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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모형은 우리나라 논 지역에서의 수리관행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개용수의 공급과 담수SWAT

지역에 대한 성분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으며 각종 물관리 체계의 조작이 가능한,

우수한 모형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농업지역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고 담수상태의 논 지역을. ,

충분히 모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관개용수. , SWAT

공급과 관련한 내부 모듈의 전면적인 수정보완과 교체작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모형. SWAT

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 논 농사의 특징인 담수를 고려하고 관개량 및 관개일정을 제어,

하여 담수 논에 대한 수문성분이 전체 하천유출을 포함하는 수문순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SWAT-AGRIMAN(SWAT-AGRIculture MANagement)

다 개발된 모형을 보청천 기대교 상류유역에 적용하였고 적용결과를. SWAT-AGRIMAN , SWAT

모형에 의한 모의결과와 비교평가하였다 관개용수의 수원의 제기능 여부 및 담수상태의 유지여.

부와 논의 침투량 및 증발산량 유역 출구에서의 유출량의 변화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실제 관측유, ,

량과의 유출율 평균제곱근오차 모형효율계수 상관계수 결정계수, (RMSE), (ME), (CORRL), (R2 의 비)

교분석을 통해 모형을 평가하였다.

핵심용어 논 관개 장기유출핵심용어 논 관개 장기유출핵심용어 논 관개 장기유출핵심용어 논 관개 장기유출: , , SWAT, SWAT-AGRIMAN,: , , SWAT, SWAT-AGRIMAN,: , , SWAT, SWAT-AGRIMAN,: , , SWAT, SWAT-AGRIMAN,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현재 우리나라에서 담수논 농사지역에서의 유출 및 물사용에 대한 정확한 계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농업지역에서 발생하는 관개와 회귀에 따른 수자원의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현실이,

다 국내에 소개된 수많은 장기 강우 유출모형 중에 우리나라의 담수 논에 대한 수문성분해석을. -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은 전무하며 국내의 많은 연구들은 국내 소규모 관개지구에 국한,

시켜 수문성분의 변동성과 영향을 모식할 수 있도록 그 해당 모듈을 수정보완하는것에 국한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담수 논에 대한 영향을 유역단위로의 확대해석이 가능한 모형이 절실하며. , ,

이러한 농업용수가 유역내 수문성분에 미치는 영향의 정량적 평가와 순물소모량 및 하천으로 회

귀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유출모형의 개발은 시급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등 모형은 우리나라 논 지역에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Arnold , 1993, 1995)

서의 수리관행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개용수 공급과 담수 지역의 수문성분을 해석할 수 있는 기

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고 각종 물관리 체계의 조작이 가능한 모형이다 김남원 등, ( , 2004).

그러나 모형을 실제 대단위 농경지를 포함한 유역에 적용함에 있어 치명적인 결함을 내SWAT

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모형에 내제된 관개용수 공급과 담수 지역의 수문성,

분 해석과 관련된 모듈을 수정과 교체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기본적인 구조는 유지하되 내제된 결함을 해소하여 논, SWAT

지역의 담수 관개량의 및 관개일정 제어 담수 논의 수문성분이 유역의 수문성분에 미치는 영향, ,

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모형을 개발하였으SWAT-AGRIMAN(AGRIculture MANagement)

며 그 구조와 담수논의 수문성분 해석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보청천 기대교 상류유역을 대상,

으로 모형의 적용성을 기존의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였다SWAT .

모형의 구조모형의 구조모형의 구조모형의 구조2. SWAT-AGRIMAN2. SWAT-AGRIMAN2. SWAT-AGRIMAN2. SWAT-AGRIMAN

모형에서 모의되는 수문순환과정은 식 과 같은 물수지 방정식을 채택하고 있다SWAT (1) .

