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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국내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건교부 년 에 의하면 농업용수는 우리나라 수자원의 를 차지하고 있( , 2001 ) 48%

으며 하천유지용수를 제외한 이용량으로 보면 에 해당하는 최대 용수이용 부문이다 그러므로 농업용수62% . ,

의 효율적인 계획과 관리는 우리나라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년 이후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농업인구의 격감과 노동력의 부족에 따른 농업1970 ,

용 기계가 보급되게 됨에 따라 과거의 주로 인력에 의한 벼농사의 영농방식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 .

한 영농전반의 변화들은 직파재배 집단육묘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못자리 어린모 이앙법 등 다양한 방식으, , ,

로 벼재배 방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영농상황의 변화는 농업용수공급 현황에도 영향을 미쳐 물이용.

형태가 과거와 많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최근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02

년 농어촌연구원 용수수급의 안정성 제고 연구 및 종합시험지구 운영 에 의하면 개 저수지지구의 계획공급“ ” 3

량과 용수공급량 비율이 이며 영농초기 월에 특히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었다 년 한국건설0.7 1.3 , 4 5 . 2001～ ～

기술연구원의 물관리 효율성 제고기술 연구보고서 에 의하면 월에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농어촌연구원과“ ” 4 5～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중부지방인 경기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영농방식에 대한 조사를 하고 농업용수 공급량을 측정

하여 현행 농업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농업용수량과 비교함으로써 변화된 영농환경을 고려한 적정한 관개

용수량 산정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핵심용어 관개용수량 영농방식 증발산량 소비수량핵심용어 관개용수량 영농방식 증발산량 소비수량핵심용어 관개용수량 영농방식 증발산량 소비수량핵심용어 관개용수량 영농방식 증발산량 소비수량: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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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국내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건교부 년 에 의하면 농업용수는 우리나라 수자원의 를( , 2001 ) 48%

차지하고 있으며 하천유지용수를 제외한 이용량으로 보면 에 해당하는 최대 용수이용 부문이62%

다 그러므로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계획과 관리는 우리나라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하다.

근래 우리나라의 농촌은 년 이후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농업인구의 격감과 노동력의, 1970 ,

부족에 따른 농업용 기계가 보급되게 됨에 따라 과거의 주로 인력에 의한 벼농사의 영농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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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노동력이 풍부하던 년대 전반까지는 손이앙재배가 이루어졌으나. 1970 1970

년대 후반부터는 다수성인 통일벼 품종이 보급되고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년부터는 이앙노력 절감을 위하여 중묘 기계이앙재배 기술체계 확립 농가에 보급1977 ,

하여 년에는 전국 벼 재배면적의 이상이 기계이앙재배가 실시되었다 년부터는 육묘1988 50% . 1988

자재 및 육묘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어린모 기계이앙재배에 대한 기술체계를 연구 보급하여 1994

년에는 기계이앙재배가 벼 재배면적의 가 되었고 이 중 어린모 재배면적이 를 차지하90.8% 50.5%

였다 또한 년부터 건답직파 및 담수직파기술이 개발 보급되고 있으며 직파재배 면적도 늘어. 1990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영농상황의 변화는 농업용수공급 현황에도 영향을 미쳐 물이용 형태.

가 과거와 많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중부지방인 경기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영농방식에 대한 조사를 하고 농업용수 공급

량을 측정하여 현행 농업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농업용수량과 비교하였다 각각 변화된 영농환경.

을 고려한 적정한 농업용수량 산정방법을 제시하여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계획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농업용수량 논 산정기준현행 농업용수량 논 산정기준현행 농업용수량 논 산정기준현행 농업용수량 논 산정기준2. ( )2. ( )2. ( )2. ( )

논에서의 작물생육과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량은 강우량 증발산량 등 기상요건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현재 농업용수량의 산정은 공급수로시스템과 기상 작물 및 영농용소 등에 의해 일단위. ,

로 계산되고 있는데 일단위로 포장에서의 물수지를 분석하여 부족한 양을 해당일의 용수량으로

산정한다 농업용수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는 작부시기 수로손실 작물계수 증발산량. , , ,

산정방법 등 많은 인자가 있지만 영농방식과 관련이 있는 인자는 작부시기와 형태이다 현재 농업.

