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공학회논문집 제58권 제3호, 2016 ∙ 71

COMFARM을 이용한 농업용저수지 유역 수문 모델링

Hydrologic Modeling for Agricultural Reservoir Watersheds Using the COM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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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ponent-based modeling framework for agricultural water-resources management (COMFARM) is a user-friendly, highly interoperable, 

lightweight modeling framework that supports the development of watershed-specific domain componen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suitability of the COMFARM for the design and creation of a component-based modeling system of agricultural reservoir watersheds. A case study 

that focused on a particular modeling system was conducted on a watershed that includes the Daehwa and Dangwol serial irrigation reservoirs. The 

hydrologic modeling system for the study area was constructed with linkable components, including the modified Tank, an agricultural water supply and 

drainage model, and a reservoir water balance model. The model parameters were each calibrated for two years, based on observed reservoir water levels. 

The simulated results we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observed data. In addition, the applicability of the COMFARM was evaluated for regions where 

reservoir outflows, including not only spillway release but also return flow by irrigation water supply, substantially affect the downstream river 

discharge. The COMFARM could help to develop effective water-management measures by allowing the construction of a modeling system and 

evaluation of multiple operational scenarios customized for a specific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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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물순환 과정은 지역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모의 요소와 해석 기법도 다르다. 우리나라 농업 유역은 

논, 용 ․ 배수로,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가 존재하며, 이는 국외

에서 개발된 모형의 지역 ․ 환경적 조건과 다르다. 또한, 논 및 

저수지에서의 물관리 방식 등 인위적 요소 또한 국외 조건과 

다르다. 특히, 농촌유역 수문 모델링에 있어 논 및 저수지의 

물관리 방식은 저수지 월류량, 관개지구 배수량, 그리고 하류 

하천유량 등의 모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국외 농업유역 모형은 주로 토양수분 물수지 식 기반의 밭작

물 관개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논 관개를 위해 저수지를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적용할 수 없

다. 밭과 달리 논은 물꼬가 존재하여 담수 상태를 유지하는 영

농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의 담수기작이 모형에 반영

될 필요가 있다 (Song et al., 2013; Song et al., 2015).

국내에서는 농업용 수리구조물 설계 등에 저수지 물관리 및 

논 담수 기작이 반영되어 있는 Hydrologic Operation Model 

for Water Resources System (HOMWRS) (MAF, 1997)가 주

로 사용되고 있으나, 과거에 개발된 이후로 수정·개선되지 않

고 있다. 문제점으로 먼저, 현재 버전은 중간낙수 시기의 용수

공급 중단 기작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기상 및 물관리 방식 등

에 따라 변동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관개효율 

(또는 시설관리손실률)의 모의기간 중 변화를 고려할 수 없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 

240호)에 따라 운영되는 제한수위 설정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

며 이에 따라 모의 결과가 실제와 상이할 수 있다. 더불어 농촌

유역 물순환의 중요 요소인 관개지구 배수량, 하류 하천유량, 

지하수 유출량 등을 모의할 수 없다. 이외에 기상청 제원 입력

과 매개변수 입력에 한계가 나타나며, 오류 발생 시 프로그램

이 강제 종료되고, 출력 파일에 단위가 기재되지 않는 등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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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처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 개발된 국내외 모형이나 시스템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및 영농의 특이성, 다양화, 복잡화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으

며, 컴퓨터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농촌용수 해석이 직면하

는 문제의 복잡성은 광범위한 요소가 포함되고 있어 가중되

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그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도 굉장

히 국부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농촌용

수의 복잡성과 광범위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는 농촌유역의 다양한 모의 요소를 각각의 하나의 독립적인 객

체로 모듈화하여 다수의 모듈을 조합하여 해석할 수 있는 맞춤

형 모형 형태의 객체지향 모델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국외에서는 Modular Modeling System (MMS) (Leavesley 

et al., 1996), Dynamic Integration Architecture System 

(DIAS) (Sydelko et. al., 1999), Interactive Component 

Modeling System (ICMS) (Rizzoli et al., 1998), Spatial 

Modeling Environment (SME) (Costanza and Voinov, 2003), 

The Invisible Modeling Environment (TIME) (Rahman et 

al., 2003), Framework for Risk Analysis in Multimedia 

Environmental Systems (FRAMES) (Whelan et al., 1997), 

Objective Modeling System (OMS) (Ahuja et al., 2002), 그

리고 European Open Modeling Interface and Environment 

(OpenMI) (Argent, 2004) 등이 개발되어 왔으나, 지역적 특

성인 기상 ․ 토양 ․ 작물 ․ 지형 ․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개발

한 모델링 프레임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에 한계가 있다 

(Kang et al., 2015).

