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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treme 2017 spring drought affected a large portion of South Korea in the Southern Gyeonggi-do and Chungcheongnam-do districts. This drought 

event was one of the climatologically driest spring seasons over the 1961-2016 period of record. It was characterized by exceptionally low reservoir 

water levels, with the average water level being 36% lower over most of western South Korea. In this study, we consider drought response methods 

to alleviate the shortage of agricultural water in times of drought. It could be to store water from a stream into a reservoir. There is a cyclical method 

for reusing water supplied from a reservoir into streams through drainage. We intended to present a decision-making plan for water supply based on 

the calculation of the quantity of water supply and leakage. We compared the rainfall-runoff equation with the TANK model, which is a long-term 

run-off model. Estimations of reservoir inflow during non-irrigation seasons applied to the Madun, Daesa, and Pungjeon reservoirs. We applied the 

run-off flow to the last 30 years of rainfall data to estimate reservoir storage. We calculated the available water in the river during the non-irrigation 

season. The daily average inflow from 2003 to 2018 was calculated from October to April.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an average of 67,000 tons 

of water is obtained during the non-irrigation season. The report shows that about 53,000 tons of water are available except during the winter season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Madun Reservoir began in early October with a 10 percent storage rate. In the starting ratio, a simulated rate of 4 

K, 6 K, and 8 K tons is predicted to be 44%, 50%, and 60%. We can estimate the amount of water needed and the timing of water pump operations 

during the non-irrigation season that focuses on fresh water reservoirs and improve decision making for efficient water su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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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연계 물순환은 강우에서부터 증발산, 지표면 침투 및 침

루, 유출 등 자연에서 순환되는 일련의 물의 흐름을 의미하며, 

인공계 물순환은 상수도, 농업용수 등 인간의 수요에 의해 유

역의 내⋅외부 하천에서 용수를 취수함으로써 용수를 재이용

하는 과정의 반복을 의미한다 (Jang et al., 2012; Baek et al., 

2020). 유역의 인공계 물순환의 목적은 강우-유출수를 지연, 

저류, 침투시켜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농업용수와 관련하여 공급량 및 취수량, 방류량 

자료의 미계측 등의 이유로 농업용수의 순환형 물순환 체계

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Lee et al., 1999; 

Kim et al., 2016; Nam et al., 2016; RRI, 2017). 따라서, 저수지

나 양수장 등의 수원공으로부터 취수되는 농업용수 공급량은 

작물의 필요수량을 고려하여 유효우량, 증발산량, 침투량 등

에 의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산정한다 (Nam et al., 2013; Hong 

et al., 2014; Kang et al., 2019). 

농업용 저수지 용수공급체계는 단일저수지로서, 자체유역

에서 확보된 용수를 해당 수혜면적에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Choi et al., 2008; Nam et al., 2012). 하지만 자체유역에

서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수량이 적어 용수확보가 어려운 지

역은 양수시설 (양수장 및 양수펌프)을 통해 농업용수 공급 

안정성을 높인다. 간접유역의 하천이나 유출수 및 회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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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하여 인위적으로 저수지에 저류함으로써 관할 수혜면적

에 공급하게되며 이를 양수저류형 저수지라 정의한다 (Chien 

and Fang, 2012; Arnold et al., 2015; RRI, 2017). 과거 양수저류

형 저수지는 농업용수를 자연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도서지

역을 대상으로 설계되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빈도

의 증가와 관개기의 농업용수 부족이 빈번해짐에 따라 용수

공급능력이 부족한 저수지에서 양수저류 형태의 용수개발사

업이 추진되고 있다. 