* 정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 수석연구원E-mail : nwkim@kict.re.kr
** 정회원 주 삼안건설기술공사 수자원부( ) E-mail : scshin@samaneng.com
***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 연구원 E-mail : yswon@kict.re.kr



SW t = SW o+ ∑
t

i=1
( R day-Q surf - E a-w seep - Q gw) (1)

여기서 SW t 일의 토양수분량: t (mm), SW o 일의 초기 토양수분량 시간 일: i (mm), t : ( ),

Rday 일의 강수량: i (mm), Q surf 일의 지표유출량: i (mm), E a 일의 증발산량: i (mm), w seep 일: i

의 침투량(mm), Q gw 일의 지하수 유출량 을 나타내었다: i (mm) .

담수상태의 에 대한 해석은 관개용수의공급과 작물 생장관리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림 과HRU 1

같이 담수량과 관개량을 제어하는 관개모듈 그림 과 해당 의 수문성분 해석절차 그림( 1 (a) ) HRU ( 1

를 간략하게 도시하였다(b), (c)) .

관개용수공급 모듈 모식도관개용수공급 모듈 모식도관개용수공급 모듈 모식도관개용수공급 모듈 모식도(a)(a)(a)(a) 담수 이 수문성분해석담수 이 수문성분해석담수 이 수문성분해석담수 이 수문성분해석(b) HRU(b) HRU(b) HRU(b) HRU

모형모형모형모형(SWAT )(SWAT )(SWAT )(SWAT )

담수 의 수문성분해석담수 의 수문성분해석담수 의 수문성분해석담수 의 수문성분해석(c) HRU(c) HRU(c) HRU(c) HRU

(SWAT-AGRIMAN)(SWAT-AGRIMAN)(SWAT-AGRIMAN)(SWAT-AGRIMAN)

그림 모형의 관개모듈 및 담수 의 수문성분 해석 절차그림 모형의 관개모듈 및 담수 의 수문성분 해석 절차그림 모형의 관개모듈 및 담수 의 수문성분 해석 절차그림 모형의 관개모듈 및 담수 의 수문성분 해석 절차1. HRU1. HRU1. HRU1. HRU

기존의 모형은 그림 의 에 도시한 바와 같이 관개용수의 양을 제어하지 않는다 즉SWAT 1 (b) . ,

관개용수 수원의 용량을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의 현재 담수량을HRU

고려 하지 않기 때문에 관개용수는 사용자가 지정한 일정한 양을 관개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

하게 되고 이는 수원 용량을 고갈시킬 것이다 또한 관개용수 수원을 설정함에 있어 사용자가 지. ,

정한 수원의 번호와는 전혀 다른 번호가 실제 모형구동시에 지정됨으로 인해 관개용수의 공급자

체가 수행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있다 또한 담수 의 수문성분 개개의 경우에도 증발산량과 토. , HRU

양수분의 산정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즉 증발산량의 경우 담수시 발생하는 수표면 증발량. ,

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그 영향이 토양수분에 까지 미치고 있는 등 기존의 모형의 한계성SWAT

은 우리나라의 논 농사 형태인 담수재배를 충분히 모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은 상술한 기존의 모형속에 내제된 결함을 해소하여 관개용수SWAT-AGRIMAN SWAT

의 공급 담수상태 유지 및 관개용수 수원의 제기능 유지 등을 포함하는 전체 모듈의 구조를 합리,

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의 수문성분 해석 또한 물리적으로 타당하도록 모형을 개발하였다, HRU .

모형의 적용 및 평가모형의 적용 및 평가모형의 적용 및 평가모형의 적용 및 평가3. SWAT-AGRIMAN3. SWAT-AGRIMAN3. SWAT-AGRIMAN3. SWAT-AGRIMAN

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3.13.13.13.1

보청천의 기대교 상류유역은 산림지역이 약 에 달하며 농경지가 약 를 차지하고 있70 % 20 %

는 전형적인 농경지역으로 모형의 적용성이 우수 할 것으로 판단하여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유역의 토지이용상태와 토양도는 개의 대분류 및 개로 각각 구분하였으며 대상유역내 용8 32 ,

수로를 통한 관개용수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중소규모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는 궁 보청 구룡 박, , ,

성 송평 삼가지 등 개의 농업용저수지가 대상유역의 용수공급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 6

었다 아래 표 과 표 는 대상유역의 토지이용 면적비 및 농업용 저수지의 일반현황을 나타내었. 1 2

다.