이에 Kang (2015)은 농촌용수의 지역적 복잡성과 광범위

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농촌용수의 다양한 모

의 요소를 각각의 하나의 독립적인 객체로 모듈화하여 다수

의 모듈을 조합하여 해석할 수 있는 컴포넌트 기반 모델링 프

레임워크 COmponent-based Modeling Framework for 

Agricultural water-Resources Management (COMFARM)

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OMFARM의 기본개념 및 

아키택처, 그리고 모의관련 주요 컴포넌트 등 시스템 개발현

황을 소개하고, COMFARM을 통해 농업용 저수지 유역 수

문 모델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후 모형의 보 ․ 검정 결과 평

가 및 농업 수문요소에 대한 상세한 물수지 분석을 통해 그 적

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Ⅱ. COMFARM의 구성 및 주요 컴포넌트

1. 기본개념 및 아키택처

COMFARM은 농촌지역의 물리적 특성 및 영농의 다양화·

복잡화에 따른 종합적 물순환 해석을 위한 컴포넌트 기반 모

델링 프레임워크이다 (Kang, 2015). COMFARM은 이클립

스 (Eclipse) 통합 개발 환경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

ment, IDE)에서 자바언어를 통해 개발되고 있으며, 이로 인

해 자바 런타임 환경 (Java runtime environment, JRE)이 구

축되어 있으면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

다. COMFARM은 일련의 동적 모듈을 조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구조로서, 모델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유연성, 확장성, 

재이용성, 모듈성 등을 극대화하였으며, 객체지향 구조를 갖

는 각각의 모듈에 대해 서로 연동하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

도록 설계되었다. 즉, COMFARM은 개발언어가 다르고, 서

로 간의 입력변수가 상이한 모형을 COMFARM Interface를 

통해 서로 연동하고 모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COMFARM의 구조는 응용프로그램, 모형, 컴포넌트가 완전

히 분리된 상태에서 개발하고 통합할 수 있으므로 모형의 재

사용성을 높일 수 있고 응용프로그램의 확장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

COMFARM은 농촌용수 물순환 해석과 관련된 요소 기술 

컴포넌트를 조합하여 사용자에 따른 맞춤형 모형을 구성하는 

Framework를 제공한다. 이러한 개념은 Fig. 1과 같이 레고플

레이트와 레고 블록을 단순하게 조립하여 다양한 작품을 제작

하는 것과 비슷하다. COMFARM은 독립된 모듈들로 구성된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사용자가 조

합, 분해, 추가, 제거, 교체할 수 있으며, 특정 연구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컴포넌트를 선택, 

대체, 조합하여 확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농촌유역을 모델링하는 목적은 저수지 유입량만

을 모의하는 경우, 저수지의 방류량만을 모의하는 경우, 농업

용수 공급량만을 모의 하는 경우, 그리고 여러 요소를 연계하

여 하류 유출량을 모의하는 경우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할 수 있

다. 사용자는 COMFARM을 통해 다양하게 제작된 입 ․ 출력 

모듈, 모의 모듈들을 손쉽게 연결하여 사용자 맞춤형 모형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COMFARM에 기 내재되어 있는 모듈

이외에도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모듈을 개발하여 추가·연계

할 수 있다.

COMFARM은 Fig. 2와 같이 주요 구성 모듈 (architectural 

module)로 이루어져 있다. COMFARM의 구성 모듈은 

COMFARM 시스템 (COMFARM System), 환경 관리자 

(Configuration Manager), 모형 관리자 (Model Manager), 자

료 관리자 (Data Manager), 모형 래핑 관리자 (Model-wrapping 

Manager), 그리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raphical User 

Interface) 등 총 6개이다. 각 주요 구성 모듈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은 Kang et al. (2015)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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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asic concept of the COMFARM (Kang, 2015; Kang et al., 2016)

Fig. 2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COMFARM's architecture (Kang et al., 2015)

2. 주요 컴포넌트

가. 유역 유출량 컴포넌트

유역 유출량 모의를 위해 Kim and Park (1988)에 의해 제

안된 수정 3단 Tank 모형을 컴포넌트로 구축하였다. 수정 3단 

Tank 모형은 국내의 중소유역의 특징인 유출 지체시간이 짧

고 기저유출 부분의 기울기가 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

된 모형이다. 수정 3단 Tank 모형은 매개변수의 수가 비교적 

적지만 준분포형 모형과 비교하여 모의 능력이 뒤쳐지지 않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최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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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Kim et al., 2014; Song et al., 2016). 