선제적 가뭄대응을 위해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뭄 대비 저수지 물채우기, 배수로 논 물가두기 등

과 같이 기존의 확보된 용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재이

용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Nam et al., 2015). 농업용 저수

지 등의 수원으로부터 농경지에 공급된 관개용수는 배수로 

등을 통하여 하천으로 방류되며, 유출수 및 회귀수를 양수하

여 인위적으로 저수지 및 관개수로에 직접 저류하여 재이용

하는 순환형 물관리는 항구적 가뭄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외의 순환형 물관리는 일본의 비와호를 예로 들 수 있으며, 

공급된 농업용수가 각 농경지에서 사용된 후 하류부 말단에 

설치된 배수문으로 하천으로의 유출을 차단시키고, 유수지에 

집수된 농업용수를 양수시설을 통해 상류부로 양수저류하여 

2차, 3차 농업용수를 순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Hama et al., 

2009). 

국내 순환형 물관리는 필지단위에서의 물수지법에 의한 농

업용수 회귀율 연구 (Choo, 2004; Kim et al., 2009; Kim et 

al., 2010; Song et al., 2015),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따른 작물

생육, 수질, 토양 등을 분석하여 농업용수 재이용 수질기준 

제시 (Seong et al., 2011; Cho and Kim, 2019)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농업용수의 재사용을 위한 양수저수량 추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는 농업용수의 취수와 배수 등 인공

적인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한 정량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

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업용 저수지의 주수원공만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부족할 

경우, 양수저류를 통한 순환형 물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저수지로 유입되는 수량을 파악하고 양수장 등의 보

조 수원공에서 공급가능한 수량과 공급일수 등을 분석하여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실행 기술

의 개발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양수저류형 저수지의 물

수지 분석은 기존 저수지의 물수지 분석과정에 양수시설 관

련된 사항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양수량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저수지와 양수시설의 동시 

조작을 통하여 저류량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양수 가능량은 

저수지의 유입량과 저류량에 따라 방류량이 결정되므로 저수

지 유입량 및 저류량은 합리적이고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양수저류 방법을 제시하고 강우 시나리오별 최적의 

양수량 및 양수시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과 2017년 극심한 가뭄의 영향으로 

농업용수 운용이 어려웠던 지역으로 경기지역의 마둔저수지

와 충남지역의 풍전, 대사저수지를 대상으로 강우 시나리오

별 최적의 양수량 및 양수시기를 산정함으로써 순환형 물관

리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모의하고자 한다. 저수지 물수지 

분석으로부터 비관개기의 저수지 유입량을 산정하고, 비관개

기간의 하천 가용수량 산정을 위하여 양수저류 용량에 따른 

저수지 변화량을 산정하여 양수 저류량에 따른 저수량을 추

정하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역

연구 대상 지역은 도단위 지역선정을 위해 수혜면적 대비 

유역면적의 비율인 유역배율과 유효저수량 대비 일 양수비율

을 참조하였다. 두 요소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을 용수공

급이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하였고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남

도, 충청북도가 해당되었다. 이 중 2016년과 2017년에 가뭄피

해가 심각했던 경기, 충남지역에서 가뭄대책으로 양수시설을 

임시 또는 추가 설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양수시설

의 관리운영을 위한 기초조사가 필요한 경기 안성 마둔저수

지와 충남 홍성의 대사저수지, 충남 서산의 풍전저수지를 선

정하였다. Fig. 1과 Table 1은 대상 저수지들의 위치와 유역면

적을 나타낸 것이다.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마둔저수지는 한

국농어촌공사 관할의 주수원공으로 유역배율은 2.34 이다. 충

남 홍성군에 위치한 대사저수지는 유역면적 290 ha, 수혜면적 

162.9 ha로 대상지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주수원공이고,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풍전저수지는 유역면적 1,110 ha, 수혜면적 

655 ha이다. 농업용 관개용 저수지는 유역배율이 3 이상 되어

야 관개용수를 부족없이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

으며 (Noh and Lee, 2012), 충남지역 저수지의 유역배율은 각

각 1.78, 1.69로 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부족 가능성이 높다.

