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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행사	안내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행사 안내

제69회 집행위원회 회의 및 국제 컨퍼런스

회  의  명  69th IEC Meeting and International Conference

개 최 일  2018.8.12~17 

장 소  캐나다 Saskatoon

홈 페 이 지  http://www.icid2018.org

브 로 셔  http://www.icid.org/brochure_69iec.pdf

제9회 국제미량관개회의

회  의  명  9th International Micro Irrigation Conference

개 최 일  2019.1.16.~18

장 소  인도 Aurangabad

이 메 일  incsw-cwc@nic.in

홈 페 이 지  http://micro-irrigation2019.com/

제70회 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3회 세계관개포럼

회  의  명  70th IEC Meeting and 3rd World Irrigation Forum(WIF3)

개 최 일  2019.9.1.~7

장 소  인도네시아 Bali

담 당 자  Ir. Adang Saf Ahmad(인니관개배수위원회 회장)

이 메 일  inacid.indonesia@gmail.com, adangsafa@yahoo.com

홈 페 이 지  https://icid2019.com/

ICID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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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행사	안내

기타 행사

제71회 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24회 ICID 총회

회  의  명  71st IEC Meeting and 24th ICID Congress

개 최 일  2020.9.22.~28

장 소  호주 Sydney

담 당 자  Bryan Ward(호주관개배수위원회 CEO)

이 메 일  Bryan.ward@irrigation.org.au

홈 페 이 지  https://www.icid2020.com.au/

농업 및 천연자원에 대한 글로벌 수자원 안보 컨퍼런스

회  의  명   Global Water Security for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개 최 일  2018.10.3.~6

장 소  인도 Hyderabad

홈 페 이 지  https://asabewater.org/

제1회 카이로 물주간 

회  의  명  1st Cairo Water Week(CWW)

개 최 일  2018.10.14.~18

장 소  이집트 Cairo

이 메 일  info@cairowaterweek.eg

홈 페 이 지  http://www.cairowaterweek.eg

제11회 국제관개배수회의

회  의  명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rrigation and Drainage

개 최 일  2018.10.16.~19

장 소  미국 Phoenix, Arizona

이 메 일  stephens@uscid.org

홈 페 이 지  http://www.uscid.org/18azcon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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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D NEWS

네팔 신규 사업 개척을 위한 해외 출장

이봉훈 회장은 2월 20일부터 5일간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해외사업관리부와 함께 네팔을 

방문했다. 23차 ICID총회 및 68차 집행위원회 회의(2017.10.8.~2017.10.13.)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 때, 네팔 관개배수위원회와 MOM을 통해 공동사업 발굴에 협의가 이루어져 공동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 Paanchkhal Valley Lift Irrigation Project로 카트만두에 거주하는 인구

에게 필요 채소량을 Paanchkhal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수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양수

관개사업계획이다. Indrawati강에서 2단 양수하여 고지대 평원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지 현장

을 둘러보았다.

또한, 이번 방문에서 ICID 부회장(Dr.Madhav Bellbase)외 DOI 관계자 2명과 면담, 네팔 관개부 

차관대행과 면담을 통해 네팔과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

KCID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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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D 및 CNCID 주관 아시아 젊은 기술인 훈련 프로그램 및 워크숍 참석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 이봉훈 회장과 김지선 사무과장은 4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

으로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및 중국관개배수위원회(CNCID)측이 주최하는 젊은 기술인(YP) 훈

련 프로그램 및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관개 시스템의 성능 평가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한

국의 스마트팜’에 대해 발표하였다. 다유그룹 및 중국수리수전과학연구소(IWHR)의 현장 견학도 실

시하여 중국의 관개 및 수자원 기 술 연구개발 현황을 파악했으며 향후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다.

ICID 본부 협의에서 ICID는 KCID에게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YP 각 1명의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

했으며, KCID와 KRC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YP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2019년에 개최할 것

에 대해 요청하였다. 또한, 북한을 비롯한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향후 ICID 회원

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사회 및 임시총회

제 47회 이사회 및 제1회 임시총회가 4월 20일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사업단 홍보관 113호

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의 

회장선출 및 등기이사 변경이 주요 안건이 되었

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최규성 사장을 회

장으로 선출하는 1호 안건과 기존 임원이었던 

KCID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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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경 교수, 박종화 교수, 홍성구 교수를 전남대 윤광식 교수, 신구대학교 박창언 교수, APEC 기후

센터 조재필 박사로 변경하고, 농어촌연구원 김현수 연구기획부장을 신임이사로 추천하는 2호 안

건이 발의되었다. 2개의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총회 보고사항으로 회무담당 부회장에 한국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장중석 원장이, 전임이사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현수 연구기

획부장이 지정되었다.

곧이어 6월 29일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1층 106호에서 제48회 이사회 및 제2회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등기 이사 및 정관 변경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제8차 ICID 아시아지역회의 참가

네팔 카트만두에서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제8차 ICID 아시아지역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는 ‘녹색혁명에 따른 관개’를 주제로 각 기술세션·워크숍 논문발표 및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 사무국 3명을 포함하여 한국농어촌

공사 9명, 대학 7명, 단체회원사(공간정보, 태성스틸) 3명, 총 22명이 참여하였다.

