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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MM 모형을 이용한 농업용 저수지 용수분배 모의 및 관개효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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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nagement of agricultural water can be divided into management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to determine the timing and quantity 

of water supply. The target of water management is classified as water-supply facilities, such as reservoirs, irrigation water supply, sluice gate control, 

and farmland. In the case of agricultural drought, there is a need for water supply capacity in reservoirs and for drought assessment in paddy fields 

that receive water from reservoi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water supply amount from intake capacity to irrigation canal network. The 

analysis of the irrigation canal network should be considered for efficient operation and planning concerning optimized irrigation and water allocation. 

In this study, we applied a hydraulic analysis model for agricultural irrigation networks by adding the functions of irrigation canal network analysis 

using the SWMM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module and actual irrigation water supply log data from May to August during 2015-2019 years 

in Sinsong reservoir. The irrigation satisfaction of ponding depth in paddy fields was analyzed through the ratio of the number of days the target 

ponding depth was reached for each fields. This hydraulic model can assist with accurate irrigation scheduling based on its simulation results. The results 

of evaluating the irrigation efficiency of water supply can be used for efficient water distribution and management during the drought events.

Keywords: Irrigation canal network, agricultural water, SWMM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reservoir, water supply, irrigation efficiency

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강수, 증발산 등 수

문순환 요소들이 급변하고 있으며 기후 시스템의 변화는 과

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기상이변 현상, 즉 비정상적인 기후로 

설명되는 극한 기상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Lee et al., 2013; 

Bang et al., 2018).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이상 

기후 등의 재해 위험 증가로 인하여 농업용수 부족현상이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의 어

려움을 겪고 있다 (Nam et al., 2015; Kim et al., 2017). 농업용

수의 공급은 관개구역별 수혜면적에 따라 지점별로 용수로의 

취수문을 통하여 용수지선에 유입된 후 관개구역에 공급되어 

논 관개용수로 이용된다 (Hong et al., 2014). 

최적의 용수 관리는 수리시설물을 이용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양의 용수를 효율적으로 균등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용수는 경험에 의한 관행적인 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용수의 과다 손실과 균등분배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Nam et al., 2011). 저수지, 보, 양수장, 관정 

등의 수원공으로부터 취수되는 농업용수 공급량은 실제 저수

지 방류량이나 양수량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직접적인 사

용량 조사는 어려운 실정이다 (Nam et al., 2012). 따라서 농업

용 저수지의 적정 저수용량을 결정하는 모형인 HOMW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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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logical Operation Model for Water Resources System) 

또는 저수지운영 모의모형인 DIROM (Daily Irrigation Reservoir 

Operation Model), 준분포형 연속 강우 유출 모형인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형을 사용하여 저수율을 

추정하거나 관개지구의 관행 물관리를 고려한 저수지 용수공

급량을 추정하는 연구 (Ahn et al., 2013; Kang et al., 2014; 

Song et al., 2015; Kim et al., 2016b; Nam et al., 2018; Kim 

et al., 2020) 등 주로 저수지, 수원공 중심의 용수공급량을 평

가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저수지로부터 관개용수

를 공급받는 수혜면적, 즉 관개지구에 대한 효율적인 물 관리, 

합리적인 분배, 말단 수로, 포장까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

하여 물 배분을 위한 수리시설물을 모니터링, 제어할 수 있는 

용수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며, 관개용수 배분모의 및 물공급 

효율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다.

농업용수 관리측면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대부분은 수원공

에서 포장까지 송수 및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며, 우

리나라의 농업용수 관개효율은 65-70% 이하인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Hong et al., 2016; Kim et al., 2016a; An et al., 

2020). 관개효율과 관련된 연구는 Nam et al. (2013)은 동진지

구 김제간선의 농업용수로 실시간 수위계측 시스템으로부터 

실제 농업용수의 공급량을 분석하고 계획 필요수량의 관계로

부터 농업용수의 관개효율을 분석하였으며, Hong et al. 

(2015)은 실시간 수위 모니터링 자료 및 간단관개 모형을 활

용하여 간선 시점부 및 주요지선 농업용수 필요량을 산정하

고 지선별 논 관개용수효율을 평가하였다.

