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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수자원 스마트 물관리를 활용한 농업용수의 관개효율 평가

Assessment of Irrigation Efficiencies using Smarter Wa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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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icient water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n irrigation system play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sustainability of irrigated 

agriculture. An agricultural water is delivered in many open canals of irrigation delivery system by reservoirs. The poor water 
distribution and management in an irrigation system is a major factor leading to low water efficiency.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estimated irrigation demands with the actual water supplies for decision making to maintain the water supply according to demand 
strategy. Smarter water management, new technologies and improvement of water management system, is essential to solve the problem 
of water efficiency and availability. In this paper, the irrigation efficiencies according to water delivery performance indicator were 
measured with automatic water gauge at irrigation canals, and calculated from spatial and temporal distribution of water supply for 
the lack of planning in water delivery. The analysis of results are obtain an insight into possible improvement methods to develop 
canal water management policies that enable irrigation planners to optimally manage scarce available water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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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농업용수는 수계 및 유역특성, 경지면적의 크기 등 지역적 요

건과 기상 요인에 의한 계절적 편차가 크고 못자리, 이앙기 등 작

부체계에 따른 용수이용의 집중도가 높다 (Lee et al., 2006). 

농업용수의 공급은 관개구역별 수혜면적에 따라 지점별로 용수

로 취수문을 통하여 용수지선에 유입된 후 관개구역에 공급되어 

논 관개용수로 이용된다. 과거 농업용수의 물관리는 물 수요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가 불가능하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용수 공급 효율 저하, 수리시설물의 노후화 및 누수 등으로 인

한 관리 손실량 발생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Choi, 2005; 

Shakir et al., 2010). 최근에는 영농방식이 다변화하고 농촌지

역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지역의 용수수요가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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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의 발생 빈도 증가로 인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농촌용수의 관

리가 요구된다.

저수지, 보, 양수장, 관정 등의 수원공으로부터 취수되는 농업

용수 공급량은 실제 저수지 방류량이나 양수량에 대한 자료가 부

족하므로 직접적인 사용량 조사는 어려운 실정이다 (Im et al., 

2000; Kim et al., 2010). 과거 농업용수 공급량은 수원공 운영

자료 및 지역별 기상, 토양특성 등을 반영한 이론적인 작물의 필

요수량을 고려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hoi et al., 2001; Kumar and Singh, 2003; Ryoo and Hwang, 

2007). 용수로, 소하천 등을 경유하여 경지에 공급되는 농업용수

는 용수관련 계측 시설들이 미흡하여 수리관행에 따른 물배분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 관개량 및 취수량은 이론적인 필요수량과

는 상이하다 (Lee et al., 2006). 따라서 농업용수의 추가적인 

개발이 제한적인 현 상황에서 기 개발된 농촌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서는 용수 수급상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

한 사용량에 대한 효율성 평가, 수문 조절을 통한 합리적인 배분 

기술 및 물 관리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농촌수자원 스마트 물관리는 수자원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하는 차세대 물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수자원의 분석/모의/운영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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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등 전 분야에서 정보화와 지능화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의 

총화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물관리 체계가 구축된 

동진강 유역의 낙양보로부터 김제간선에서 분기되는 주요 용수 

지선을 대상으로 농업용수의 공급량과 필요수량의 관계로부터 

물관리 효율을 평가하고자 한다. 동진지구 김제간선의 경우 관개

시스템 운영에 따라 말단까지의 급수를 위하여 요일별로 구분하

여 관행별 간단급수의 형태로 공급되며, 주요 용수지선의 물수지 

분석 등을 통해 농업용수 이용량에 대한 분석과 용배수로 유입

되는 공급량을 파악하고 간선별 농업용수의 물사용량에 대한 관

개효율을 평가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스마트 물관리의 개념 

기존 물관리 시스템은 물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실시간 관리가 

불가능하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누수로 인한 용

수의 손실량이 발생하고 용수의 생산, 송수, 분배 등에 많은 에

너지가 소요되고 있다 (Unal et al., 2004; Lee et al., 2008). 

또한 수자원 시설물의 가동효율이 낮으며, 지역간의 수자원 양 

및 질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자원 이용의 형평성과 관련된 갈등

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 시스템으로는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

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IT 기술을 병합하여 시스템의 효율

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원의 재이용을 도모

할 수 있는 스마트 SOC (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이 대

두되고 있다 (Gao et al., 2012). 스마트 SOC는 인프라에서 모

니터링한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분석 및 예

측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가공하여 관리자 및 이용자들에게 제

공하며, 수자원 분야에도 스마트 물관리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McCready et al., 2009; Qi et al., 2011).