수정 3단 Tank 모형의 구조 및 관련 식 등은 Huh et al. (1993)

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수정 3단 Tank 모형은 집중형 모형으로 미계측 유역 적용에 

있어 매개변수의 결정이 쉽지 않은데, 이 경우 유역특성인자

와 매개변수 사이의 회귀식 적용이 한 방안이다. COMFARM

에는 Kim and Park (1988)과 An et al. (2015) 등이 개발한 매

개변수 지역화식을 탑재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역화식들에 대

한 설명 등은 각각의 논문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나. 농업용수 공급량 및 관개지구 배수량 컴포넌트

농업용수 공급량 (agricultural water supply)은 관리자가 수

리시설물에서 관개지구로 실제로 공급하는 용수량을 의미하

며, 농경지에서 작물재배를 위해 이용되는 필요수량 (irrigation 

water requirement), 수로에서 손실되는 송수 손실 수량 

(conveyance loss), 그리고 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하천으로 

직접 회귀하는 배분관리 용수량 (deliverly management water 

requirement)을 포함한다 (Song, 2013; Song et al., 2015). 관

개지구 배수량은 배분관리 용수량과 물꼬를 넘어 배수되는 

논 포장 배수량 (paddy field drainage)의 합으로부터 계산된

다. COMFARM에서는 논의 물수지식과 관개효율 등을 고려

하여 농업용수 공급량 및 관개지구 배수량을 산정하며, 

HOMWRS 모형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중간낙수 시 용수공

급 중단 기작과 이앙 전 논물가두기 기작 등이 반영되어 있다. 

농업용수 공급량 및 관개지구 배수량에 대한 산정 과정은 각

각 Song et al. (2015)과 Song et al. (2013)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다. 저수지 물수지 컴포넌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 240

호)에 따르면 수위조절장치가 있는 저수지에 대하여 용수공

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수위를 설정하여 운영하

도록 규정되어 있다. COMFARM의 저수지 물수지 컴포넌트

에서는 제한수위 운영 기작 모의가 가능하다. 제한수위 방류

량과 만수위 방류량은 식 (1)과 같은 저수지 연속방정식으로

부터 계산된다 (Song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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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저수량 (m
3
), 는 저수지 유입량 (m

3
), 

는 저수지 수면 강우량 (m
3
), 은 농업용수 공급량 (m

3
), 

는 저수지 수면 증발량 (m
3
), 는 제한수위 방류량 (m

3
), 

는 만수위 방류량 (m
3
), 그리고 는 시간간격 (day)이다. 

농업용수 공급량, 제한수위 방류량, 만수위 방류량은 각각 사

수위 (dead level), 제한수위 (flood-limited level), 만수위 

(normal pool level)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저수지 유입량 및 

농업용수 공급량은 유역 유출량 컴포넌트와 농업용수 공급량 

및 관개지구 배수량 컴포넌트의 모의 결과와 연동되도록 구

성되어 있다 (Song et al., 2016). 만수위 및 제한수위 방류량 

모의기작과 저수지 운영규칙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ong et al. (2016)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Ⅲ. 대상지구 및 자료구축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구로 대화 (DH) 및 당월 (DW) 저수

지 유역을 선정하였다. Fig. 3은 토지이용 및 대상저수지의 수

위-내용적을 보여주고 있다. 대상저수지 유역은 농촌수자원 

스마트 물관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구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http://dongjin.uirri.kr)을 운영하는 곳으로, 

입력자료의 구축이 용이하고 자료 품질이 높은 장점이 있다. 

또한, Fig. 3에서와 같이 당월 저수지는 대화 저수지의 상류유

역에 위치하여 당월 저수지의 물넘이 월류량과 관개지구 배

수량이 대화 저수지로 유입되기 때문에 상류에 위치한 저수

지가 하류저수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은 각 저수지의 유역 특성과 유효저수량, 관개면적, 만수위, 

제한수위, 그리고 사수위 등을 보여주고 있다.