용수량 산정에 있어서 논물가두기의 경우 이앙기간에 동시 실시하며 중간낙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송수손실수량과 용수배분관리용수량 시설기능유지용수량을 포함하는 시설관리손실량은,

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관개편 에서 제시하는 수치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 중“ ( )” ,

용수배분관리용수량은 실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증발산량 산정 공식으로 법과 법을 사용하여 왔으며 작물 계수는Blaney & Criddle Penman ,

각 방법에 따라 제시된 계수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수는 연구자에 따라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실제 조사된 작물 계수와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

재료 및 방법재료 및 방법재료 및 방법재료 및 방법3.3.3.3.

연구 대상지구연구 대상지구연구 대상지구연구 대상지구3.13.13.13.1

영농방식에 따른 농업용수량 산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지구로 경기도 평택시의

이동저수지를 주수원공으로 하고 있는 이동지구를 선정하였다 대상시설물은 이동 용덕 및 미산. ,

저수지로서 경기도 남동부인 용인시 이동면과 남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대상지구의 주수원공인 이동저수지 유역은 그림 과 같이 상류 유역내에 용덕저수지와 미산저1

수지가 있으며 개의 하천을 통해 유역에서의 유출량이 유입되고 방류수는 진위천을 통하여 평택3 ,

호에 유입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이동 저수지 지역을 대상지구로 하였으며 저수지의 주요 제. ,

원은 표 과 같다 이동저수지는 관개면적에 대한 유역면적의 비인 유역배율이 로 수자원 확보1 . 4.5

측면에서 양호한 편이며 단위저수량이 로 용수공급안전도가 상당히 높은 저수지이다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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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 대상지역그림 연구 대상지역그림 연구 대상지역그림 연구 대상지역1.1.1.1.

표 대상 저수지 제원표 대상 저수지 제원표 대상 저수지 제원표 대상 저수지 제원1.1.1.1.

구분 이동 저수지 비고

유역면적(ha) 9,300 A

관개면적(ha) 2,063 B

유역배율 4.5 A/B

유효저수량 천( )㎥ 17,200 C

단위저수량( )㎜ 834 C/B

연구 방법연구 방법연구 방법연구 방법3.23.23.23.2

물관리 현장의 관개용수공급 방식이나 시설관리손실 증발산량 등을 적용하여 새로운 방식에,

의한 조용수량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현행 관개용수량 산정기준의 표준값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와 실측치에 의한 용수공급량을 비교하였다(CASE-E) .

각 요소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작부시기 및 물가두기 등의 관개방식과 낙수시기를

변경 적용하고 기타 요소는 기존 기준에 의한 조건과 동일하게 하는 경우 다음은(CASE-I),

의 경우에 시설관리손실률을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작물계수 및 잠CASE-I (CASE-II),

재증발산량 산정방식을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등 가지 경우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CASE-III) 3

다 작물계수의 경우 지금까지 식의 작물계수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년. Penman 1998

에서 제시한 값을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기후에 맞게 보정하여 적용하였다 표 은 현행FAO . 2 3～

산정기준과 실제 조사분석한 영농방식을 고려한 산정 요소를 적용한 것이다 연구 기간은. 2003

년과 년이다2004 .

표 적용된 작부시기표 적용된 작부시기표 적용된 작부시기표 적용된 작부시기2.2.2.2.

구 분
작부시기

CASE-E CASE-I

묘대기 월 일 월 일4 17 5 31～ 월 일 월 일4 15 5 18～

이앙기 월 일 월 일5 21 6 10～ 월 일 월 일5 11 5 25～

본답기 월 일 월 일6 11 9 11～ 월 일 월 일5 26 9 11～

논물가두기 월 일 월 일5 19 6 10～ 월 일 월 일4 19 5 18～

중간낙수 - 월 일 월 일6 25 7 15～

표 적용된 시설관리 손실률표 적용된 시설관리 손실률표 적용된 시설관리 손실률표 적용된 시설관리 손실률3.3.3.3.

구 분 연장( )㎞ 수로형태
시설관리손실률(%)

CASE-E CASE-II

이 동 52.3 혼 합 1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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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결과 및 고찰결과 및 고찰결과 및 고찰3.3.3.3.