KCID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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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기술인(YP) 트레이닝에 KCID 김지선 사무과장을 포함하여 아시아 국가 등 10명, 네팔 15명

이 참석하여 물 발자국(Water Foot Print) 및 가상수(Virtual Water), 통합유역계획 등 능력 함양 

및 인적 교류가 진행되었다.  

최규성 회장은 ‘관개시스템 현대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한국의 관개시스템 현대화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며 뚜렷한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ICID 회장 등 고위급과 면담을 통해서 ICID 기술지원프로그

램(TSP) 지속 지원 및 기술지원단(TSU) 전문가 6개월 파견 연장을 논의했으며 2019년 4월에 인터네

셔널 젊은 기술인(YP)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8월 캐나다에서 

개최하는 국제컨퍼런스 및 제 69차 국제집행이사회에서 더 자세하고 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국관개배수위원회 사무국 이전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사업단 307호(경기도 수원시 소재)에서 2016년 12월부터 둥지를 튼 이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5월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303호

로 이전하게 되었다.

당진시, 합덕제 기초연구 돌입

지난해 10월 당진 합덕제(충청남도 기념물 제

70호)가 세계관개시설물유산으로 등재되고 한

국관개배수위원회(KCID)와 11월 연구기반 조

성 업무협약을 맺은 후, 올해 8개월 간 합덕제 

기초연구에 돌입하게 된다. 당진시는 이번 기초

연구를 통해 합덕제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와 자

료의 조사와 검토를 진행하고 합덕제의 규모와 

구조 등에 대한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관개시설물로서의 기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지난해 세계관개시설물유산 등재 당시 합덕제는 제방이 비교적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과 한국 

농업의 협동정신이 깃든 점, 당시의 수혜범위와 활용양상 및 전통적 축조방식이 우수한 점에서 높

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KCID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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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D NEWS

제8회 세계물포럼(WWF8) 개최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브라질리아에서 세계물협의회 주관으로 제8회 브라질 세계물포럼

(WWF8)이 개최되었다. 브라질 대통령을 포함하여 헝가리 대통령, 세네갈 대통령, 한국 총리 등 

10개국 이상에서 나라의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포춘 글로벌 500에 선정된 기업의 많은 CEO들이 

200개 이상의 세션에 참여하였다.

3월 19일 세계수자원유산(World Water System Heritage,WSH)에서 선정된 3대 수자원관리체

계를 인정하는 시상식이 열렸다. 인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일본의 Genbegawa 관개 운하 체계

  2) 일본의 Sekikawa Suikei 토지개량지구

  3) 이란의 Sheikh-Bahaei 물 할당 scroll

ICID는 2013년 10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50차 WWC 이사회에서 세계수자원유산

(WSH)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 제안은 WWC 회장이 조직하고 WWC의 많은 회원들이 

참여중인 ICID의 회장이 중심이 돼서 실행시켰다. 2015년 4월 한국 광주에서 열린 제54차 세계

수자원위원회 이사회에서 TF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기관의 설계, 커뮤니케이션 전략, 재

무적 측면 및 일정을 제출했다. 2016년 3월 17,18일에 인도 조드푸르에서 열린 제58차 WWC 이

사회에서 프로그램이 원칙적으로 승인되었으며 2016년 11월 WWC 20주년 기념행사동안 마르세

유에서 시행됐다. 

ICID 소식



Korean National Committee on Irrigation and Drainage  9

WSH 프로그램은 수질 관리 시스템, 조직, 제도 및 규칙을 보존하고 인류와 건전한 환경의 공존 사

회 시스템을 조성하며 인류에게 탁월한 가치를 지닌 무형 수질 유산으로서 식별하고 보존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수자원유산시스템에서 교훈을 얻는다.

  2) 교훈에서 얻은 숙련된 지혜를 보급한다.

  3) 과거로부터 모아진 지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4) 현재에 그 지식을 적절하게 적용한다.

포럼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icid.org/wsh_icid.html에서 확인가능하다.

제8차 ICID 아시아지역회의

네팔 카트만두에서 5월 2일부터 4일까지 8차 아시아지역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네팔관개배

수위원회(NENCID)가 네팔 정부, 관공서 및 여러 협력자들과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700명이 넘

는 참가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총 105개의 논문이 Abstract Volume에 포함되어있으며, 이는 7

개의 예비 세션과 15개의 기술 세션에 제시 되었다. 

이 회의는 “녹색혁명을 지지하는 관개”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다음의 다섯 가지 하위 주제로 분류

된다.

ICID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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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 자작농의 능력이 농부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선

적절한 기술과 일반적이지 않은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소규모 자작농의 자산관리 활

성화, 혁신적이고 운용가능한 금융 매커니즘, 낮은 수익성과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소규

모 자작농 단체의 집단 농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 등

2.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 대처

기후 변동성 및 기후의 극단적 특성, 물의 가용성과 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기후 변화, 토지 및 수

자원 관리 문제, 기후 변동성과 극단적 상황에 대한 복원력 개발, 농작물 보험 등

3.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관개시스템의 현대화

관개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평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SDGs)을 위한 관개시스템 

현대화 방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옵션을 위한 물-식품 보안 시스템의 혁신적인 자동화, 

대규모 관개시스템의 제도적 개혁, 현대화 사례, 다양한 개혁을 통한 주류의 현대화 과정 등

4. 관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자원권리학회(Water User Institutions, WUIs) 활성화

WUI의 성능 평가·진취성 및 지속가능성, 관개/배수 분야의 제도적 및 정책적 청사진, 다양한 국

가의 참여적 관개 개발·운영·유지보수의 절차, 관개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한 관개·농민·물 사용

자 조직의 역할 등

5. 관개, 생태계 서비스 및 수상 생물 다양성

물과 환경 흐름의 소모적 사용의 균형과 최적화 평가, 물 관련 자연 기반 시설과 생태계 서비스, 

관개 생태계 이해와 관리에 대한 전통적 지식과 시민 과학의 공헌, 장기적 생태계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사결정 시 평가의 정보 활용

회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icid.org/conf_asrc.html에서 확인가능하다.