Fig. 1(A)의 마둔저수지는 2015년에 설치된 임시 양수시설

이 있으며, 조령천에서 일일 양수량 4.3천 톤을 취수하여 3단 

양수를 통해 저류한다. Fig. 1(B)의 대사저수지는 2016년에 

설치된 항구적 양수저류시설로서, 와룡천에서 일일 양수량 

4.0천 톤을 취수하여 3단 양수를 통해 저류하며, Fig. 1(C)의 

풍전저수지는 2017년에 설치된 항구적 양수저류시설로서, 둔

당천에서 일일 양수량 6.0천 톤을 취수하여 저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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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환형 양수저류 시설

순환형 양수저류 시설은 비관개기의 양수저류와 관개기의 

직접급수로 구분할 수 있다. 양수저류는 Fig. 2의 (1)과 같이 

간접유역의 하천수를 저류하여 비관개기에 양수기를 통해 저

수지나 소류지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며, 직접급수는 Fig. 2의 

(2), (3)과 같이 퇴수되는 수량이나 간접유역에서 저류한 물을 

이동형 양수장치를 이용하여 물이 부족한 관개구역이나 주요 

간선에 직접 공급하는 방법이다. 순환형 양수저류의 실시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설저수지 및 양수장 여부, 수

원의 위치와 양수조건, 직접유역 또는 간접유역의 파악이 필

요하며 관개기와 비관개기에 따라 양수저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간접유역에서 양수량 결정을 위한 분석 시 월류량, 관개

용수 공급 후 회귀수량, 간접유역 유출량이 반영되고 간접유

역에서 양수량 가능범위를 추정하여 물수지 분석에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가뭄에 대응

하기 위해 하천으로부터 양수저류를 통해 저수량을 회복하여 

농촌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비관개기에 유역의 

유출량 분석을 통해 양수저류를 위한 공급가능량 산정을 실

시하였다. 

Reservoir

Watershed 

area 

(ha)

Irrigated 

area 

(ha)

Ratio of 

watershed to

irrigated area

Effective

storage capacity

(103 m3)

Unit reservoir 

storage

(103 m3/ha)

Volume of 

pumping water 

(103 m3/day)

Madun 1,240 529.5 2.3 4,707 8.9 4.3

Daesa 290 163 1.8 1,376 8.4 4.0

Pungjeon 1,110 655 1.7 2,621 4.0 6.0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agricultural reservoir and irrigation area

Fig. 1 Location of the reservoirs, meteorological stations, watershed, irrigated area, irrigation facilities, and irrigation canal networks in (A)

Madun, (B) Daesa, and (C) Pungjeon reservo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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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수지 유입량 및 공급가능량 추정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량에 의한 관개용수 공급 가능 여부

는 기본적으로 가용한 수자원의 원천인 강우 특성에 지배적

인 영향을 받는다. 농업용 저수지 유입량은 물수지 산정 모형

에 의한 간접추정으로 가능하며, 유역, 강수, 저수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Kang and Park, 2014; Hong et al., 2016; 

Ryu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비관개기 저수지 유입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경기지역의 마둔저수지와 충남지역의 풍전, 

대사저수지를 대상으로 강우-유입 회귀식을 산정하였다. 유

입량 추정을 위한 계산식은 저수지 물수지을 활용하여 식 (1)

과 같이 저수량, 유입량, 공급량, 월류량의 관계로 요약할 수 

있다 (Kim et al., 2014; Nam et al., 2014). 여기서, 는 저수량 

(Reservoir capacity), 는 유입량 (Watershed inflow), 는 공급

량 (Irrigation water supply), 는 월류량 (Overflow)으로 수량

에 대한 단위는 103 m3이며, 는 시간 단위이다.

        
   

      (1)

연도별 저수변화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10월부터 차년도 4

월까지 비관개기, 5월부터 9월까지 관개기, 농업용수 사용량

이 급증하는 5월부터 6월까지를 저수위 하강기로 구분하여 

누적강수량, 저수위 감소 및 증가량을 분석하였으며, 계측값

이 안정적으로 수집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농어촌공

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Rural Agricultural Water Resource 

Information System, RAWRIS)의 일별 저수율 계측자료를 활

용하였다. 대상지에서 가장 근접한 기상관측소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연도 및 월별 강수량 합계를 X축, 저수변화량으로

부터 산정한 유입량의 합계를 Y축으로 분산그래프를 이용하

여 추세선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해 단순 회귀식 모형을 제시

하였다.