대상저수지의 수위 자료를 확보하여 모형의 보정 및 검정

을 위한 실측 자료로 이용하였다. 대화저수지는 홍수기에 제

한수위 33.95 EL. m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측 저수

지 수위를 통한 분석결과 대화저수지는 2012년의 경우 제한

수위를 운영하였으나 2011년에는 제한수위 운영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Ⅳ. COMFARM의 적용성 검토

1. 농업용 저수지 유역 모델링 시스템 구축

COMFARM 상의 각각의 컴포넌트는 요소 모듈 객체의 조

합으로 구성되며, 사용자는 이러한 컴포넌트를 조합함으로

서 맞춤형 모델링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COMFARM을 

이용하여 대상 지구에 대해 모델링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는 

Fig. 4~Fig. 6에서와 같다.

Fig. 4는 COMFARM에서 제공되는 프레임워크의 일반적

인 구성 요소와 모듈을 연결하여 맞춤형 모형을 구축한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모듈의 유형으로는 입력 모듈, 모의 모듈, 

그리고 출력 모듈로 구성되며, 모듈 간 연결을 통해 모듈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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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and use of the two agricultural reservoirs in this study, and the storage-water level relationships

Table 1 Basic data about the two agricultural reservoirs, their upstream watersheds, and the irrigation districts used in this study

Reservoir

Upstream watershed of reservoir
Irrigated area

(ha)　

Effective 

storage

(×10
4
 m

3
)　

Normal pool 

level

(El., m)　

Limited level

(El., m)

Dead level

(El., m)　Area (ha) Paddy (%) Upland (%) Forest (%)

Daehwa 1840 16.3 8.6 65.2 808 240.5 34.8 33.95 29.3

Dangwol 238 7.1 19.7 71.4 138 134.0 78.0 - 96.0

Fig. 4 Modeling system linked by components with object- oriented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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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e-processing interface for the nutrient submodule

Fig. 6 Post-processing interface for visualization of simulate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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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librated parameter values

Para

meter


a

(mm)


b

(mm)


c

(mm)


d
_Daehwa 

(%)

_Dangwol 

(%)

2011 2012 2011 2012

Value 53 48 1.4 70 78 23 43
a
 indicates drainage outlet height in paddy fields 

b
 indicates minimal ponding depth for rice cultivation

c
 indicates deep percolation in paddy fields 

d
 indicates irrigation efficiency 

간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모듈의 종류, 

모듈 아바타, 그리고 새로운 모듈 추가 방법 등은 Kang 

(2015)과 Kang et al. (2015)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Fig. 5는 매개변수 입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6은 모의 결

과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농업유역 모형인 HOMWRS

와 비교하면 HOMWRS에서는 일별 출력 파일에 단위가 기재

되지 않았거나, 출력 자료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사용

자 편의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는데, COMFARM

에서는 이러한 점이 개선되었다.

2. 모형의 보정 및 검정

가. 매개변수 보정 방법

COMFARM의 주요 컴포넌트의 매개변수는 크게 수정 3단 

Tank 모형 관련 매개변수, 농업용수 공급량 및 배수량 관련 매

개변수, 그리고 저수지 운영 관련 매개변수로 구분된다. 본 연구

에서는 Tank 모형의 매개변수는 보정하지 않고 Kim and Park 

(1988)의 지역화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저수지 운영 시

기 매개변수는 실측 저수지 수위의 패턴을 분석하여 추정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급량 모의 관련 매개변수인 물꼬높

이 (), 최소담수심 (), 침투량 (), 그리고 관

개효율 () 만을 보정하였다.

Song et al. (2016)에 의한 민감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Storm et al. (1988)과 Jesiek and Wolfe (2005)의 민감도 분

류 기준에 따라 관개효율 매개변수는 ‘sensitive’로, 침투량/

물꼬높이/최소담수심의 경우 ‘moderately sensitive’로 분류

되어 상기의 4개 매개변수 모두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관개효율은 수리시설물에서 관개를 위해 공급된 수

량 중 논 포장으로 유입된 수량의 비율을 의미하며 기상, 관개

지구의 특성, 저수지 관리자의 운영방식, 그리고 농민의 물이

용 방식 등 물리적 요소 및 인위적 요소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

며 연별로 값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Song et al., 2016). Song et al. (2016)에 의하면, 관개효율 

매개변수의 경우 전술한 특징을 반영하여 연별로, 그리고 지

구별로 달리 보정하는 것이 상기 매개변수의 민감도를 고려

하면 합리적이라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준용하였다. 

