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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은 통합수자원평가계획시스템으로서 수자원계획을 지원하기위해 수자원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K-WEAP

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사용자와 정책결정자가 이해하기 쉬운 일반적인 과정으로 운영되어 합.

리적인 결과를 제공하고 다양한 적용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 이용량, .

중 비중이 큰 농업용수량의 합리적 산정를 통해 의 적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성주군을 대상K-WEAP .

지구로 하여 공급원과 수요처 기본현황을 네트워크화 하였고 농업용수량을 산정하여 수자원 이용추이를 분

석한 시나리오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성주군 용수이용량은 성주댐 설계방류량과 비교하였을 때의 충분한 용.

수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용어 논용수량 밭용수량 용수공급량 용수배분핵심용어 논용수량 밭용수량 용수공급량 용수배분핵심용어 논용수량 밭용수량 용수공급량 용수배분핵심용어 논용수량 밭용수량 용수공급량 용수배분: K-WEAP, , , ,: K-WEAP, , , ,: K-WEAP, , , ,: K-WEAP, , , ,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은 통합수자원 평가계획시스템으로서 수자원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수자원 지속적 확K-WEAP

보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유역의 물리적인 물이용 순환체계를 기반. GIS

으로 재현하며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 설정과 수자원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사용자와.

정책결정자가 이해하기 쉬운 일반적인 과정으로 운영되어 합리적인 결과를 제공하고 다양한 적용,

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 이용량 중 비중이 큰 농업용수량의 합리적 산정을 통해 의 적K-WEAP

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성주군을 대상으로 용수 수급요인을 로 구축하고 농업용수. Database

량을 산정하여 적용하였으며 향후 용수이용량의 변화와 성주댐에서의 용수공급량에 대한 비교분,

석 하였다.

재료 및 방법재료 및 방법재료 및 방법재료 및 방법2.2.2.2.

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대상유역2.12.12.12.1

경상북도 서남단에 위치한 성주군은 읍과 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주댐을 주 용수원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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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용하고 있다 논 의 농업용수와 주민 명 년 기준 의 생활용수가 용수수요. 3,160ha 47,731 (2004 )

량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년대부터 미량의 공업용수가 요구되고 있다 전형적인 농촌지95% 90 .

역으로 안정화 단계에 있으나 상수도시설이 열악한 가운데 약 억원의 투자를 통해 상수도시설20

을 개선하고자하며 그에 따라 용수배분에 변화가 예상된다 공급용수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농업용.

수의 합리적인 산정을 통해 용수 배분의 변화가 요구된다.

성주군의 위치 인구현황 용수이용량은 그림 그림 표 과 같다, , 1, 2, 1 .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인
인
인
(명
 )

46000

48000

50000

52000

54000

56000

인인인

그림 성주군 위치 그림 성주군 인구현황그림 성주군 위치 그림 성주군 인구현황그림 성주군 위치 그림 성주군 인구현황그림 성주군 위치 그림 성주군 인구현황1. 2.1. 2.1. 2.1. 2.

표 성주군 용수이용량표 성주군 용수이용량표 성주군 용수이용량표 성주군 용수이용량1.1.1.1.
단위 천 년( : / )㎥

년도년도년도년도 계계계계
생활용수생활용수생활용수생활용수 공업용수공업용수공업용수공업용수

계계계계 상수도상수도상수도상수도 미급수지역미급수지역미급수지역미급수지역 기타기타기타기타 계계계계
계획입지계획입지계획입지계획입지
공단공단공단공단

자유입지자유입지자유입지자유입지
업체업체업체업체

2001200120012001 32,376 27,981 1,463 1,980 24,537 4,395 3,654 741

2000200020002000 32,779 28,270 1,311 2,031 24,928 4,509 3,750 759

1999199919991999 32,383 27,776 1,281 2,104 24,390 4,607 3,732 874

1998199819981998 32,028 27,558 1,258 2,122 24,177 4,470 3,595 874

1997199719971997 32,184 27,511 1,141 2,192 24,177 4,673 3,798 874

모형의 적용과정모형의 적용과정모형의 적용과정모형의 적용과정2.2 K-WEAP2.2 K-WEAP2.2 K-WEAP2.2 K-WEAP

은 수자원 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수자K-WEAP

원 계획을 평가할 수 있다.

의 적용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K-WEAP .

첫째 수자원 계획의 기본현황을 계획 목표연도 대상지역의 공간적 경계 지역 내 수요 공급, , , -

관련 현황들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구한다.