ICID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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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아시아지역회의(네팔)	참가기
8th Asian Region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rrigation and Drainage (NENCID)

윤 푸 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석사과정

vnfms3259@snu.ac.kr

1. 들어가며 

 본 학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약 7시간가량 떨어져있는 네팔의 카트만두로 

향하였다. 히말라야 산맥의 남서면에 위치한 네팔은 중국과 인도, 방글라데시에 둘러싸인 내륙국이

다. 또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품고 있으며, 독특한 지형과 큰 표고 차이로 인한 광범위한 

생태계를 간직한 동식물의 보고라 말한다. 또한 전체 인구의 81%가 힌두교지만, 석가모니가 탄생

한 불교 성지로서 힌두교와 불교가 조화롭게 공존한다. 이처럼 대자연의 다양성과 여러 종교와 문

화가 조화를 이루는 네팔은 필자에게 항상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나라였다. 게다가 그 나라에 여

행객으로서가 아닌 함께 학문을 하는 사람들과 문화와 생각을 공유하고, 그 나라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벅차는 일이었다. 또한 석사과정을 거치면서 해왔던 연구에 대하여 발표

하고, 같은 연구자로서 함께 논의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필자에게 앞으로 학문을 대하는 태도

에 큰 자극과 동기가 될 것이라 확신하였다. 

국제회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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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소식

2. 학회 개요  

ICID는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rrigation & Drainage로, “국제관개배수위원회”를 의

미한다. ICID에서는 매년 정기적인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세계 농업과 농공학 분야 중에서도 수

자원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방향에 대하여 토의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학회이다. 정기

적 컨퍼런스 이외에도 지역별 컨퍼런스를 개최할 수 있으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의 4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컨퍼런스는 2018년도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하는 지역 컨퍼

런스로, 8th ARC (Asian Regional Conference)가 NENCID (Nepal National Committee 

of ICID)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컨퍼런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후에는 학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테크니컬 투어로 네팔 유적지와 사

원, 저수지 등의 고대 관개시설을 답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Irrigation in 

Support of Evergreen Revolution”으로 하위 주제로는 Enabling small holders’ capacity to 

obviate farmers’ distress, Coping with recurring droughts and flood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Modernizing irrigation system for better services, Enabling Water Users 

Institutions (WUIs) for sustainability of irrigation systems, Irrigation, ecosystem services 

and aquatic biodiversity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의 재해 대응, 관개 시설의 현대화, 

지속가능한 관개 시스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본 컨퍼

런스는 세계의 농업과 수자원을 다루는 큰 컨퍼런스로, 네팔의 대통령인 Bidhya Devi Bhandari

께서도 참석하셨다. 대통령께서는 농업과 수자원 분야의 중요성과 본 학회와 학자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셨고, 필자 또한 한 번 더 연구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표 1│8th	Asian	Regional	Conference	주제	및	하위	주제

8th Asian Regional Conference Topic: 
“Irrigation in Support of Evergreen Revolution”

Sub 
Theme

Topic 1 Enabling small holders’ capacity to obviate farmers’ distress

Topic 2 Coping with recurring droughts and flood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Topic 3 Modernizing irrigation system for better services

Topic 4 Enabling Water Users Institutions (WUIs) for sustainability of irrigation systems

Topic 5 Irrigation, ecosystem services and aquatic bio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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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소식

3. 학회 발표

본 8th Asian Regional Conference 국제 학회에 필자의 연구실에서는 최진용 교수님을 비롯하여 

방재홍 연구원과 김마가 연구원이 함께 참석하였다. 방재홍 연구원은 “A study of quality control 

on times series of water level in agricultural reservoir”이라는 주제로 농업용 저수지의 수위

자료에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QC(Quality control)를 적용하였으며, 각 결과를 비교 및 분석하

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김마가 연구원은 “Development of reservoir operation model using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주제로 강화학습을 사용하여 저수지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

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강화학습과 인공신경망 등의 새로운 기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필자는 “Estimating paddy rice yield change considering climate change impact on 

cropping period”라는 주제로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CP 기후

그림 1│네팔의	대통령	Bidhya	Devi	Bhandari의	연설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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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논벼의 작부시기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래의 

논벼의 생산량을 추정하였으며, 소비수량과 관개량 등을 산정하여 미래 농업용수 수요량에 대하여 

전망해보고자 하였다.