농업용수 공급가능량은 일단위의 유출수문모형에 의한 간

접추정으로 가능하며, 저수지 유입량 추정을 위해 유역, 토지

이용, 강수, 저수율 자료를 이용하여 유출량과 저수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농업용 저수지의 상류 유역은 대부분 미계측 유

역으로 강우량, 유출량 등의 수문, 기상자료와 관개용수 공급

량, 관개지구 용수로의 수위변화 등에 대한 계측자료가 부족

하여 유입량 예측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Kang et al., 2013; 

An et al., 2015). 따라서,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매개변수 수가 

적은 개념적 TANK 강우-유출 모형을 미계측 유역에 적용하

고 있다 (Koo et al., 2007; Hong et al., 2015). TANK 모형은 

수문순환에 의한 물수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유역을 여러 탱

크의 선형시스템으로 가정하여 강우-유출과정을 모형화한 것

으로 (Sugawara, 1972), 유역의 중⋅소하천 유역의 일별 유출

량 모의를 위한 모형들 중에서 구조가 단순하고, 입력자료 수

가 적으며, 유역의 지표, 중간 및 기저의 유출현상을 각 성분

별로 개념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출분석에 

Fig. 3과 같이 Sugawara의 TANK 모형을 우리나라 농업용 저

수지의 상류 유역특성에 맞게 수정한 3단 TANK 모형 (Kim 

and Park, 1988)과 강수량과 저수변화량에 의해 산정한 저수

지 유입량으로 산정한 강우-유입 회귀식을 비교하였다. 

Fig. 2 Schemes of recurrent irrigation water management system using pumping stations and portable p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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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관개기 양수량 및 소요일수 추정

저수지 내의 저수량만으로 용수공급이 어려운 경우 또는 

수로 말단부까지 농업용수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시설을 이용하여 부족량을 공급할 수 있다. 양

수시설은 펌프에 의해 용수공급이 진행됨에 따라 유지관리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효율적인 기계가동을 위해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계획양수량은 계획최대양수량과 상시

양수량으로 구분하며, 계획최대양수량은 관개기별 최대용수

시기에 필요한 최대용수량으로 일반적으로 이앙기나 수잉기

에서 개화기까지의 시기로 계획 기준년의 관개기별 필요수량 

중 최대 수량이다. 상시양수량은 계획 기준년의 관개기별 용

수량으로 일반적으로 한발빈도 10년을 기준으로 한다. 

농업용수는 강우를 직접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9월 

말부터 이듬해 4월 말까지 용수공급이 없는 비관개기, 4월 말

부터 9월 말까지 용수공급이 급증하는 관개기로 구분한다. 양

수저류는 비관개기, 즉 비영농기에 양수장 등 임의적 장치 및 

시설을 통한 양수작업으로 저수지 저류량의 회복을 위한 선

제적인 가뭄 대응방식이다 (MOIS, 2017). 본 연구에서는 비관

개기의 저수지 유입량을 추정하고, 적정 저수율 까지 회복하

기 위한 양수량과 소요일수를 산정하였다. 현장 물관리 감시

원 등의 인터뷰를 통해 경험적 물관리를 위한 적정 저수율은 

80% 이상이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선행연구에서도 관

개기 시점에 용수공급이 원활한 저수율을 90% (Bang et al., 

2018)로 판단한다.