모형의 입력자료구축모형의 입력자료구축모형의 입력자료구축모형의 입력자료구축3.2.3.2.3.2.3.2.

모형 및 모형의 농업용수에 대한 관개모듈은 단위로 수행되며SWAT SWAT-AGRIMAN HRU ,

논으로 분류된 에 대하여 관개용수 수원 결정을 위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HRU HRU



의 설정은 아주 중요하다 그림 의 와 같이 임의 소유역에 논 으로 분류된 지역이. 3 (b) (P, Paddy)

의 종류의 토양으로 분류된다면 논에 대한 는 로 그 토양속성A,B,C,D 4 HRU P-A, P-B, P-C, P-D

을 가지는 위치와 상관없이 구분되어 실제 용수 공급과는 다른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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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제보청제보청제보청제

구룡제구룡제구룡제구룡제

박석제박석제박석제박석제

송평제송평제송평제송평제

삼가제삼가제삼가제삼가제

구분
면적

(km
2
)

비율

(%)

밭 36.29 10.42

활엽수림 1.71 0.49

혼합림 216.10 62.06

목초지 9.94 2.86

침엽수림 1.95 0.56

논 57.79 16.60

주거지 13.36 3.84

물 11.01 3.16

계 348.15 100.0

표표표표 1111 토지이용현황토지이용현황토지이용현황토지이용현황....

저수

지명

유역

면적

(ha)

수혜

면적

(ha)

저수용량

(104×m3)

궁 1,143 363 205.30

구룡 250 116 62.18

박석 328 93 48.13

보청 2,271 829 462.46

송평 295 128 69.83

삼가 3,852 838 633.30

표표표표 2222 저수지 현황저수지 현황저수지 현황저수지 현황....

그림 토지이용도그림 토지이용도그림 토지이용도그림 토지이용도2. (1:25,000)2. (1:25,000)2. (1:25,000)2. (1:25,000)

따라서 동일 관개지구내에 논 토양의 종류가 다양하여 별개의 로 설정되는 것은 유역규, HRU

모의 농업용수 공급과 그 소모량의 관점에서 볼 때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림 3 (a)

와 같이 논 지역에 해당하는 토양속성은 보청천 유역의 논 토양통 개에 대하여 면적가중평균을19

사용하여 대표 토양통의 토양 로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이 가상의 대표 토양통은 써래질로 인한DB .

다짐효과와 다년간에 걸친 농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학비료 등의 지반내 응고효과를 고려한 것

이다 이상과 같이 대상유역인 보청천의 기대교 상류유역을 총 개의 소유역으로 구분하고 구분. 27 ,

된 소유역에서 토지이용상태와 토양통이 차지하는 면적비가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두 수치지5 %

도를 중첩하여 총 개의 를 생성하였다333 HRU .

논의 대표 토양통논의 대표 토양통논의 대표 토양통논의 대표 토양통(a)(a)(a)(a) 일반 논 토양통 적용일반 논 토양통 적용일반 논 토양통 적용일반 논 토양통 적용(b)(b)(b)(b) 대표 논 토양통 이용대표 논 토양통 이용대표 논 토양통 이용대표 논 토양통 이용(c)(c)(c)(c)

그림 논 대표 토양통 및 설정그림 논 대표 토양통 및 설정그림 논 대표 토양통 및 설정그림 논 대표 토양통 및 설정3. HRU3. HRU3. HRU3. HRU

모형의 평가모형의 평가모형의 평가모형의 평가3.3.3.3.3.3.3.3.

이상의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개발한 모형이 앞서 설명한 기존의SWAT-AGRIMAN SWAT

모형에 내제된 모순과 결함을 해소하고 있는지의 평가를 위해 관개용수 수원의 용량변화 논의,

에 대한 담수심 변화 논 의 침투량과 증발산량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HRU , HRU .