당월저수지와 대화저수지는 인접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두 

지구의 영농특성과 지형조건이 유사해야할 것으로 사료되어 

물꼬높이, 최소담수심, 그리고 침투량은 두 지구에 대해 동일

한 값으로 보정하였다. 모형의 보정은 매개변수의 물리적 범

위 안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공급량 관련 매개변수에 대한 물

리적 범위는 Song et al. (2016)이 제시한 범위를 준용하였다.

모형의 보정은 단순시행착오법을 사용하였으며 목적함수로

는  ,  (Nash-Sutcliffe Efficiency) (Nash and Sutcliffe, 

1970), 그리고  (root mean square error (RMSE)- 

observations standard deviation ratio) (Moriasi et al., 2007)

를 선정하여 매개변수를 최적화하였다.

나. 보정 및 검정 결과

Table 2는 보정된 매개변수를 보여주고 있다. Fig. 7과 Fig. 

8은 각각 보정 및 검정기간 동안의 실측 및 모의 저수지 수위

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모의 수위는 실측 수위의 경향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OMFARM의 모의 방식은 

실제 저수지 운영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대화

저수지의 검정기간에는 제한수위가 운영되어 홍수기동안 수

위가 만수위까지 오르지 않고 제한수위가 유지되었는데 이 

점 또한 모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Fig. 8(a)). 

보정 및 검정기간동안 통계적 지표은 Table 3과 같다. 

Moriasi et al. (2007)이 제시한 기준을 이용하여 통계적 지표

를 평가한 결과, 보정기간에는 ‘Good’ ( ≤, 

 ≤)으로 분류되었고, 검정기간에는 ‘Very 

good’ ( ≤,  ≤)으로 분류

되어 전반적으로 모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개효율의 보정치는 당월저수지의 경우 평균 33 %로 나

타났으며, 대화저수지의 평균인 74 %의 절반이하로 나타났

는데, 이는 당월저수지가 대화저수지에 비해 관개면적 대비 

저수지 용량이 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Table 1에서 제시

된 제원을 이용하여 (유효저수량/관개면적)을 산정하면 당월

저수지가 971 mm로 대화저수지의 291 mm에 비해 크게 나

타나기 때문에, 당월저수지는 저장된 수량이 풍부하여 필요

수량 대비 약 3.0 배의 수량을 관개지구로 공급할 수 있었고, 

이에 비해 대화저수지는 필요수량 대비 1.3 배의 수량만 공급

되어 관개효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물꼬 높이 및 최소담수

심 매개변수의 보정결과는 각각 53 mm 및 48 mm로 나타났

다. 각 매개변수는 Song et al. (2016)에 의해 제시된 물리적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유효우량 

저장을 위한 여유고가 5 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현장의 

물관리와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보정 결과는 통계적 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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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ehwa reservoir

(b) Dangwol 

Fig. 7 Comparison of the water level simulations of the two reservoirs 

with the observations from the calibration period

(a) Daehwa reservoir

(b) Dangwol 

Fig. 8 Comparison of the water level simulations of the two 

reservoirs with the observations from the validation period

Table 3 Model calibration and validation statistics

Period Reservoir
Statistical terms

R
2

NSE
a

RSR
b

Calibration
Daehwa 0.79 0.72 0.52

Dangwol 0.80 0.66 0.58

Validation
Daehwa 0.81 0.81 0.44

Dangwol 0.84 0.78 0.47
a
 indicates the Nash-Sutcliffe efficiency

b
 indicates the ratio of the root mean square error to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measured data

높이기 위해 매개변수를 조정하다 발생한 것으로,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실측 여유고 조사결과 등

을 통하여 여유고의 최솟값을 모형의 보정시 제약조건으로 

설정하는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농업용 저수지 유역 수문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COMFARM을 이용하여 대화 및 당월 저수

지 유역을 대상으로 2011~2012년에 대해 농업용 저수지 유

역 수문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9에서와 같다.