스마트 물관리는 효율성이 낮고 자원의 재이용과 다양한 수원 

(sources)을 이용하기 어려운 기존의 물관리 인프라에 최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술을 도입하

여 수자원 관리, 물생산 및 수송, 하수재이용 등의 정보화와 지

능화를 이루기 위한 기술이다. 첨단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자원 및 인프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수집 및 

가공된 정보를 관리자 및 이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관

리자는 양질의 용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

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요관리를 함으로써 물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양방향 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수자원을 공급 및 수요의 관점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으로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간 수자원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

Table 1 Irrigation scheduling of water supply for irrigation 
canals in Gimjae irrigation area

region
Name of 

canal

Day of water 

supply
region

Name of 

canal

Day of water 

supply

U

Whaho Thus.∼Sun.

L

Juksan Mon.∼Thus.

Jongshin Mon.∼Thus.
Daepyong Thus.∼Sun.

Bukjuk Mon.∼Thus.
Gamgok Fri.∼Mon. Daemok Mon.∼Thus.

Shinyong Fri.∼Sun. Neungjae Fri.∼Sun.

Wolmi Mon.∼Thus.Shinpyong Fri.∼Sun.
Gohyeon Mon.∼Thus.

Yongsung Wen.∼Fri.
Jinbong Mon.∼Thus.

Gimjae Mon.∼Thus. Gwanghal Fri.∼Sun.

※ U: the upper region, L: the lower region

2. 동진강 유역 김제간선의 농업용수 급수체계

동진강 수계는 자체유역의 공급량으로는 관개면적에 대한 농

업용수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용수의 절대량을 섬진

강 상류에 위치한 섬진강 댐의 용수를 수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동진강 유역은 섬진강 운암제의 농업용수 취수구와 칠보 

발전소의 발전용수 취수구를 통해 동진강 수계로 방류되어 동진

강 도수로 및 낙양보에서 정읍간선과 김제간선을 통해 용수로 

공급된다 (Choi et al., 2012a). 김제간선을 통해 공급되는 용수

는 포교제수문에서 김제인수로와 호남용수로로 분기되어 농업용

수를 공급한다. 이러한 공급량에도 불구하고 관개면적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전 구역 동시급수가 불가능하

기 때문에 Table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요일별로 김제간선 상류

와 하류로 구분하여 관개시스템 일정에 따라 말단까지의 급수를 

위하여 관행에 따른 간단급수 형태의 일할급수에 의존하고 았다.

3. 농업용수로 실시간 수위계측 시스템 구축현황

본 연구의 대상지구는 동진지구 김제간선 시점부에서 각 지선

별 취수문 지점의 용수로 시점 및 용수지선 말단 지점의 관개수

로를 선정하였다. Fig. 1은 김제간선 내 주요 수로 및 실시간 수

위계측기 지점의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9개 용수지선 (화호, 대

평, 감곡, 신용, 신평, 용성, 죽산, 종신, 북죽 지선) 시점부와 말

단부의 22개 측정지점을 선정하였다. 옥정, 북죽 지선의 경우 시

점부의 계측지점을 선정하였고, 화호, 대평, 감곡, 용성, 죽산, 종

신 지선의 경우 시점부와 말단부의 계측지점을 선정하였다. 분석

기간은 관개용수 공급시기를 대상으로 2012년 3월부터 10월까

지 실시간 수위계측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Fig. 2는 대상지구

의 용수계통도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2는 김제간선의 전체 용

수지선 현황과 각 지선별 관개면적을 도시하였으며, 음영으로 표

시한 지선들은 본 연구의 대상지구인 용수 지선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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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map of surveying sites in Gimjae irrigation 
area

Fig. 2 Water balance tree of surveying sites in Gimjae 
irrigation area

Table 2 Characteristics for irrigation canals in the study 
area

No Name of canal
Irrigation area 

(ha)
No Name of canal

Irrigation area 

(ha)