둘째 계획 기준년도 시스템 현황으로서 실제 용수수요량 지역의 공급수원과 공물 공급시설, , ,

하천수문특성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시나리오 설정으로서 정책 비용 기술발전 또는 수요 공급 수문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 , , ,

기타 요소들을 기초로 미래를 가정하고 대안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에 의한 물 부족량 하천유지용수의 충족도 및 주변 변수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민감도들에 대해 평가한다.

성주댐이 완공된 년부터 년까지의 년간 용수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를 구축1997 2001 5 Database

하였으며 작물생육시기를 고려한 포장 물수지 분석법과 법 일별토양수분 추적, Penman-Monteith ,



법 등을 통해 농업용수량를 산정하여 용수이용량의 정확도를 높였다 기준 공급량은 성주댐 설계.

방류량 로 적용하여 부터 년까지 년간의 용수이용 변화를 분석하였다400,000 /day 2002 2007 6 .㎥

결과 및 고찰결과 및 고찰결과 및 고찰결과 및 고찰3.3.3.3.

수자원 기본현황 네트워크 구성수자원 기본현황 네트워크 구성수자원 기본현황 네트워크 구성수자원 기본현황 네트워크 구성3.13.13.13.1

성주군의 용수 수요처와 공급원을 단순화하여 구성하였다 수요처는 각 읍 면의 농업용수 생. , ,

활용수 공업용수를 분류하여 구성하였으며 공급원은 성주댐 이외에도 지하수 및 인근 하천 등이, ,

있으나 성주댐을 단일 공급원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적용을 위한 성주군 수자원 네트워크그림 적용을 위한 성주군 수자원 네트워크그림 적용을 위한 성주군 수자원 네트워크그림 적용을 위한 성주군 수자원 네트워크3. K-WEAP3. K-WEAP3. K-WEAP3. K-WEAP

각 수요처의 공급우선순위는 무시하였으며 손실률과 재이용률 및 회귀수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농업용수량 산정 및 분석농업용수량 산정 및 분석농업용수량 산정 및 분석농업용수량 산정 및 분석3.23.23.23.2

농업용수량은 논용수량과 밭용수량으로 구분산정하고 원단위법을 통한 축산용수량을 합하여

산정하였다.

논용수량은 작물 생육시기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밭용수량은 법으로 증발Penman-Monteith

산량을 추정하고 일별토양수분 추적법을 이용 토양내 물수지를 파악하여 산정하였다 전반적인, .

농업용수이용량은 감소추세로 판단된다.

표 성주군 농업용수이용량표 성주군 농업용수이용량표 성주군 농업용수이용량표 성주군 농업용수이용량2.2.2.2.
단위 년( : / )㎥

년도년도년도년도 논관개용수량논관개용수량논관개용수량논관개용수량 밭관개용수량밭관개용수량밭관개용수량밭관개용수량 축산용수축산용수축산용수축산용수 계계계계

2001200120012001 57,869,543 1,719,098 509 59,589,150

2000200020002000 47,608,994 1,339,173 490 48,948,657

1999199919991999 51,728,433 1,316,368 501 53,045,302

1998199819981998 52,493,849 1,363,345 518 53,857,712

1997199719971997 55,870,889 1,342,728 540 57,214,157

계획기준년 현황 및 시나리오 결정계획기준년 현황 및 시나리오 결정계획기준년 현황 및 시나리오 결정계획기준년 현황 및 시나리오 결정3.33.33.33.3

계획기준년은 년으로 설정하고 년부터 년 자료를 통해 성주군의 수자원 이용추이2001 1997 2001



를 분석하여 시나리오에 적용하였다 인구수의 감소와 함께 전반적인 용수이용량 감소추세를 나타.

내었으나 생활용수는 약 의 증가율을 보였다, 0.7% .

표 계획기준년현황표 계획기준년현황표 계획기준년현황표 계획기준년현황3.3.3.3.
단위 천 년( : / )㎥

성주군의 년부터 년까지의 용수이용 추이와 인구변화율과 상수도 개선사업을 통한1997 2001

상수도 보급지역 증가율을 통합 모의적용하여 년부터 년까지의 용수이용률 변화를 산2002 2007

정하였다.

