 120.2 16.7 213.7 350.6 123.4 14.4 213.7 351.5 137.8 10.9 205.4 354.1 
2014 24.8 14.7 133.3 172.9 32.5 8.6 133.3 174.5 44.2 6.2 127.5 178.0 
2015 19.2 9.7 120.5 149.5 21.4 7.7 120.5 149.7 36.1 5.0 114.4 155.5 
2016 20.3 9.6 109.4 139.4 25 7.4 109.4 141.9 32.5 6.3 101.8 140.5 
2017 107.5 24.5 228.5 360.5 111.8 20 228.6 360.3 131.4 16.9 221.7 369.9 
2018 81.5 24.2 245.0 350.8 84.1 21.8 245 350.9 95.6 18.9 237.9 352.5 
Avg. 105.0 28.2 240.0 373.2 110.4 24.4 240.0 374.9 122.4 21.2 233.7 377.2

Table 5.14 Direct runoff of agricultural watershed in Ponded-water depth management scenario

* UDRR : Upstream Direct runoff rate(Direct runoff / Total ru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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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농업유역의 물순환을 평가하기 위해 농업용 저수지 및 
관개지구 등 농업유역 특성을 반영한 농업유역 물순환율을 개발하였으며, 
농업유역 수문해석 모형을 활용하여 이동저수지 유역의 물순환율을 도출
하고, 농업유역 수자원 관리방안에 따른 유역 물순환 개선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유역 단위의 비점오염 관리를 위해 물

순환율 개념을 도입할 예정이며, 비점오염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유출
량을 제외한 비율을 물순환율(1-직접유출량/강우량)로 정의하였다. 하지
만, 농업용 저수지, 논 관개지구 등이 포함된 농업유역은 저수지, 논 등의 
저류효과, 저수지 수위조절에 따른 월류량 변화로 인해 직접유출이 일반유
역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물순환율의 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유역의 직접유출을 저수지 운영을 통한 유출을 제외한 
직접유출량으로 정의하였다.

첫째, 농업용 저수지의 직접유출은 저류효과를 고려하여 방류량에 상류
유역의 직접유출비율(직접유출량/총유출량)을 곱해 방류량 중 직접유출을 
산정하였다. 이때 예비방류를 포함한 운영을 통한 방류량은 제외하였다. 
둘째, 관개지구에서 발생하는 배수량 중에서는 강우 시 발생하는 논 포장
배수량을 직접유출로 산정하였다. 셋째, 하류 비관개지역은 유출 중 직접
유출량으로 산정하였다.

개발된 물순환율의 평가를 위해, 농업유역 물순환 해석모형인 MASA모
형과 직접유출, 기저유출 분리 모형인 WHAT모형을 선정하여 모의하였
다. 저수지 수위, 하천유량 실측치를 활용하여 MASA 모형의 매개변수 
보·검정을 수행하였으며, 저수지 수위는 R2 0.716, NSE 0.682를, 하천 유
량 은 보정기간 R2 0.695 NSE 0.687 (Satisfactory), 검정기간 R2 0.818 
NSE 0.762 (Good)로 실측치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AT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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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이용하여 저수지 상류, 하류 비관개지역 유출량과 하천 유량(진위교
지점) 유출량의 직접유출, 기저유출 분리를 수행하였으며, 총유출량 중 직
접유출 비율은 상류유역 40.5%, 하류 비관개지역 56.2%, 하류하천 
55.7%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농업유역 물순환율은 모의기간(2002-2018년) 평균 71.8%
로 산정되었다. 농업유역 물순환율 평가 결과는 하천 유량을 통해 직접유
출량을 산정한 환경부 물순환율 67.9%보다 높게 산정되었다. 이는 상류에
서 발생한 직접유출이 저수지에서 저류되며 이를 농업용수 공급에 활용되
어 유역 물순환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농업유역 수자원 관리 시나리오에 따른 물순환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저수지 제한 수위운영, 논 관개지구 물꼬높이 및 담수심관리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시나리오별 물순환율을 산정하고, 물순환 개선효과를 분석
하였다. 모의 결과 저수지 제한 수위운영 시나리오는 제한 수위를 낮게 운
영할수록 저수지 월류량 감소에 따른 물순환 개선이 나타났으나 과도하게 
낮은 제한 수위운영 시 사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개지구 물꼬 
및 담수심관리 적용 시나리오는 물꼬 및 담수심 관리를 통한 논 배수량은 
감소하였으나 농업용수 공급량 감소로 인한 저수지 방류량 증가로 유역 
물순환 개선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농업유역 물순환율은 농업유역의 물순환율을 재정
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농업유역 물순
환 개선을 위한 저수지 및 논 관개지구 관리방안 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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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gricultural Water 
Circulation Rate Considering Agricultural Reservoir and 

Irrigation districts
 

Kim, Seokhyeon
Major in Rural Systems Engineering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to evaluate the water circulation of agricultural 
watershed, including agricultural reservoirs and irrigation districts,  
Agricultural watershed water circulation rate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watersheds was developed. Agricultural 
watershed circulation is divided into agricultural reservoir, irrigation 
area and downstream non-irrigation area. The water circulation rate 
(1-direct runoff / rainfall)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defines direct runoff as nonpoint pollutant source component but it is 
difficult to define alone in agricultural watersheds. Nonpoint pollutants 
in agricultural reservoirs are reservoir release except for preliminary 
flood discharges and ar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direct runoff 
rate (direct runoff / total runoff) in the upstream watershed by 
considering the reservoir retention effect. The nonpoint pollution 
component of the irrigation district was calculated by the p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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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inage during rainfall. As a result of applying the agricultural water 
circulation rate to the Idong reservoir basin, it was estimated that it 
was higher than when water circulation rate was estimated through 
the downstream stream runoff, this suggests that the upstream runoff 
is stored in the reservoir, and the supply of agricultural water affects 
the watershed water circulation. The developed agricultural watershed 
water circulation rate was used to evaluate the change of direct runoff 
rate of components and watershed water circulation change according 
to water resource management. Agricultural reservoirs were found to 
improve watershed circulation through limited water level 
management, but irrigation districts were found to be ineffective in 
managing drainage height and ponded-water level. The agricultural 
watershed water circulation rate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an index for the evaluation of agricultural watershed water 
circulation.

keywords : Water circulation rate, Agricultural reservoir, Paddy field, 
Nonpoint pollutan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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