발표 후에도 같은 세션의 발표자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연구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묻

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네팔에서 개최한 지역 컨퍼런스인 만큼 네팔의 연구자들이 많이 참석

하였으며, 토론과 진행 등에도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외에도 한국, 인

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호주,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의 연구자가 참석하여 활발한 학문적 교류

가 이루어졌으며, 한국관개배수위원회 (KCID, Korean National Committee on Irrigation and 

Drainage)와 한국농어촌공사 (KRC, Korean Rural Community), 농업 관련 사업 기관인 ㈜태성

스틸, ㈜공간정보에서도 참석하여 발표와 포스터, 부스 등을 진행하였다. 

4. 테크니컬 투어 

 학회의 발표 일정을 마치고, 본 컨퍼런스에서 주최하는 테크니컬 투어가 진행되었다. 네팔의 유명

한 유적지와 사원을 방문하고, 고대 관개시설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으며, 5월 5일부터 6일까지 1

박 2일로 진행되었다. 먼저 카트만두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한 Bhaktapur Dstrict로 이동하여, 

1600년대 후반에 지어진 Raj Kulo 저수지를 볼 수 있었다. 이 저수지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규모

가 크지도, 기술이 뛰어나지도 않지만, 1600년대에 지어져 1900년대까지 유지보수를 거쳐 현재까

지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저수지 답사 이후에는 Bhaktapur city를 방문하여 네팔

의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사원과 유적지를 구경하였다. 2015년 4월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아

그림 2│최진용	교수님	및	연구실원의	학회	발표	모습

국제회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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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복구하지 못한 건물과 사람들의 주거 공간을 보니 마음이 아팠고, 지진 피해 복구가 한시라도 빨

리 진행되어 네팔 사람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라였다. 지진 피해가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네팔만의 독특한 문화가 반영된 건축물과 우물, 목욕탕뿐만 아니라 흙길까지도 

필자에게는 아직까지도 잊지 못할 감명을 주었다.

Bhaktapur District에서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은 Nagarkot 지역에 위치한 숙소로 수려한 히말라

야 산맥의 경관이 보이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일몰 및 일출을 구경하며 네팔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

내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국제회의 소식

그림 3│Raj	Kulo	저수지	모습과	토론하는	테크니컬	투어	참석자	모습

그림 4│우리를	반겨준	Bhaktapur	지역	아이들과	테크니컬	참석자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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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으며 

테크니컬 투어의 마지막 날 밤은 네팔의 히말라야를 포함한 수많은 산맥을 품고 있는 Nagarkot 지

역에 위치한 숙소에서 보내게 되었다. 눈앞에 펼쳐진 웅장한 산맥과 하늘과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

을 주는 구름들을 바라보니 새삼 네팔에 와 있는 것이 실감이 났다. 다음 날 아침까지도 일출을 바라

보며 온몸으로 네팔을 느끼고 온 필자는 아직도 순간순간을 떠올리면 가슴이 뛴다. 공식적인 컨퍼

런스의 일정을 마치고, 근처 보드나트 사원과 파슈파티나트 사원 등을 방문하며 네팔 사람들의 정

서와 네팔 어느 곳에든 보이는 “지혜의 눈”과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필자는 본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의 농업과 수자원을 연구하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학문적 교류뿐

만 아닌 정서적 공유를 할 수 있었다. 기후변화 문제와 물 사용, 농업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기존

의 식량, 물 부족 문제 등까지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며 생각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였으며, 이로써 앞으로 연구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끔 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필자 또한 연구자로서 그간 공부하고 고민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발

표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필자 역시도 다른 연구자들의 발표를 통해 연구 방향에 대한 영감을 

받은 시간이었다. 

그림 5│숙소에서	바라본	일출과	보드나트	사원	모습	

국제회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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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개배수 동향

국내외 지하댐 현황 및 활용

명 우 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kordet@ekr.or.kr

Abstract

Subsurface dam, which is usually using in areas of potential water stress such as arid 

lands, is a kind of underground reservoir to secure additional groundwater resources by 

construction of impermeable cut-off wall in aquifer. Many subsurface dams have been 

constructed in many countries such as S. Korea, Japan, China, India, Kenya and etc. 

There are five agricultural subsurface dams which can be stored 1.5~4.1 million m3 of 

groundwater resources in S. Korea and Okseong subsurface dam was functioned as main 

water sources in drought season of 2017 by supplying 55% of irrigation requirement. In 

case of Miyakojima in Japan, three groundwater dams(Minafuku, Sunagawa, Fukuzato) 

are stored 0.7~10.5 million m3 of groundwater resources. 

1. 서 론

우리나라의 농업용 수리시설은 2012년을 기준으로 총 70,04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저수지 

17,477개, 양·배수장 7,729개, 보 18,108개, 관정 24,033개, 집수암거 2,696개로 구성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7). 이들 농업용 수리시설을 통해 공급되는 농업용수의 양은 2012년을 기준

으로 총 9,810백만 ㎥이며 이 중 지하수 이용시설에 의한 공급량은 밭용수 포함 904백만 ㎥으로 전

체 농업용수 공급량의 10%를 넘지 않는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이러한 단일 수원 위주의 농업

용수 공급 정책은 그동안 수리불안전답 해소를 위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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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2010년 이후 가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안전

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뭄발생빈도는 1904년∼2000년 0.36 회/년이었으나, 2001