모의기간 동안 당월저수지 상류유역에서 3.9×10
6
 m

3
이 당

월저수지로 유입되었고, 농업용수 공급으로 3.6×10
6
 m

3
, 물

넘이를 통해 0.6×10
6
 m

3
의 수량이 방류되었다. 대화저수지 

유역으로 유입되는 수량은 총 30.2×10
6
 m

3
로 나타났으며, 이

중 관개지구 배수량이 4.5×10
6 
m

3
, 그리고 비관개지구 유출량

이 25.7×10
6
 m

3
를 차지하였다. 대화저수지에서는 물넘이를 

통해 18.8×10
6
 m

3
가 방류되었고, 농업용수 공급량으로 12.1× 

10
6
 m

3
 가 방류되었다. 대화저수지의 관개지구에서는 강우를 

통해 35.0×10
6
 m

3
가 유입되었고, 유출량 및 관개회귀수량으

로 16.9×10
6
 m

3
가 배수되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 유역의 수문순환은 저수지 하류유역의 수문 순환과 

저수지 상류유역의 수문 순환이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발생하

며, COMFARM은 그 특징을 반영한 수문 모델링에 있어 적

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컴포넌트 기반 물순환 모델링 프레임쿼크 

COMFARM을 이용하여 농업용 저수지 유역을 대상으로 수

문 모델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주요 컴

포넌트로는 유역 유출량 컴포넌트, 농업용수 공급량 및 관개

지구 배수량 컴포넌트, 그리고 저수지 물수지 컴포넌트로 구

성되며 각 컴포넌트는 요소 모듈 객체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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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Water flows in the Daehwa and Dangwol serial irrigation reservoirs

대상지구로 대화 및 당월 저수지 유역을 선정하였으며, 당

월 저수지가 대화 저수지의 상류유역에 위치해 당월 저수지

의 물넘이 월류량과 관개지구 배수량이 대화 저수지로 유입

되는 지역이다. COMFARM의 구동을 위해 기상자료, 유역

특성 자료, 저수지 관리 수위 등의 입력 자료를 구축하였다. 

모형의 보정 및 검정은 저수지 실측수위와 모의수위를 비교

하여 수행하였다. 보정 및 검정 결과, 통계적 지표는 Moriasi 

et al. (2007)의 기준에 따라 보정기간 및 검정기간에 각각 

‘Good’과 ‘Very good’으로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COMFARM

의 모의 방식이 실제 저수지 운영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또한, 하천유량을 구성하는데 있어 비관개지구 유출

량, 관개지구 회귀수량, 그리고 저수지 물넘이 방류량이 복합

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에 대한 적용성도 평가하였다.

COMFARM은 응용프로그램, 모형, 그리고 컴포넌트가 

분리된 상태에서 통합할 수 있어 모형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고 확장성이 큰 특징을 띠고 있어 우리나라 농촌유역의 물

리적 특성 및 영농의 다양성 ․ 복잡성을 고려하면 그 적용성이 

뛰어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COMFARM은 유역단위 농

촌용수의 체계적 ․ 과학적 해석 및 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바

탕으로 미래 물순환 예측은 물론 중장기 용수 활용계획을 위

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  사

본 연구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농촌용수 물

순환 종합해석 모형 기술 개발”과제 (과제번호: 112041-3)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Ahuja, L. R., L. Ma, and T. A. Howell, 2010. Agricultural 

system models in field research and technology transfer. Boca 

Raton, Florida, USA.: Lewis Publishers, CRC press.

2. An, J. H., J. H. Song, M. S. Kang, I. Song, S. M. Jun, and J. 

Park, 2015. Regression equations for estimating the TANK 

model paramet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57(4): 121-133 (in Korean).

3. Argent, R. M. 2004. An overview of model integration for 

environmental applications-components, frameworks and semantics. 

Environmental Modelling & Software 19(3): 219-234.

4. Costanza, R., and A. Voinov, 2003. Landscape Simulation 

Modeling: A Spatially Explicit, Dynamic Approach. New 

York, USA: Springer.

5. Huh, Y. M., C. E. Park, and S. W. Park, 1993. A streamflow 



COMFARM을 이용한 농업용저수지 유역 수문 모델링

80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58(3), 2016. 5

network model for daily water supply and demands on small 

watershed (II): model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35(2): 23-32 (in Korean).