용수 공급량용수 공급량용수 공급량용수 공급량3.13.13.13.1

농업용수량 산정 값과 비교를 위해 년 년에 이동 저수지에서 공급하는 관개용수의2003 2004～

단위수량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값은 표 와 같다 년은 장마이후 강우가 많았기 때문에, 4 . 2003

에 비하여 용수공급량이 적었다 용수공급량은 월에 가장 많았는데 우리나라가 봄철에 강우2004 . 5

가 적은 이유도 있지만 논물가두기와 이앙을 실시함에 따라 많은 용수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표 농업용수 공급량표 농업용수 공급량표 농업용수 공급량표 농업용수 공급량4.4.4.4. 단위( : ㎜)

기간
년2003 년2004

월4 월5 월6 월7 월8 월9 합계 월4 월5 월6 월7 월8 월9 합계

공급량 227.6 464.0 304.1 131.0 198.4 0.0 1,325.1 201.0 419.3 279.0 111.0 339.5 83.2 1,433.0

영농방식에 따른 농업용수 산정3.2

물관리 현장의 관개용수 공급 방식이나 시설관리손실 증발산량 등의 차이들에 대해서 그 적용,

성을 검토해 보기 위하여 각 요소에 따라 조용수량을 산정하다 이를 현행 관개용수량 산정기준의.

표준값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및 실측치에 의한 용수공급량과 비교하였다(CASE-E) .

표 농업용수 산정값표 농업용수 산정값표 농업용수 산정값표 농업용수 산정값5.5.5.5. 단위( : ㎜)

기간
년2003 년2004

월4 월5 월6 월7 월8 월9 합계 월4 월5 월6 월7 월8 월9 합계

공급량 227.6 464.0 304.1 131.0 198.4 0.0 1,325.1 201.0 419.3 279.0 111.0 339.5 83.2 1,433.0

CASE-E 7.1 91.0 314.2 85.3 154.3 0.0 651.9 10.8 62.0 302.8 122.4 290.7 79.3 868.1

CASE-I 88.0 305.2 218.6 91.5 160.1 0.0 863.4 110.2 285.4 188.9 217.7 290.4 87.9 1,180.6

CASE-II 124.7 432.3 309.7 129.6 226.8 0.0 1,223.1 156.2 404.3 267.6 308.3 411.5 124.5 1,672.4

CASE-III 125.4 457.1 297.5 120.2 120.8 0.0 1,121.1 156.9 422.1 258.8 228.7 293.1 101.1 1,460.7

년의 경우 표 와 같이 실제 연간 공급량은 로써 의 필요수량 의2003 4 1,325 CASE-E 652㎜ ㎜

두배나 되는 많은 양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앙용수의 공급시기 등을 변경한.

의 경우는 필요수량이 로 분석되어 의 경우보다 증가하였다 그러CASE-I 863 CASE-E 211 .㎜ ㎜

나 의 경우도 여전히 실제공급량의 비가 에 달하고 있다 시설관리손실량을 약CASE-I 1.5 .

증가시킨 의 경우는 로 산정되어 실제공급량과의 비가 로 매우 개선된25% CASE-II 1,223 1.1㎜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증발산량 산정방식을 변경한 결과인 는 보다 적. CASE-III CASE-II 102㎜

은 로서 비가 로 나타나고 있다 는 보다 정도의 감소를 나타1,121 1.2 . CASE-III CASE-II 8%㎜

내고 있어 월의 순별 증발산량이 감소해도 전체 조용수량의 변화는 증발산량 변7 8 30 50%～ ～

화폭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증발산량 산정방식 및 작물계수의 영향이20%

전체 관개수량에 미치는 정도가 생각보다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년의 경우도 년의. 2004 2003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월별 공급량과 필요수량을 비교한 그림 를 보면 시기별 용수공급량과 각 방법별 필요수량의2

차이가 잘 나타나고 있으며 나 이 보다 실제공급량에 아주 가까워지고CASE-II CASE-III CASE-E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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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3 (b)2004

그림 농업용수 수요량그림 농업용수 수요량그림 농업용수 수요량그림 농업용수 수요량2.2.2.2.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본 연구는 각각의 영농방식에 따라 관개용수 산정방법을 연구한 것으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경기 남부의 이동저수지를 대상으로 년과 년의 실제 농업용수 공급량을 측정한 결1. 2003 2004

과 월에 논물가두기와 이앙을 실시함에 따라 많은 용수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

각 영농방식에 따라 조용수량을 산정하고 이를 현행 관개용수량 산정기준의 표준값을 적용2. ,

하여 산정한 결과 및 용수공급량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시설관리용수량의 조사값을 적용하여 산.

정한 경우 와 증발산량 산정방식을 추가로 변경 하는 경우가 실제 농업용수(CASE-II) (CASE-III)

공급량에 가까운 값이 나타났다.

연구 결과 물관리 방식과 시설관리손실량 증발산량 산정 방식 등 실제 현장에 맞게 조정할3. ,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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