년∼2015년 0.67 회/년으로 증가하였다(행정안전부, 2017). 2017년의 경우 주요 대형 농업용 저

수지인 고삼저수지, 금광저수지(이상 경기도 안성시), 예당저수지(충남 예산군), 청천저수지(충남 보

령시)의 저수율이 한때 10% 미만을 기록하는 등 가뭄의 심화에 따른 수자원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까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한발대비 사업은 주로 관정개발, 하상굴착, 들샘개발 등을 위주로 

실시하여 왔으나 일상화되는 가뭄에 대응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이에 따라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

한 수차원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지하댐(subsurface dam)의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도서·해안 지역에 대한 생활용수 확보 방안으로 지하댐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

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국토교통부, 2012), 농림축산식품부는 지표수 중심의 농업용수 공급원

을 분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지하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항구적 가뭄대

책시설로 제안되고 있는 지하수자원 추가확보 시설인 지하댐의 원리, 국내외에서 운영 중인 지하댐

의 이용현황 및 대표적인 국내외 지하댐의 이용특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지하댐의 개념

지하댐은 지하수를 추가 확보할 목적으로 지하수가 흐르는 대수층(aquifer) 내에 인공적인 불투

수성 차수벽(cut-off wall)을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상승시키는 일종의 지하 저수지이다(그림 1, 

관개배수 동향

그림 1│지하수댐의	분류(Nilsson,	1988)

(a)	지하댐 (b)	모래저장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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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지하댐-지표댐의	장단점	비교(농어촌진흥공사,	1996)

구 분 장 점 단 점

지

하

댐

•수몰면적이	없음(지상공간	활용	가능)
•구조물	붕괴위험	없음
•일정	수온	유지
•증발손실이	적음

•조사평가의	어려움
•일시	다량	취수	불가능
•관개시	수온상승시설(온수조)	필요

지

표

댐

•다목적	기능	보유
•일시	다량	취수	가능
•조사평가	용이
•명확한	품질관리	가능

•신규적지	부족
•수몰면적	및	증발손실이	큼
•구조물	붕괴시	대규모	재해	발생
•수질오염	가능성
•토사	유입으로	인한	저수지	용적	감소

분류구분 설    명

목적에

따른

구분

지하수	추가	확보	목적
해수침투	방지형

저류형 유출억제형

차수벽

공법에

따른

구분

주입공법 치환공법 타입공법

저류

형태에

따른

구분

완전지하저류형 일부지표저류형 지표보	병행형

그림 2│지하댐의	분류(농어촌진흥공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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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on and Nilsson, 1986). 지하댐은 해안지역에 설치할 경우 갈수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

수침투(seawater intrusion)를 방지하여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

라 지하수법 제9조의 6에 따르면 지하댐은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가뭄 등에 대비하여 설치하는 

지하수자원 확보시설로 정의된다. 지하댐은 지하수댐(groundwater dam)의 일종이며, 모래저장댐

(sand storage dam)과 구분하여 지하댐은 지표면 하부에 설치하여 지하수의 흐름을 억제하는 시

설이며 모래저장댐은 차수벽을 단계적으로 숭상시킴으로서 퇴적물을 순차적으로 누적시켜 대수층

을 형성시키는 시설이다(그림 1; Nilsson, 1988). 지하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인도 등 

많은 국가에서 적용되어지고 있으며 모래저장댐은 주로 에티오피아와 케냐 같은 아프리카 국가에

서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지하수댐은 모두 지하댐이므로 본고에서는 주로 지하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지하댐에 의해 저류된 지하수는 방사상집수정(radial collector well) 또는 관정(tube well)

과 같은 시설을 통해 취수할 수 있다. 지하댐의 설치는 대수층의 유효공극률(effective porosity) 

즉 비산출율(specific yield)이 크고 두껍게 발달한 충적층 또는 석회암층을 대상으로 하며 지하수

의 함양원이 되는 계곡 하천과 넓은 유역을 필요로 한다. 또한 하상경사가 완만하며 지하댐의 경제

적인 설치가 가능한 협곡부 또는 분지지형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지하댐을 설치할 수 있는 적지 

조건이다.

지하댐은 지하에 고정되어 있어 구조물 붕괴위험이 없고, 증발손실과 수몰면적 없이 추가 물그릇

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저수지에 비해 일시 다량 취수가 어렵고, 물을 가두는 공간이 지

하에 있으므로 조사·평가가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표 1).

지하댐은 크게 설치목적, 설치공법, 저류형태로 분류된다(그림 2). 설치목적에 따른 구분은 기반

암 또는 불투수층까지 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위가 상승하였을 때 지하수 유출을 완전히 차단하

는 저류형, 대수층 일부 구간에 차수벽을 설치하여 일부는 지하댐 하류부로 유출시키는 유출억제

형, 해안가에서 해수(또는 염수, sea water)의 유입을 차단하는 해수침투 방지형이 있다. 설치공법

에 따라서는 시추공을 굴착 후 시멘트 또는 기타 물질을 주입하여 대수층의 투수계수를 낮추는 주

입공법(그라우팅), 지반을 굴착한 후 철근콘크리트나 점토다짐벽을 시공하는 치환공법, 강관파일

(steel pipe pile)이나 시트파일(sheet pile)을 지반에 설치하는 압입공법으로 분류된다. 저류형태

에 따른 유형은 지하수위가 지표면 아래에 유지되도록 설계된 완전지하저류형, 지하댐으로 차수된 

면적 중 일부 지역의 지하수위가 지표면 위로 상승하는 일부지표저류형, 차수벽의 일부를 지표에 

노출시켜 지하댐의 기능과 지표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지표보 병행형이 있다(농어촌

진흥공사, 1996).