SWMM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모형은 도시 유

역의 하천유량과 수질을 모의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델로 강

우사상에 의해 발생하는 지표면 유출, 지하수 및 증발 등 수문

학적 특성분석과 관수로 및 개수로 등 관망 해석에 활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Rossman, 2010), 주로 유역모델을 적용하

여 도시화에 따른 유출량의 변화 연구 (Yang and Kim, 2016; 

Koo and Seo, 2017)에 활용되었다. SWMM 모형은 유역 유출 

연속 모의 및 지하수 유출이 고려되어야 하는 전원 유역에도 

적용하기 때문에 (Kang and Lee, 2014), 수원공과 관개수로 

및 포장으로 구성된 농업용수 관개시스템을 네트워크 모델로 

구축하고 관개수로내 수문의 수리해석 및 포장의 물수지 모

의로부터 용수간선, 포장 등 용수계통을 따라 공급량 및 관개

수로의 관개용수량 산정이 가능하다 (Kang et al., 2013; Park, 

2017; Bang, 2019). 

본 연구에서는 SWMM 모형을 활용하여 수로 네트워크 

모의 및 용수공급 효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필지와 간선의 

개별적인 농업용수 분배 모의 및 관개효율 분석을 위해 충

청남도 서산지역의 신송저수지를 대상으로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실제 현장의 통수일지 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기

간 동안 목표 담수심 도달 일수의 비율을 통하여 담수심 만

족도 분석 및 각 간선에 포함된 필지의 면적대비 관개량과 

간선별 공급량 대비 관개량을 산정하여 관개 효율을 평가하

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및 재료

1. 연구 대상지역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 피해가 심했

던 충청남도를 대상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보조수원공으로 

양수장을 포함한 지구로 들녘단위 분석이 가능하며, 가뭄 극

복 대책 시행이 이루어진 곳인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송

저수지를 선정하였다. Fig. 1과 Table 1은 각각 대상 간선의 

위치와 저수지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신송저수지는 1984년 

준공된 유효저수량은 3,220 천m3의 중규모 저수지로, 유역면

적 680 ha, 수혜면적 406.8 ha, 유역배율 1.7의 10년 한발빈도 

규모로 설계되었다. 신송저수지는 32개의 필지와 4개 (신송간

선, 양천간선, 정자간선, 양천1간선)의 간선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양천1간선 하류의 보조수원공인 양정 취입보에 의해서

도 용수를 공급한다. 양정 취입보에 의해 공급되는 수혜면적

은 약 110 ha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Fig.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Rural 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 RIMS)의 저수율 데이터 수집 후 통수일

지 기반으로 최근 5년간 관개기인 5월부터 8월까지 SWMM 

모형 기반 수로 네트워크 모의를 통해 농업용수 시공간적 분

배 모의 및 관개효율 분석을 하였다.

2. 통수일지 설문조사

충청남도 서산 지역 농업관계자인 수로감시원 7명을 대상

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현장 상황에 적용 가능한 농업용

수 분배 모의 및 관개효율 분석을 위하여 신송저수지의 2019

년 통수일지를 조사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RIMS의 저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통수일지와 저수량을 비교하였으며, 저수량 

자료는 최근 5년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개기인 5월부터 

8월까지 일별 저수량 자료를 사용하였다. Table 2는 설문 조사

의 결과로서 2019년 신송저수지 통수일지를 나타낸 것이다. 

설문 결과 2019년 5월의 경우 총 15일, 6월의 경우 총 13일, 

7월의 경우 총 10일, 8월의 경우 총 7일 동안 통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SWMM 모형 기반 수로 네트워크 모의

SWMM 모형은 미국 환경부의 지원에 의해 Metcaf and 

Eddy, University of Florida 그리고 WRE (Water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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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s)사 등의 세 연구 그룹에 의해 1970년대 초반에 개발

되었다 (Baffaut and Delleur, 1989; Niazi et al., 2017). 강우사

상에 의해 발생하는 유출수량과 배수관망에서의 유출량 추정, 

저류량 산정 등을 모의할 수 있으며, 단일 강우현상 및 연속 

모의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의 보정으로 비교

적 정확한 유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Lee and Choi, 2015).