1 Gungsa  86.4 13 Juksan (JS)  576.3 

2 Obong  89.3 14 Heungsan  313.0 

3 Whaho (WH)  415.9 15 Jongshin (JH)  332.0 

4 Goedong  130.0 16 Bukjuk (BJ)  449.0 

5 Daepyong (DP)  1,008.0 17 Daemok  275.2 

6 Gamgok (GG)  823.0 18 Neungjae  208.6 

7 Sampyeong  217.4 19 Seongdeok  162.9 

8 Huiam  76.4 20 Wolmi  72.5 

9 Shinyong (SY)  212.7 21 Seokdong  51.8 

10 Shinpyong (SP)  153.4 22 Gohyeon  101.8 

11 Yongsung (YS)  682.5 23 Jinbong  2,015.0 

12 Gimjae  2,691.0 24 Gwanghal  811.8 

III. 적용 및 고찰

1. 농업용수 물관리 및 공급특성 분석

관개지역으로 공급되는 농업용수 산정을 위하여 계측지점의 수

위-유량곡선식 (Choi et al., 2012b)을 사용하여, 각 지점별 수

위관측지점의 수위자료로부터 일별 공급량을 산정하였다. Fig. 3

은 화호, 대평, 감곡, 신용, 신평, 용성, 죽산, 종신 지선의 시점

부와 말단부의 관개기간에 대한 공급량 분포이다. 각 지선별 시

점부의 경우 동진지사의 관행적 물관리인 일할급수 형태의 공급

량 분포가 나타났으며, 누적 공급량의 경우 단계적 증가 형태의 

그래프가 도시되었다. 말단부의 경우 각 지점별로 일할급수 형태

의 다양한 공급분포 결과가 산정되었다. 단위 관개면적당 물 사

용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Table 3과 같이 시점부 공급량과 말단

부 공급량의 차이로부터 지선별 물사용량을 산정하였으며, 누적 

공급량을 관개면적으로 나눈 값을 단위면적당 농업용수 공급량

으로 정의하였다.

단위 관개면적당 용수공급량의 경우 대평지선 (관개면적: 1,008 

ha)과 감곡지선 (관개면적: 823 ha)은 각각 1,570 mm, 1,270 

mm의 농업용수가 공급되었으며, 이는 동진지사 수계의 농업용

수 수요량 (MAF, 2003)인 1,230 mm (무강우시) 이상인 값으로 

나타났다. 신용, 죽산, 종신 지선의 경우 단위면적당 평균 700 

mm의 농업용수가 공급되었고, 신용, 신평 지선의 경우 관개면적

이 작고 직선 수로의 특징을 갖고 있어 약 300 mm의 용수가 공

급되었다. 관개면적 대비 농업용수 공급량과 단위면적당 농업용

수 공급량 그래프는 Fig. 4와 Fig. 5와 같다. 점선의 경우 공급

량 분포의 추세선을 나타내며, 죽산지선과 용선지선의 경우 추세

선 이하의 영역에 분포되어 적은 용수공급 특성을 나타냈다.



   

(a) Whaho inlet canal (b) Whaho outlet canal

   

(c) Daepyong inlet canal (d) Daepyong outlet canal

   

(e) Gamgok inlet canal (f) Gamgok outlet canal

   

(g) Shinyong inlet canal (h) Shinyong outlet canal

Fig. 3 Water supply of irrigation canal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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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hinpyong inlet canal (j) Shinpyong outlet canal

   

(k) Yongsung inlet canal (l) Yongsung outlet canal

   

(m) Juksan inlet canal (n) Juksan outlet canal

   

(o) Jongshin inlet canal (p) Jongshin outlet canal

Fig. 3 Water supply of irrigation ca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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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ater use capacity per unit area of irrigation canals

Name of canal
Inlet water supply

(103 m3)

Outlet water supply

(103 m3)

Water use

(103 m3)

Irrigation area

(ha)

Water use capacity per unit area

(103 m3 / ha)

Whaho (WH) 4,850 617 4,233 416 10.2

Daepyong (DP) 17,738 1,891 15,847 1,008 15.7

Gamgok (GG) 12,025 1,574 10,451 823 12.7

Shinyong (SY) 1,722 396 1,326 213 6.2

Shinpyong (SP) 572 270 302 153 2.0

Yongsung (YS) 4,253 1,504 2,749 683 4.0

Juksan (JS)

(Okjeong)

7,141

(2,450)

647

-

4,044 576 7.0

Jongshin (JH) 3,963 1,523 2,440 332 7.3

Fig. 4 Comparison of irrigation area and water use

Fig. 5 Comparison of irrigation area and water use capacity 
per unit area

2. 일할급수 분석

동진강 유역은 관개면적에 비하여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전 구

간에 대한 동시급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류부와 하류부로 구

Fig. 6 Comparison of water supply between upper region 
and lower region

분하여 관행에 따른 간단급수 형태의 용수공급 시스템이 운영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류부인 대평지선 (목요일∼일요일 급

수)과 하류부의 죽산지선 (월요일∼목요일 급수)의 용수공급 상

황 및 관행적인 간단급수의 물관리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Fig. 6

은 대평지선과 죽산지선 시점부에 대한 2012년 관개기간의 농

업용수 공급량을 도시한 것으로, 요일별로 급수와 배수가 반복되

는 간단급수 형태의 용수공급 분포가 교차되어 나타났다.