관개배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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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지하댐 현황

우리나라의 지하댐은 정부의 농업용수 10개년 개발계획에 포함된 지하수 개발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설치되었다(농업진흥공사, 1982).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댐은 1984

년에 경상북도 상주시에 설치된 이안지하댐이며. 이후 1986년에 남송지하댐(경북 포항시), 옥성

지하댐(충남 공주시), 고천지하댐, 우일지하댐(이상 전북 정읍시)이 준공되어 총 5개의 농업용 지

하댐이 운영되고 있다(표 2, 그림 3). 국내에 가장 최근에 설치된 지하댐은 속초시의 생활용수 공

급을 위해 운영 중인 쌍천지하댐으로 지표수 취수원이 절대 부족한 속초시 생활용수 수요량의 

7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하댐의 저류량은 1,543∼7,300천 ㎥의 규모이며 적용된 

공법은 주로 주입공법 또는 치환공법이다. 우리나라의 지하댐의 설치목적은 지하수의 추가 확보를 

위한 저류형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해안지역에 위치한 남송지하댐과 쌍천지하댐의 경우 해수침

투 방지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다. 또한 설치형태는 6개의 지하댐 모두 완전지하저류형이다.

지하댐에 저류된 지하수를 취수하기 위하여 다량 취수가 가능한 방사상 집수정이 각 지하댐마다 

4∼5기씩 설치되었고, 각 방사상 집수정의 취수량은 3,069∼10,224 ㎥/일이다. 다만 이안지하

댐의 경우 충적관정 3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표 3). 이안지하댐과 고천지하댐은 수

혜구역의 주수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남송지하댐·옥성지하댐·우일지하댐은 보조수원 역할을 하

고 있다.

표 2│국내	지하댐	제원

시설명 위치
준공
년도

용도
설치목적
(시공공법)

수혜면적
(ha)

제장
(m)

제고
(m)

총 저류량
(천 m2)

이안 경북 상주 1984

농업용

저류형 [주입공법+치환공법(콘크리트)] 120 230 4.0 4,143

남송 경북 포항 1986 저류형 및 염수침해 방지 [주입공법] 155 89 18.8 4,017

옥성 충남 공주 1986 저류형[주입공법] 146 482 9.2 2,850

고천 전북 정읍 1986 저류형[치환공법(철근콘크리트)] 134 192 7.5 1,543

우일 전북 정읍 1986 저류형[치환공법(점토다짐)] 99 778 6.7 2,457

쌍천 강원 속초 1998 생활용 저류형 및 염수침해 방지 [치환공법(지중연속벽)] - 840 27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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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국내	지하댐	위치(용환호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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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국내	농업용	지하댐	취수시설	제원(용환호	외,	2017)

지하댐 취수시설
수원공
구분

수혜면적
(ha)

양수량
(㎥/day)

수평집수관 수직우물통(m)

공 길이(m) 직경 심도

이안

교촌 주 39.6 7,488 16 360 3.5 7.5

지산1 주 41.4 10,224 18 350 3.5 7.5

양범1 주 13.5 3,312 8 153 3.5 7.5

양범2 주 14.3 3,888 8 192 3.5 7.5

옥산* 주 6.1 889 - - - -

향교* 주 2.1 509 - - - -

양범3* 주 3 319 - - - -

평균 17.1 3,804 13 264 3.5 7.5

남송

남송1 보조 19 3,500 8 224 3.5 8.8

남송2 보조 37 7,000 13 429 3.5 11.3

남송3 보조 43 8,000 15 555 3.5 9

남송4 보조 26 5,000 20 860 3.5 10.6

용천 보조 30 3,500 13 429 3.5 7

평균 31 5,400 13.8 449 3.5 9.3

옥성

지하1 보조 44 8,400 22 638 3.5 12.4

지하2 보조 35.6 6,800 18 360 3.5 12.4

지하3 보조 20.4 3,900 11 286 3.5 10.7

지하4 보조 46 8,800 24 528 3.5 11.7

평균 36.5 6,975 19 453 3.5 11.8

고천

고천1 주 28 5,240 13 390 3.5 8.6

고천2 주 23.7 4,490 13 650 3.5 9.6

고천3 주 37 6,940 16 560 3.5 9.6

고천4 보조 37 4,890 12 552 3.5 10.9

고천5 보조 8.6 3,550 10 200 3.5 8.9

평균 26.9 5,022 13 470 3.5 9.5

우일

우일1 보조 36 6,452 14 378 3.5 9.1

우일2** 보조 17 3,069 10 290 3.5 8.7

우일3 보조 33 5,927 15 360 3.5 8.9

우일4 보조 13 2,377 10 400 3.5 6.2

평균 24.8 4,456 12 357 3.5 8.2

*충적관정, **폐지시설

관개배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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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지하댐 현황

지하댐은 고대 로마시대부터 이용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강수량이 적고 증발 손실이 큰 