그림 에서 은 소유역번호 및 저수지번호의 모형 내 혼용으로 관개용수의 이송4 (a),(b) SWAT1

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 경우를 나타낸 것이며 이러한 변수의 혼용 없이 관개가 이루어졌을,

때의 모형 결과는 로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와 같이 모형은 전체 관개기간SWAT SWAT2 . 4 SWAT

월 일 월 일 중 월과 월의 저수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관개용수의 수원이 고갈되고 그(5 1 ~ 9 18 ) 5 6 ,

림 에서 처럼 논 에 전혀 담수를 시키지 못하거나 최대 담수심을 기 설정된 값을 초과3 (b) HRU

하는 이상치가 나타났다 또한 의 경우 논의 토양수분 함양에 대한 오류가 명백하게 나타나고. , (c)

있으며 의 경우 수표면 증발량의 고려가 없어 실제 증발산량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d)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모형은 현재의 담수심을 고려하여 해당 를 최대담. SWAT-AGRIMAN HRU

수심까지 유지시키기 위한 필요수량 만큼을 공급하여 수원의 용량 고갈을 미연에 방지하여 제기

능을 유지시키는 한편 담수 또한 사용자가 지정한 최대 담수심을 적절하게 유지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침투량과 증발산량의 산정 역시 물리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가져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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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증발산량논 의 증발산량논 의 증발산량논 의 증발산량(d) HRU(d) HRU(d) HRU(d) HRU

그림 모형간 결과비교그림 모형간 결과비교그림 모형간 결과비교그림 모형간 결과비교4.4.4.4.

모형의 적용결과모형의 적용결과모형의 적용결과모형의 적용결과3.4.3.4.3.4.3.4.

담수상태의 논에 대한 관개용수의 공급과 수문성분의 해석에 있어 기존의 모형이 가지SWAT

는 한계와 문제점을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담수상태의 논을 모식SWAT-AGRIMAN .

하고 그 수문성분별 해석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토지이용과 토양특성을 갖는 전체 유역의 수문성

분 해석을 올바르게 모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유추해석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이므로 대상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관개용수를 공급하여 담수상태의 논 농사를 시행하는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에

대해 모형과 모형의 적용결과를 실제 유량관측자료와 비교하였다SWAT SWAT-AGRI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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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하천유출량 비교그림 하천유출량 비교그림 하천유출량 비교그림 하천유출량 비교5. (1993. 5/1 9/30)5. (1993. 5/1 9/30)5. (1993. 5/1 9/30)5. (1993. 5/1 9/30)～～～～

구 분 년1991 년1992 년1993 년1994 년1995

유출량

(mm)

관측치 462.35 274.45 680.05 251.91 421.69

SWAT 305.84 257.85 550.84 200.74 336.90

AGRI 337.62 265.32 616.77 221.03 346.52

유출율

(%)

관측치 64.21 42.24 65.96 48.12 54.98

SWAT 42.51 36.98 53.34 38.35 43.92

AGRI 46.89 40.83 59.82 42.27 45.18

RM

SE

SWAT 3.88 2.77 5.44 1.62 2.81

AGRI 2.87 2.03 3.53 1.52 2.56

효율

계수

SWAT 0.10 0.41 0.55 0.05 0.89

AGRI 0.51 0.69 0.81 -0.13 0.91

상관

계수

SWAT 0.32 0.65 0.73 0.63 0.95

AGRI 0.71 0.83 0.90 0.75 0.95

결정

계수

SWAT 0.10 0.43 0.53 0.39 0.91

AGRI 0.50 0.69 0.80 0.56 0.91

표표표표 3333 모형의 통계적 특성모형의 통계적 특성모형의 통계적 특성모형의 통계적 특성. (5/1 9/30). (5/1 9/30). (5/1 9/30). (5/1 9/30)～～～～