Ⅲ. 적용 및 고찰

1. 농업용 저수지 저수변화량 분석

순환형 농업용수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된 마둔, 대

사, 풍전 저수지 지구는 주로 주수원공인 저수지로부터 수혜

구역에 용수를 공급하지만 가뭄 상황 등 용수가 부족한 경우

에는 양수장으로부터 공급을 일부 의존하고 있다. 마둔저수

지는 조령천, 대사저수지는 와룡천, 풍전저수지는 둔당천에

서 취수를 하며, 대사저수지는 하천수량이 풍부하지만, 마둔, 

풍전저수지의 하천수량은 강수부족 및 가뭄이 발생할 경우 

취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지구에 대해 저수율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가뭄

등급에 따른 예경보단계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저수율 변

화, 한발빈도별 저수율을 Fig. 4에 도시하였다. 마둔저수지의 

경우 영농이 시작되는 5월 초 저수율이 2015년에 73%에서 

수확기 종료 후인 10월 초 10%까지 감소하였다. 겨울철 비관

개기에는 31%의 저수회복을 보여 이듬해 2016년 5월 초 저수

율은 41%에 그쳤다. 2015년 겨울부터 저수율이 감소하면서 

2016년에 평년저수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16년은 관개기와 비관개기에 저수율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10월 초 16% 저수율이 이듬해 5월 초에는 33% 

으로 약 17% 정도가 회복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관개기에

는 저수율이 4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사수위 아래까지 낮

아지는 심각한 가뭄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사저수지

의 경우 2015년 10월 초 저수율이 22%로 이듬해 2016년 5월 

초까지 18%의 저수율이 회복되었고, 영농기에도 저수율이 회

복되지 않아 2016년 10월 초 13%를 기록했다. 이듬해 2017년 

5월 초까지 17%의 저수율이 회복되었다. 2015년 영농기 종료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비관개기의 저수율 회복이 50% 미만으

로 대사저수지도 심각한 가뭄상태였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풍전저수지는 2015년 5월 초 95%의 높은 저수율을 보였으나, 

당해연도 영농기 종료 후 저수율이 8%까지 감소하였다. 이듬

해 저수율이 59%까지 회복되었으나, 2016년 10월 초 9%까지 

감소하였다. 비관개기에 저수율 회복은 21%으로 2017년 5월 

초 영농시작 저수율이 심각단계 수준인 30% 이하로 심각한 

가뭄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풍전저수지는 2015년과 2016

년 10월 초에 저수율이 모두 사수위 아래로 감소하였고, 2017

년 5월 관개기 시작 이후 저수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기반 유입량 분석 및 비교

농업용 저수지의 유입량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강우-유입 

회귀식과 TANK 모형을 비교하였다. 수집자료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월별 강수량과 저수변화량에 따른 유입량을 산출

Fig. 3 TANK model for modeling daily rainfall-runoff 



순환형 농업용수관리를 위한 농업용 저수지의 비관개기 양수저류 추정

6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62(4), 2020. 7

하여 강우-유입의 추세선을 산출하여 해당지역의 강수량에 

따른 유입량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마둔저수지의 월별 추세

식과 월별 회귀식의 a, b의 계수는 Fig. 5와 같다. TANK 모형

에 따른 유입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상자료는 대상지에서 

가장 근접한 기상관측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마둔저수지는 

안성시청, 대사저수지는 홍성초등학교, 풍전저수지는 서산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비관개기간 중 강수에 의

한 TANK 모형 유출량은 Table 2에 나타냈으며, 마둔저수지

가 평균 143 mm, 대사저수지가 134 mm, 풍전저수지가 155 

mm로 나타났다. 별도의 양수시설을 가동하지 않는다면 마둔

저수지는 1,772 천 m3, 대사저수지는 389 천 m3, 풍전저수지는 

1,719 천 m3의 유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마둔, 대사, 풍전저수지를 대상으