Construction

completed year

(year)

Watershed 

area 

(ha)

Irrigated 

area 

(ha)

Design frequency

of drought 

(year)

Unit

reservoir storage

(103 m3/ha)

Effective

storage capacity

(103 m3)

1984 680 406.8 10 7.9 3,220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agricultural reservoir and irrigation area used in Sinsong reservoir

Fig. 1 Location of watershed, irrigated areas and irrigation canals in Sinsong reservoir, Chungcheong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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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process used to SWMM-based water allocation and irrigation efficiency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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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SWMM 모형은 농업용 관개수로의 구

성과 형태를 고려하여 개수로와 관수로에서의 흐름해석이 가

능하고, 평야부 용수공급 시스템을 노드와 링크로 도식화함

으로써 농업 관개구역에 필요한 공급량, 관개구간별 부족량

과 용수공급, 관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모형이다 (Kang, 

2015; Park, 2017). 모의 시 침투량 및 증발산량, 저수지 공급

유량, 초기담수심, 목표담수심 등의 입력자료가 필요하며, 증

발산량의 경우 국제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추천하는 FAO-56 

Penman-Monteith 공식을 활용하여 (Jeon et al., 2019) 산정하

였다. 침투량의 경우 편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변수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모형 기본값인 4 mm로 설정하였다. 초기담수심

의 경우 0 mm로 설정하였으며, 목표담수심은 일반 벼를 대상

으로 하는 논의 담수심인 60 mm로 설정하였다.

Table 3은 관개지구의 목표담수심 도달 기간에 따른 관개

효율 범례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기간에 대한 목표담수심 만

족도를 이용하여 평가하며, 파란색의 경우 80% 이상으로 목

표담수심 도달 일수가 분석기간 20일 중 16일 이상 만족, 주황

색의 경우 20%에서 40%로 4일에서 8일 만족, 노란색의 경우 

40%에서 60%로 8일에서 12일 만족, 초록색의 경우 60%에서 

80%로 12일에서 16일 만족, 빨간색의 경우 20% 이하로 4일 

이하 만족으로 정의하였다.

4. 농업용수 관개효율 분석

수혜면적 크기에 따른 관개효율 분석을 위해 전체 관개량 

대비 해당 간선의 관개량 비율과 전체 수혜면적 대비 해당 

간선의 수혜면적 비율을 산정하여 관개만족도를 평가하였다 

(Jensen, 2007; Hong et al., 2015; Nam et al., 2016). 수혜면적별 

관개효율 () 산정식은 식 (3)과 같으며, 값이 0일 경우 적정 

공급, (+) 값일 경우 과잉 공급, (-) 값일 경우 공급량이 부족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1)

                       



 (2)

                    

  (3)

식 (1)과 식 (2)는 해당 간선 관개량 비율 ()과 수혜면적 

비율 () 산정식을 나타낸다. 와  전체 관개량과 해당 간

선의 관개량이며, 와 는 전체 수혜면적과 해당 간선의 

수혜면적이다. 

각 간선별 관개효율 ()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간선의 

MAY JUN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1

5 6 7 8 9 10 11 2 3 4 5 6 7 8

12 13 14 15 16 17 18 9 10 11 12 13 14 15

19 20 21 22 23 24 25 16 17 18 19 20 21 22

26 27 28 29 30 31 23 24 25 26 27 28 29

JUL AUG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1 2 3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14 15 16 17 18 19 20 11 12 13 14 15 16 17

21 22 23 24 25 26 27 18 19 20 21 22 23 24

28 29 30 31 25 26 27 28 29 30 31

Table 2 Irrigation water supply log of Sinsong reservoir from May to August in 2019 year

Value less 20% 20 to 40% 40 to 60% 60 to 80% over 80%

Period less 4 days 4 to 8 days 8 to 12 days 12 to 16 days over 16 days

Table 3 Classification of irrigation efficiency values where the threshold level is less than each irrigated period as determined by the 

ponding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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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량 대비 해당 간선의 관개량 비율을 산정하여 관개만족

도 분석하였다. 의 산정식은 식 (4)와 같다. 는 해당 간선

의 공급량이며, 는 해당 간선의 관개량을 의미한다.