건조기후 지역, 지표수 취수가 불리한 지역 또는 해안지역의 해수침투로 인한 지하수 이용 불리 지

역에서 수자원의 추가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Hanson and Nilsson, 1986). 표 4는 해외 주

요 지하댐의 제원, 시공공법 및 설치목적을 정리한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주로 하천발달이 미

약한 섬지역과 해수침투가 발생하는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지하댐이 설치되었으며, 중국의 경우 과

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위 저하와 해수침투 피해를 방지하고자 산둥성과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지하댐이 설치되었다(부성안 외, 2005). 인도의 경우 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980년대

까지 총 4개의 지하댐이 설치되었으며, 케냐의 경우 Kitui 지역을 중심으로 총 500여개의 소규모 

모래저장댐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설치되었다(Ertsen and Hut, 2009; Quilis et 

al., 2009).

표 3│해외	주요	지하댐	현황(Ishida	et	al.,	2011;	김형수,	2016)

국가 시설명 형태 설치기간
제고
(m)

제장
(m)

총저류량
(×103㎥)

시공공법 설치목적

Japan

Kabashima subsurface 1973, 
1979-1980 24.8 58.5 20 grouting domestic

Minafuku subsurface 1977-1979 16.5 500 700 grouting irrigation

Tsunekami subsurface 1982-1984 21.5 202 73 slurry wall domestic, 
fishery

Tengakuma subsurface 1987-1988 12.5 129 17 grouting domestic

Ryorigawa subsurface 1991 4.2 151.6 42 thin steel sheet flood control

Nakajima subsurface 1991-1992 24.8 88 27 in-situ churning irrigation

Waita subsurface 1991-1992 7.5 105.3 12 slurry wall domestic

Sunagawa subsurface 1988-1993 49 1,677.00 9,500 in-situ churning irrigation

Miko subsurface 1995 39.3 192 23 in-situ churning domestic, 
fishery

Shitoro subsurface 1997 8.5 44.1 18 - domestic

Fukuzato subsurface 1994-1998 27 1,790.00 10,500 in-situ churning irrigation

Kikai subsurface 1993-1999 35 2,281.00 1,800 in-situ churning irrigation

Giiza subsurface 1999-2001 53 969 390 in-situ churning irrigation

Komesu subsurface 1993-2003 69.4 2,320.00 3,460 in-situ churning irr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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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설명 형태 설치기간
제고
(m)

제장
(m)

총저류량
(×103㎥)

시공공법 설치목적

Japan

Kanjin combined*1 1995-2005 52.1 1,088.00 1,580 in-situ churning irrigation

Yokatsu subsurface 1999-2008 67.6 705 3,963 in-situ churning irrigation

Ie subsurface 2004- 55.9 2,612.00 1,408 in-situ churning irrigation

Izena subsurface 2005-2008 14 488.4 238 steel sheet pile irrigation

Okinoerabu subsurface 2007- 48.2 2,414.00 1,085 in-situ churning irrigation

Nakahara subsurface 2009- 55 2,350.00 10,500 in-situ churning -

Bora subsurface 2009- 26 2,600.00 2,200 in-situ churning -

China

Balisha river subsurface -1987 N.A. 756 429 grouting N.A.

Huangshui river subsurface -1995 40.1 5,996.00 53,590 grouting N.A.

Dragon river subsurface -2000 N.A. N.A. 870 grouting N.A.

Jia river subsurface -2001 31 3,890.00 205,000 grouting N.A.

Wang river subsurface -2004 N.A. 13,500.00 53,260 grouting N.A.

Dagu river subsurface -2004 N.A. 2,600.00 384,000 clay wall N.A.

India

Anangana subsurface 1979 5 160 15
plastered brick, 
tarred felt and 
plastic sheet

domestic, 
irrigation

Ottapaiam subsurface 1962-1964 5-9 155 N.A. plastered brick irrigation

Ootacamund combined*1 1981 3.5 N.A. N.A. plastic sheet irrigation

Shenbagathope subsurface/
sand storage 1987 3.5 15 N.A. stone masonry irrigation, 

domestic

Ethiopia
Bombas sand storage 1981 3.8 N.A. N.A. concrete block N.A.

Gursum subsurface 1981 N.A. stone masonry domestic

Burkina 
Faso Nare subsurface 1997-1998 3-11 210 1,800 buried earth dam domestic, 

irrigation

Brazil about 500 dams subsurface 1990s 3-110 N.A. N.A. N.A. N.A.

Kenya about 500 dams subsurface/
sand storage 1990s N.A. N.A. N.A. filled with bricks, 

stones, mortar N.A.

U.S.A. Pacoima Notch subsurface 1988 15.6 165 N.A. rubble masonry N.A.