로 계측된 저수변화량에 의해 산정한 저수지 유입량을 이용

한 강우-유입 회귀식과 TANK 모형에 따른 유입량을 Fig. 6과 

같이 비교하였다. 추정기간은 전년도 10월부터 이듬해 4월말

까지를 비관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누적값을 산정하였다. 마

둔저수지에 대해서 비관개기 기간에 대한 평균 강수는 262 

mm이고 강우-유입 회귀식에 의한 평균 유입량은 1,205 천 m3

으로 나타났다. TANK 모형에 의한 유입량은 1,772 천 m3으로 

회귀식에 비해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저수지는 비

관개기 평균 강수 280 mm, 강우-유입 회귀식에 의한 평균 유

입량은 343 천 m3, TANK 모형에 의한 유입량은 374 천 m3으

로 연구대상지구 중 두 모형 결과가 가장 유사한 수치로 나타

났다. 풍전저수지는 평균 강수 304 mm, 강우-유입 회귀식에 

의한 평균 유입량 622 천 m3, TANK 모형에 의한 유입량 1,719 

천 m3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회귀식 산정에

서 유입량 산정을 위한 저수율 관측의 결측치가 다른 대상지

구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해당식은 입

력자료에 따라 추정값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TANK 모형에 비해 결측치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차이는 추후에 해당 기간에 저수율 관측에 결측이 발생

한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보완 및 보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Non-irrigation period 

(Oct. to Apr.)

Runoff (mm)

Madun Daesa Pungjeon

2003-2004 64 102 111

2004-2005 139 71 142

2005-2006 269 133 129

2006-2007 93 147 131

2007-2008 103 115 82

2008-2009 71 62 118

2009-2010 176 160 191

2010-2011 130 114 145

2011-2012 184 100 123

2012-2013 205 202 271

2013-2014 89 91 111

2014-2015 181 194 223

2015-2016 165 198 256

2016-2017 105 96 111

2017-2018 171 227 178

Average 143 134 155

Table 2 Runoff inflow into reservoirs during non-irrigation season 

simulated using TANK model

Fig. 4 The daily change of reservoir water levels as determined 

by the drought severity classification for (A) Madun, (B) 

Daesa, and (C) Pungjeon reservoir during the 2015-2017 

drought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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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환형 농업용수관리를 위한 비관개기 양수량 추정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비관개기에 양수를 미실시 했을 

때와 4천 톤, 6천 톤, 8천 톤씩 양수했을 때 저수 변화량을 

Fig. 7에 나타내었고, 적정 저수량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일수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2015년 마둔저수지의 10월 초 

저수율은 10.6%이며, 비관개 기간동안 일 4천, 6천, 8천 톤의 

양수저류 모의를 실시한 결과 이듬해 관개기 초 저수율이 

72%, 81%, 90%으로 예측되었다. 2016년 10월 초의 저수율은 

17.6%로 이듬해 관개기 초의 예상 저수율은 양수조건에 따라 

63%, 72%, 81%로 나타났다. 2017년 10월 초의 저수율은 

69.5%로 양수가동에 따라 이듬해 관개기 시작 저수율이 만수

위에 도달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대사저수지는 양수가동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2015년 63%, 2016년 33%, 2017년 72%

까지 저수율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 95%를 제

외하고 4천 톤의 양수를 가동했을 경우 적정 저수율까지 회복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저수지는 최근 3년간 급격하게 유

입량이 감소하여 저수율 회복율이 저조하므로 비관개기동안 

4천 톤 이상의 양수를 실시해야 저수량에 도달할 수 있다. 풍

전저수지는 2015년 4월 말 실제 저수율은 55%로 양수 미가동 

모의결과인 115%와 큰 차이를 보였는데, 모의 시 무효방류와 

사용된 용수량은 고려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풍전저수지의 경우 6천 톤 이상의 양수를 실시해야 비관

개기 기간내에 저수율 회복이 가능하다.

Table 3에서는 경과 일수에 따른 저수량의 일차식으로 모

의된 추세식을 통해 저수변화량에 따라 적정 저수율까지 도

달하는데 소요되는 일수의 근사치를 산정하였다. 양수가동이 

어려운 동절기 (12월-2월)를 고려하더라도 마둔저수지는 비

관개기 시작 저수량이 20% 미만인 경우 8천 톤 이상의 양수를 

182일 실시해야 저수량에 도달할 수 있으며, 2016년에는 유출

량이 상대적으로 작아 저수율 회복까지 소요되는 양수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저수지는 4천 톤 양수를 시작함에 

Fig. 5 Monthly trend of rainfall-inflow regression equation for the Madun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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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소요되는 일수가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였으며 비관개기