                     



 (4)

Ⅲ. 적용 및 결과

1. 실제저수량과 모의저수량 비교

현장 통수일지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RIMS의 저수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농업용수 공급량을 산정하였다. SWMM 모형의 

적용성 파악을 통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Table 4의 

3가지 경우 공급량을 산정하여 실제공급량과 모의결과 공급

량 차이의 평균과 최대 및 최소값을 산정한 후 비교하였다. 

(a) 관개일의 평균 저수변화량, (b) 관개일의 저수변화량 총합, 

(c) 관개일의 평균 저수변화량에 분석일수를 곱한 값을 나타

낸다. Fig. 3은 세 가지 경우의 실제 공급량과 모의결과 공급량

을 비교하였다. 평균값의 경우 (a) 799,281 m3, (b) 872,736 m3, 

(c) 956,397 m3으로 관개일의 평균 저수변화량이 가장 작았으

며, 관개일의 평균 저수변화량을 분석기간 만큼 공급한 저수

량 데이터의 차이가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최대값의 경우 

2,993,424 m3으로 (c), 최소값의 경우 4,063 m3으로 (a)가 가장 

작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공급량과 모의결과 공급량이 유

사하며 오차가 가장 적은 관개일의 평균 저수변화량 데이터

를 사용하여 농업용수 분배 모의 및 관개효율 분석을 진행하

였다.

2. 최근 5년간 관개기의 농업용수 공급 모의

농업용수 분배 모의를 위하여 2019년 신송저수지 통수일

지와 연도별 저수율 자료를 이용하여 SWMM 모형에 적용하

였다. 농업용수 분배 모형의 모의조건은 저수지 모의 경우 목

표 담수심 도달 후 저수지에서의 관개용수 공급을 중단하도

록 설정하였다. 포장 모의 경우 수로경사와 표고에 따라 흐르

는 물에 의해 목표 담수심이 충족되며, 목표 담수심 도달 후 

포장의 관개용수 공급을 중단하도록 설정하였다. 관개 방법

의 경우 연속관개로 설정하였으며, 취입보의 필지는 저수지

에서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값으로 설정한 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Fig. 4는 2015년부터 2019년의 5월부터 8월까지 SWMM 

모형을 활용한 농업용수 분배 모의결과를 나타낸다. 각 수로

의 하류부로 갈수록 용수공급 효율이 20% 이상 40% 미만으

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파란색으로 표시된 80% 이상인 

면적이 10 ha 미만인 공급효율이 낮은 시기는 2015년 6월, 

2017년 7월 그리고 2018년 5월로 나타났다. 해당 시기에 농업

용수 부족으로 신송간선과 양천간선의 상류부를 제외한 모든 

필지가 20% 이하의 공급효율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특정 필지에 집중 공급된 2015년 6월, 2017년 7월과 다르게 

2018년 5월의 경우 전체적으로 20% 이상 40% 미만의 관개만

족도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용수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신송간선과 양천간선의 경우 대체로 모든 필지가 

80% 이상으로 농업용수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

났다.

3. 필지면적 대비 농업용수 관개효율 분석

Table 5는 최근 5년간 관개기의 간선별 면적대비 관개만족

도를 나타내며, Table 6은 산정한 관개만족도의 평균값, 최대 

및 최소값을 나타낸다. 평균 관개만족도의 경우 신송간선 

6.1%, 양천간선 2.2%, 정자간선 –1.5%, 양천1간선 –6.8%로 신

송간선과 양천간선은 필요이상의 수량이 관개 시 사용되며, 

정자간선과 양천1간선은 면적대비 관개량 부족으로 나타났

다. 최소 관개효율의 경우 신송간선 –0.8%, 양천간선 –4.0%, 

정자간선 –19.4%, 양천1간선 –30.1%로 양천1간선의 관개만족

도가 가장 낮으며, 하류부로 갈수록 면적대비 관개량 부족으

로 판단된다. 2015년 7월과 2017년 7월 양천간선과 양천1간선

에 각각 +32.6%, -29.6%와 +33.6%, -30.1%로 가장 심한 과잉

공급과 공급부족이 나타났다. 이는 신송간선 보다 적은 양의 

용수공급으로 양천간선에 많은 양의 농업용수가 공급되었으

며, 양천1간선의 경우 하류부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농

업용수 공급 때문으로 판단된다.