그림 는 유출 출구점인 기대교지점의 하천 유출량을 실측치와 서로 비교한 것으로 분석대상5

기간중 년의 월 일 월 일까지를 도시한 것이며 표 은 분석대상기간인 년1993 5 1 9 30 , 3 1991 ~ 1995～

년의 관개기간 월 일 월 일 에 대한 실측치와의 관계를 평균제급근 오차 모형효율(5 1 9 30 ) (RMSE),～

계수 상관계수 모형결정계수(ME), (CORREL), (R
2
를 산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

그림 와 표 에 나타낸바와 같이 분석대상기간 전년에 걸쳐 모형으로 모식한 결과에5 3 SWAT

비해 모형으로 모식한 결과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출SWAT-AGRIMAN .



율이 관측치에 미치지 못하고 약 정도 작게 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모10 % .

형이 토양층과 연관한 여러 인자들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영향에,

대한 연구는 현재 수행 중에 있다.

요약 및 결론요약 및 결론요약 및 결론요약 및 결론4.4.4.4.
모형과 모형의 적용결과는 다음과 같다SWAT SWAT-AGRIMAN .

관개용수의 수원을 저수지로 하고 일별 의 관개량을 로 공급하고 해당 의1) 40 mm HRU HRU

최대 담수심을 로 설정하여 모형을 적용시킨 결과 모형의 경우 관개가 되지50 mm SWAT

않거나 관개가 되더라도 현재의 담수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일률적인 양을 저수지에서 소

모시키므로 저수지 수원이 고갈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은 이러한 문, SWAT-AGRIMAN

제를 해소하여 최대 담수심과 현재의 담수심을 고려하여 필요수량만을 관개하여 불필요한

관개 용수의 물이동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모형과 모형의 논 침투량은 각각 과2) SWAT SWAT-AGRIMAN 0.031 mm/day 3.36 mm/day

로 관개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모형의 경우 관개용수가 원SWAT

활하게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 현저하게 작게 침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토양 침.

투량은 모형내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하게 모식하고 있으며 토양의 구조와 특성을,

대변하는 여러 매개변수의 복합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

한 것은 사실이며 현재 연구를 수행중에 있음을 밝힌다, .

모형의 소유역번호 및 저수지번호 등 변수이송의 오류를 바로잡아 수정하여 관개용수3) SWAT

를 공급하도록 모의한 논의 담수심과 모형의 논 담수심을 비교한 결과SWAT-AGRIMAN

모형의 경우 최대 담수심이 일반적인 범주를 크게 초과하는 최대 로 모의SWAT 5,319 mm

되어 모형의 구조상 최대담수심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량 만큼은 하천으로 유출되도록 구

성된것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의 모의 결과는 최대담. SWAT-AGRIMAN

수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개기간동안 최대담수심의 범위내에서 적정한 담수상태

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모형과 모형으로 산정된 증발산량은 관개기간동안에 각각SWAT SWAT-AGRIMAN 0.539

의 분포를 띄며 약mm/day ~ 4.033 mm/day, 1.093 mm/day ~ 4.582 mm/day 0.5 mm/day

이상 모형이 더 크게 모의되었다 이는 모형의 기존 작물 와SWAT-AGRIMAN . SWAT DB

담수상태의 논에 대한 증발량은 거의 잠재증발량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담수상태가 아닌

일반 토양상태의 증발량으로 그 값을 대체하고 있는 결과이며 모형은, SWAT-AGRIMAN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해당 의 실제증발산량을 산정하였다HRU .

관개용수의 공급과 담수상태의 논을 고려하여 대상유역 전체의 물수지와 출구점의 하천 유5)

출량을 실제 관측치와 비교분석하였다 유역 물수지 분석을 통해 모형이 가지는. SWAT

문제점을 밝힐 수 있었으며 하도추적을 통한 하천유출량의 모의치와 실측치의 비교분석,

을 통해 모형이 모형의 결과보다 많이 개선된 효과를 나타내SWAT-AGRIMAN SWAT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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