6. Jesiek, J. B., and M. L. Wolfe, 2005. Sensitivity analysis of the 

Virginia phosphorus index management tool. Transactions of 

the ASAE 48(5): 1773-1781.

7. Kang, M. S., 2015. Development of a rural water resources 

assessment tool. 11-1543000-001006-01. Sejong,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n Korean).

8. Kang, M. S., J. H. Song, J. Park, I. Song, W. S. Kee, and J. T. 

Kim, 2015. An introduction of a component-based modeling 

framework for agricultural water-resource management. Rural 

Resources 57(1): 55-62 (In Korean).

9. Kang, M. S., P. Srivastava, J. H. Song, J. Park, Y. Her, S. M. 

Kim, and I. Song, 2016. Development of a component-based 

modeling framework for agricultural water-resource manage-

ment. Water (Under review).

10. Kim, H. Y., and S. W. Park, 1988. Simulating daily inflow and 

release rates for irrigation reservoirs (1). Journal of Korea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30 (1): 50-62 (in Korean).

11. Kim, K., J. H. Song, J. H Ahn, J. Park, S. M. Jun, I. Song, and 

M. S. Kang, 2014. Evaluation of the Tank model optimized 

parameter for watershed modeling.

12. Leavesley, G. H., S. L. Markstrom, M. S. Brewer, and R. J. 

Viger, 1996. The modular modeling system (MMS) - The 

physical process modeling component of a database- centered 

decision support system for water and power management. 

Water Air and Soil Pollution 90: 303-311.

13.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AF), 1997. A study on 

the water requirement variation with the farming conditions in 

the paddy field, Gwacheon,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in Korean).

14. Moriasi, D. N., J. G. Arnold, M. W. Van Liew, R. L. Bingner, 

R. D. Harmel, T. L. Veith, 2007. Model evaluation guidelines 

for systematic quantification of accuracy in watershed 

simulations. Transaction of the ASABE, 50(3): 885-990.

15. Nash, J. E., and J. V. Sutcliffe, 1970. River flow forecasting 

through conceptual models part Ⅰ - A discussion of principles. 

Journal of hydrology 10(3): 282-290.

16. Rahman, J. M., S. P. Seaton, J. M. Perraud, H. Hotham, D. I. 

Verrelli, and J. R. Coleman, 2003. It’s TIME for a new 

environmental modelling framework. MODSIM 2003 

International Congress on Modelling and Simulation, 1727-1732. 

Townsville, Australia: Modelling and Simulation Society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Inc..

17. Rizzoli, A. E., J. R. Davis, and D. J. Abel, 1998. Model and 

data integration and re-use in environmental decision support 

systems. Decision Support Systems 24: 127-144.

18. Song, J. H., 2013. A daily surface drainage simulation model 

for irrigation districts consisting of paddy and protected 

cultivation. M.S. dis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n).

19. Song, J. H., I. Song, J. T. Kim, and M. S. Kang, 2015. 

Simulation of Agricultural Water Supply Considering Yearly 

Variation of Irrigation Efficiency.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48(6): 425-438 (in Korean).

20. Song, J. H., M. S. Kang, I. H. Song, S. H. Hwang, J. H. Park, 

and J. H. Ahn, 2013. Surface drainage simulation model for 

irrigation districts composed of paddy and protected 

cultiv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55(3): 63-73 (in Korean).

21. Song, J. H., M. S. Kang, I. Song, and S. M. Jun, 2016. Water 

balance in irrigation reservoirs considering flood control and 

irrigation efficiency variation. Journal of Irrigation and 

Drainage Engineering 142(4): 04016003- 1-04016003-15.

22. Storm, D. E., T. A. Dillaha, S. Mostaghimi, and V. O. 

Shanholtz, 1988. Modeling phosphorus transport in surface 

runoff. Transactions of the ASAE 31(1): 117-127.

23. Sydelko, P. J., K. A. Majerus, J. E. Dolph, and T. N. Taxon, 

1999. A dynamic object-oriented architecture approach to 

ecosystem modeling and simulation. American Society of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 Annual Conference, 

Portland, Oregon, USA.

24. Whelan, G., K. J. Castleton, J. W. Buck, B. L. Hoopes, M. A. 

Pelton, D. L. Strenge, G. M. Gleston, and R. N. Kickert, 1997. 

Concepts of a framework for risk analysis in multimedia 

environmental systems. Richland, Wash., USA: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