4. 간선별 농업용수 관개효율 분석

각 간선의 관개효율 만족도 분석을 위하여, 간선별 공급

량 대비 관개량 비율을 산정하였다. Fig. 5은 각 간선의 농업

용수 관개만족도를 나타내며, Table 7은 각 간선의 관개만족

도의 평균, 최대 및 최솟값을 나타낸다. 상류부에 위치한 신

송간선과 양천간선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하류부에 위치한 

정자간선과 양천1간선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 이는 하류부로 갈수록 용수공급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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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lassification Avg. Max. Min.

a Average reservoir storage change on irrigation days 799,281 1,954,362 4,063

b Sum of reservoir storage change on irrigation days 872,736 1,954,362 4,860

c
Average reservoir storage change on multiplication unit 

irrigation days and unit simulation period
956,397 2,993,424 4,462

* Units: m3

Table 4 Analysis of observed and simulated reservoir storage under three cases of different simulation

Fig. 3 Comparison of observed and simulated reservoir storage under three cases of different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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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Month SINSONG YANGCHEON JEONGJA YANGCHEON 1

2015

MAY +1.4 -2.3 +1.6 -0.7

JUN +14.4 +2.3 -1.8 -14.9

JUL +16.2 +32.6 -19.2 -29.6

AUG +4.2 -2.2 +1.9 -3.9

2016

MAY +8.9 +0.3 +0.5 -9.7

JUN +11.0 +1.6 -0.2 -12.3

JUL -0.6 -4.0 +1.3 +3.3

AUG -0.8 -3.8 +0.9 +3.7

Table 5 Irrigation satisfaction of total irrigated areas from May to August in 2015-2019 years

Fig. 4 Comparison of irrigation water distribution simulation results for irrigated areas from May to August in 2015-2019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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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Month SINSONG YANGCHEON JEONGJA YANGCHEON 1

2017

MAY -0.8 -3.7 +0.6 +3.9

JUN +11.5 +1.2 -0.6 -12.2

JUL +15.8 +33.6 -19.4 -30.1

AUG 0.0 -2.4 +0.7 +1.6

2018

MAY -0.2 -2.2 +1.6 +0.8

JUN +12.3 +1.5 -0.7 -13.1

JUL +1.0 -2.6 +0.6 +1.0

AUG +2.7 -2.5 +0.6 -0.8

2019

MAY +2.3 -1.6 +0.5 -1.2

JUN +7.8 -1.2 +1.5 -8.2

JUL +3.0 -2.3 +0.2 -0.9

AUG +11.6 +1.6 -0.6 -12.6

* Units: percentage (%)

Value SINSONG YANGCHEON JEONGJA YANGCHEON 1

Avg. 25.0 19.2 57.4 74.7

Max. 74.1 94.8 90.7 100.0

Min. 13.4 1.9 14.3 37.0

* Units: percentage (%)

Table 7 Analysis of irrigation satisfaction for each irrigation canal

Value SINSONG YANGCHEON JEONGJA YANGCHEON 1

Avg. +6.1 +2.2 -1.5 -6.8

Max. +16.2 +33.6 +1.9 +3.9

Min. -0.8 -4.0 -19.4 -30.1

* Units: percentage (%)

Table 6 Analysis of irrigation satisfaction of total irrigated areas for each irrigation canal

Fig. 5 Temporal changes of irrigation satisfaction of agricultural water supply for each irrigation ca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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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Irrigation Discharge