3. 농업용수 관개효율 평가

용수공급 관리자는 매년 기상조건 및 농업용수 공급량 자료를 

분석하여 계획년도 관개지구의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한다. 광역 

용수계통망에 따른 장거리 용수를 공급할 경우 수로의 종류와 

규모, 기상조건, 수로의 길이, 간선의 말단까지의 도달시간, 공급

되는 용수의 양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손실량이 발

생하게 된다. 용수손실량은 송수시 수로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침투되는 손실량과 유하시간 동안 증발되어 발생되는 손실량으

로 구분할 수 있다 (Kim et al., 2003; Lee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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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haho inlet canal (b) Daepyong inlet canal

   

(c) Gamgok inlet canal (d) Juksan inlet canal

Fig. 7 Comparison of observed water supply and simulated agricultural water

Table 4 Characteristics of water balance model elements for irrigation canals

Name of canal
Irrigation area

(ha)

Water use capacity per unit area

(103 m3 / ha)

Deep percolation (MAF, 2003)

(mm / day)

Conveyance loss

(%)

Whaho (WH) 416 10.2 3.0 36.0

Daepyong (DP) 1,008 15.7 3.3 56.0

Gamgok (GG) 823 12.7 3.5 46.0

Juksan (JS) 576 7.0 4.0 32.5

동진강 유역의 수로손실율은 평균 12 %이며, 배분관리 용수손

실율은 관개구역의 관리조직, 관리체계, 관개구역의 분산정도에 

따라 평균 11 %로 논에서의 시설관리 용수량은 23 %이다 (MAF, 

2003). 하지만 추정된 손실량은 용수로 규모에 의한 평균적인 

개념으로 동진강 수계의 장거리 용수 공급시 발생하는 수로의 

길이와 유하시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량을 고려할 수 없으므

로 실제 용수공급에 손실량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지선별 시점부의 실제 용수공급량으로부터 논에

서의 필요수량 모형을 적용하였다. Fig. 7은 지선별 실제공급량

과 관개시작일, 침투량, 손실량을 적용하여 논 물수지 모형으로

부터 산정한 필요수량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논 물수지 모형에서 

계산된 필요수량과 실제 용수공급량은 비교적 일치하였으며, 모

형에 사용한 침투량과 손실량은 Table 4와 같다. 침투량의 경우 

Fig. 8 Distributions of water supply per unit area and con-
veyance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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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진지사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MAF, 2003)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필요수량 총량을 손실량 인자를 기준으로 산정하

였다. Fig. 8은 단위면적당 물사용량과 손실량 분포를 나타낸 것

으로 대평지선과 감곡지선의 경우 손실율이 평균 50 %, 화호지

선, 죽산지선의 경우 평균 34 %로 동진강 유역의 평균 손실율 

23 %와 비교하여 높은 손실율이 나타났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물관리 체계가 구축된 동진강 유역의 김

제간선에서 분기되는 주요 9개 용수지선을 대상으로 실제 농업

용수의 공급량을 분석하고 계획 필요수량의 관계로부터 물관리 

효율을 평가하였다. 동진강 유역은 농업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

하여 김제간선 상류와 하류로 구분하여 관행에 따른 간단급수 

형태의 관개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류지선인 대평지선과 

하류지선인 죽산지선 시점부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량을 분석한 

결과 요일별로 급수와 배수가 반복되는 간단급수 형태의 용수공

급 분포가 교차되어 발생하였다. 또한 실시간 수위로부터 관개기

간의 단위면적당 물사용량과 손실량을 분석한 결과 대평지선과 

감곡지선의 경우 손실율이 평균 50 %, 화호지선, 죽산지선의 경

우 평균 34 %로 동진강 유역의 평균 손실율 23 %와 비교하여 

높은 손실율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촌수자원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효율적인 

배분 및 관리를 위한 용수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사

료된다.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농경지내의 용수상황

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구역별 수요 변동에 따른 대응으로 관

개조직별 용수공급의 불균형 및 과도한 물의 낭비와 부족을 해

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용수계통별 적

정 용수공급량 조사 및 산정모듈 개발” 과제의 연구비 지원

으로 한국농어촌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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