실행 결과실행 결과실행 결과실행 결과3.4 K-WEAP3.4 K-WEAP3.4 K-WEAP3.4 K-WEAP

실행결과 생활용수는 년에 년이 요구되며 매년 정도의 증가율K-WEAP , 2007 2760,000 / 1.1%㎥

을 나타냈다 반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는 각각 년에 년과 년이 요구. 2007 33,998,000 / 8,092,000 /㎥ ㎥

되며 매년 와 의 감소율을 보였다 성주댐의 설계방류량 으로 모의하였을8.6% 1.0% . 400,000 /day㎥

때 년부터 년까지 매년, 2002 2007 229,000 /day, 240,000 /day, 248,000 /day, 256,000 /day,㎥ ㎥ ㎥ ㎥

의 추가공급 가능량이 발생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267,000 /day, 277,000 /day .㎥ ㎥

표 적용 결과표 적용 결과표 적용 결과표 적용 결과4. K-WEAP4. K-WEAP4. K-WEAP4. K-WEAP
단위 천 년( : / )㎥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2002200220022002 2003200320032003 2004200420042004 2005200520052005 2006200620062006 2007200720072007

생활용수생활용수생활용수생활용수

가천면 1 2 2 2 2 2

금수면 1 1 1 1 1 1

대가면 3 3 3 3 3 3

벽진면 3 3 3 4 4 4

선남면 4 4 4 4 4 4

성주읍 1,491 1,523 1,551 1,577 1,603 1,629

수륜면 4 4 4 4 4 4

용암면 7 7 7 7 8 8

월향면 66 68 69 71 73 74

초전면 1,030 1,030 1,030 1,030 1,030 1,030

계 2614 2648 2677 2705 2733 2760

농업용수농업용수농업용수농업용수

가천명 978 898 817 737 657 576

금수면 684 604 525 445 366 286

대가면 2,077 1,927 1,776 1,626 1,475 1,325

벽진면 2,303 2,181 2,058 1,936 1,814 1,692

성주읍 32,400 29,823 28,246 26,669 24,093 23,516

선남면 4,135 3,913 3,690 3,468 3,246 3,023

수륜면 2,325 2,025 1,726 1,426 1,127 827

용암면 2,149 2,026 1,903 1,779 1,656 1,533

월향면 2,093 1,975 1,858 1,741 1,623 1,506

초전면 2,746 2,603 2,460 2,317 2,031 0

계 51206 47370 44535 41699 37721 33998

공업용수공업용수공업용수공업용수

가천면 20 20 20 20 20 20

선남면 920 920 920 920 920 920

성주읍 4,395 4395 4,395 4,395 4,395 4,395

월향면 2,287 2,287 2,287 2,287 2,287 2,287

용암면 108 108 108 108 108 108

초전면 75 75 75 75 75 75

계 8489 8410 8330 8251 8171 8092

계계계계 62,809 58,428 55,542 52,655 48,625 44,850

년도년도년도년도 계계계계 생활용수생활용수생활용수생활용수 공업용수공업용수공업용수공업용수 농업용수농업용수농업용수농업용수

2001200120012001 65,447 1,463 4,395 59,589



그림 성주군 용수수요량그림 성주군 용수수요량그림 성주군 용수수요량그림 성주군 용수수요량4.4.4.4.

성주댐에서의 추가공급 가능량은 성주군의 용수이용량의 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량이며 성주2 ,

군 외 인근지역의 용수공급량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본 연구는 수자원 이용량 중 비중이 큰 농업용수량의 합리적 산정을 통해 통합수자원 평가계

획시스템 의 적용성을 향상시키고자한 것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K-WEAP .

성주군의 공급원과 수요처 기본현황을 네트워크화 하였다1. .

농업용수량은 논용수량과 밭용수량으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 물수지 분석법과2. Penman-

법 일별토양수분 추적법으로 산정하고 원단위산정을 통하여 구한 축산용수량을 합하여Monteith ,

산정하였다.

계획기준년은 년으로 설정하고 년부터 년 자료를 통해 성주군의 수자원 이용추3. 2001 1997 2001

이를 분석하여 시나리오에 적용하였다 성주군의 용수이용 추이와 인구변화율과 상수도 개선사업.

을 통한 상수도 보급지역 증가율을 통합 모의적용하여 시나리오를 결정하였다.

성주군의 생활용수는 년까지 매년 정도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농업용수와 공업용4. 2007 1.1% ,

수는 각각 매년 와 의 감소율을 보였다 성주댐의 일일최대유출량 으로 모8.6% 1.0% . 400,000 /day㎥

의하였을 때 년부터 년까지 매년 이상의 추가공급 가능량이 발생되는 것으, 2002 2007 220,000 /day㎥

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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