SINSONG 49.3 63.6

YANGCHEON 8.4 24.7

JEONGJA 17.9 6.4

YANGCHEON 1 24.4 5.3

* Units: percentage (%)

Table 8 Average proportion of irrigation and discharge ratio for each irrigation canal

Fig. 6 Proportion of irrigation and discharge for each irrigation canal from May to August in 2015-2019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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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간선의 평균 관개만족도의 경우 신송간선 25.0%, 양천

간선 19.2%, 정자간선 57.4%, 양천1간선 74.7%로 양천1간선

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양천간선은 가장 낮은 만족도

를 나타냈다. 최소 관개만족도의 경우 신송간선 13.4%, 양천

간선 1.9%, 정자간선 14.3%, 양천1간선 37.0%로 평균 관개만

족도와 같이 양천간선의 관개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정자간선의 경우 2017년 7월 평균 57.4%에 훨씬 못 

미치는 14.3%로 만족도 감소가 나타났으며, 양천간선의 경우 

2015, 2017년 7월 93.5%로 급격한 만족도 증가가 나타났다. 

이는 2015, 2017년 7월에 급격한 공급량 감소로 상류부에 위

치한 양천간선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정자간

선의 경우 하류부에 위치하여 공급량 부족으로 관개만족도 

감소로 판단된다.

Fig. 6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간선별 관개량 및 퇴수량

의 비율을 나타내며, Table 8은 최근 5년간 월별 관개율 및 

퇴수율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관개율의 경우 신송간선 49.3%, 

양천간선 8.4%, 정자간선 17.9%, 양천1간선 24.4%로 신송간

선의 관개율이 가장 높으며, 양천간선의 관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수율의 경우 신송간선 63.6%, 양천간선 

24.7%, 정자간선 6.4%, 양천1간선 5.3%로 신송간선의 퇴수율

이 가장 높았으며, 양천1간선이 가장 낮은 퇴수율을 나타났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신송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결과를 기반으

로 관행적 방법의 관개효율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간 

저수율 데이터를 활용하여 SWMM 수로 네트워크 기반의 공

급량 모의를 수행하였다. 목표 관개수량을 공급할 경우를 기

준으로 저수량을 비교하여 SWMM 모형에 의한 관개용수 공

급량의 적용성을 판단하였으며, 간선별 면적대비 관개효율 

및 각 간선의 관개효율을 분석하였다. 

최근 5년간 5월부터 8월까지 월 단위로 비교하여 오차를 

분석한 결과 관개일의 평균 저수변화량 평균이 799,281 m3, 

관개일의 저수변화량 총합의 경우 872,736 m3, 관개일의 평균 

저수변화량을 공급한 경우 956,397 m3으로 SWMM 모형 적용

성이 가장 높은 관개일의 평균 저수변화량 데이터를 활용하

여 농업용수 관개효율을 분석하였다. 최근 5년간 관개기의 농

업용수 분배 모의결과, 각 수로의 하류부로 갈수록 용수공급 

효율이 20%∼40% 미만으로 감소하며, 신송간선과 양천간선

의 경우 대체로 모든 필지가 80% 이상으로 농업용수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대비 관개효율 분석

결과 최소 관개효율의 경우 신송간선 양천1간선 –30.1%로 양

천1간선의 관개효율이 가장 낮으며, 이는 하류부로 갈수록 면

적대비 관개량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간선별 관개

효율 분석결과 대체로 상류부에 위치한 신송간선과 양천간선

의 관개효율이 높았으며, 하류부에 위치한 정자간선과 양천1

간선이 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류부로 갈수

록 용수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SWMM 모의결과 농업용수로 하류부의 경우 용수분배 효

율이 낮으며, 상류부에 위치한 간선의 관개효율이 높은 것으

로 판단된다. 이는 하류부에 위치할수록 공급량 부족으로 인

한 효율 감소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농업용수공급의 효율 평

가 결과는 향후 수혜면적의 용수부족지역 파악, 시기별 용수

배분의 공간적인 분포 모니터링 등 농업용수 이수대책에 활

용하여 농업가뭄 상황 시 효율적인 물 배분 및 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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