간이 평균 213일임을 고려한다면 최소 4천 톤에서 6천 톤의 

양수를 실시하여야 적정 저수율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풍전저수지는 2016년을 제외하고 양수에 따른 소요일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역유출에 따른 유입량만

으로 저수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6년에

는 6천 톤 이상의 양수를 실시하여야 적정 저수율까지 회복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일수는 123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서 양수는 취수원 상황과 하천수 사용허가 기

간 및 현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된다. 동절기에는 양수기 및 

관로 동파 우려 등으로 양수저류를 대부분 중단하므로 동절

기인 12월에서 2월은 양수가동을 제외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

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기별로 유역에서 유출되는 수

Fig. 6 Comparison of the amount of runoff estimates between the rainfall-inflow regression equation and the 

TANK model in non-irrigation periods at (A) Madun, (B) Daesa, and (C) Pungjeon reservo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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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양수장을 가동했을 경우 저수량이 회복되는 추세를 예

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강수특성을 반영한 유출량을 

추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저수량의 변화와 일정량의 양수를 

실시했을 경우 적정 저수량까지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일수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저수지는 경기 안성의 마둔저수지와 

충남 홍성 대사저수지, 충남 서산 풍전저수지로 모두 2015년

도부터 비관개기에 저수율 회복이 저조하여 관개기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비관개기에 양수저류가 필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저수지별 유입량을 산정하기 위해 강우-유입 회귀

식과 TANK 모형의 모의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회귀식의 경

우 단순 선형식에 의한 추정값으로 결측치에 따른 이상치가 

크기 때문에 강우강도에 따른 유입량 증가 및 감소의 조절과 

증발산량을 고려할 수 있는 TANK 모형을 유입량 추정에 사

용하였다. TANK 모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지의 저수량 

변화를 모의하였고 양수를 미실시 했을 때와 4천 톤, 6천 톤, 

8천 톤씩 양수했을 때 적정 저수량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Fig. 7 Trends of storage by water lifted in non-irrigation periods between 2015-2017 drought years at the (A) Madun, (B) Daesa, and (C)

Pungjeon reservoirs

Reservoir Year Non-pump 4K ton 6K ton 8K ton

Madun

2015 348 239 207 182

2016 515 294 242 205

2017 84 54 46 40

Daesa

2015 328 116 88 70

2016 735 170 123 96

2017 421 108 79 62

Pungjeon

2015 133 101 90 81

2016 320 184 151 129

2017 148 95 81 70

Table 3 The number of days to recover reservoir water by 

p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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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를 제시하였다. 

2015년 마둔저수지의 10월 초 저수율은 10.6%이며, 비관개

기간동안 일 4천, 6천, 8천 톤의 양수저류 모의를 실시한 결과 

이듬해 관개기 초 저수율이 72%, 81%, 90%으로 예측되었다. 

대사저수지는 4천 톤 양수를 시작함에 따라 소요되는 일수가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였으며 비관개 기간이 평균 213일임을 

고려한다면 최소 4천 톤에서 6천 톤의 양수를 실시해야 적정 

저수율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풍전저수지는 

2016년을 제외하고 양수에 따른 소요일수 변화가 크게 나타

나지 않았으며, 2016년에는 6천 톤 이상의 양수를 실시해야 

적정 저수율까지 회복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일수는 123

일로 나타났다. 비관개기 저수 양수량의 산정은 지역별 유역

특성에 따른 유출량 분석과 저수변화에 따라 양수량을 추정

할 수 있으며, 전년도 관개결과에 의한 이월 저수율자료와 비

관개기 강수에 의한 유역별 저수지유입량 추정으로 양수저류

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양수저류에 

의한 관개용수 확보가 절실한 농업용수 관개지구에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용수공급 의사결정 방안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출량 분석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향후 분석 지역을 확대하여 양수량을 추정하고 

양수저류형 저수지의 설계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물수지 분

석방법을 표준화한다면 농업용수의 물 관리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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