Thailand Samui island subsurface 2010 30 1,000
∼2,500 13,300 cut off wall domestic, 

irrigation

*1 surface/sub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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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지하댐 설치 및 운영 사례

1. 옥성지하댐

옥성지하댐은 1984년 준공된 이안지하댐 시범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일원

에 설치되었다. 본 지하댐은 유구천으로부터 지표수를 취수하는 동천취입보를 주수원으로 하는 농

경지에 보조수원으로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다. 지하수를 저류하는 기능을 하는 충적층은 모래와 자

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께는 약 10 m 규모이고, 하부에 분포하는 기반암은 중생대 화강암으

로 구성되어 있다. 차수벽은 유구천과 금강이 합류하는 지역 인근에 길이 482 m, 높이 9.2 m의 규

모로 그라우팅 공법을 적용하였다(그림 4). 옥성지하댐 내에 저류된 지하수를 취수하는 시설로 방사

상 집수정 4기(지하1, 지하2, 지하3, 지하4)가 설치되었으며, 계획취수량은 27,900 ㎥/일이다(그림 

5). 본 지구에서는 이들 방사상 집수정으로부터 생산된 지하수가 각각 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용수간

그림 4│옥성지하댐	평면도(공주농지개량조합,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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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서 토출되어 동천취입보로부터 취수된 지표수와 함께 농경지에 공급되는 지표수-지하수 연계 

운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리시설물 모의조작시스템(HOMWRS)을 이용하여 산출된 월별 농업용수 필요수량과 방사상 집

수정의 전기 이용량을 통해 산출한 옥성지하댐 월별 지하수 이용량은 그림 6에 제시하였다(KRC, 

2017). 지하댐의 연도별 평균 가동 기간은 4∼9월이며 이는 본 지구의 주 재배작물인 벼의 재배

기간과 일치한다. 연도별 지하댐 이용량은 2012년 659천 ㎥, 2013년 507천 ㎥, 2014년 70천 ㎥, 

2015년 405천 ㎥, 2016년 36천 ㎥, 2017년 801천 ㎥으로 나타났다.

그림 5│옥성지하댐	지구	주요	취수시설

(a)	동천취입보 (b)	방사상집수정(지하1)

그림 6│월별	옥성지하댐	지구	필요수량	대비	지하댐	이용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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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국내	농업용	지하댐	취수시설	제원(용환호	외,	2017)

연도 구분
수량(천 ㎥)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연간) 4∼6월간

2012

필요수량(A) 28 243 878 273 347 - 1,769 1,149

지하댐 이용량(B) 43 230 214 168 4 - 659 487

B/A(%) 155% 95% 24% 62% 1% - 37% 42%

2013

필요수량(A) 26 108 629 408 557 240 1,967 763

지하댐 이용량(B) - 138 7 67 278 17 507 145

B/A(%) 0% 128% 1% 16% 50% 7% 26% 19%

2014

필요수량(A) 29 211 745 519 251 130 1,885 985

지하댐 이용량(B) 0.2 61 0 9 0 0 70 61

B/A(%) 1% 29% 0% 2% 0% 0% 4% 6%

2015

필요수량(A) 30 261 663 569 774 244 2,541 954

지하댐 이용량(B) 2 179 162 1 62 0 405 342

B/A(%) 6% 68% 24% 0% 8% 0% 16% 36%

2016

필요수량(A) 18 138 762 439 914 254 2,526 918

지하댐 이용량(B) 28 3 0 5 0 0 36 32

B/A(%) 159% 2% 0% 1% 0% 0% 1% 3%

2017

필요수량(A) 31 233 809 322 174 220 1,788 1,073

지하댐 이용량(B) 0 329 240 79 154 0 801 569

B/A(%) 0% 141% 30% 255% 88% 0% 45% 53%

하천수의 고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2012년, 2015년, 2017년 4∼6월 지하댐 이용량은 각각 

487천 ㎥, 342천 ㎥, 569천 ㎥으로 하천수의 고갈이 발생하지 않았던 2013년, 2014년, 2016년 4

∼6월 지하댐 이용량인 145천 ㎥, 61천 ㎥, 32천 ㎥에 비해 현저히 높은 공급량을 보였다(표 5). 다

만 2013년 8월의 경우 278천 ㎥의 지하댐 이용량을 보였는데 이는 당시 월강수량이 112 ㎜로 평년 

8월 강수량인 283 ㎜ 대비 약 4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표수-지하수 이용량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2017년 월별 동천취입보로부터의 지표수 이용량

과 지하댐 상류부에 설치된 방사상 집수정 및 관정으로부터의 지하수 이용량을 분석하였다(그림 

7). 그 결과 본 지구의 2017년 연간 농업용수 필요수량은 1,788천 ㎥, 지표수 이용량은 1,052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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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지하수 이용량은 832천 ㎥(46.5%)으로 나타났다. 실제 가뭄 발생시기인 4∼6월간의 필요

수량은 1,073천 ㎥, 지표수 이용량은 413천 ㎥(38.4%), 지하수 이용량은 590천 ㎥(55.0%)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옥성지하댐은 당초 설치 계획상 동천취입보의 보조수원이었으나 가뭄과 같은 특수

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주수원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자원으로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미야코지마 농업용 지하댐

미야코지마는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남서쪽 약 1,900 ㎞ 지점에 위치한 섬으로 인구는 약 48,000

명이며 사탕수수 재배와 목축업이 주요 산업 기반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약 2,200 ㎜, 연평균 기온 

23 ℃, 최대습도 79%인 온난다습한 기후이나 하천발달이 미약하여 지표수의 취수가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다. 섬의 대부분은 표고 100 m 이하의 평탄한 구릉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야코지마의 주요 수원은 지하수이며, 지하수의 대부분은 지하계곡을 따라 흐르다가 해안 부군에

서 용천된다. 미야코지마의 대수층은 두께 10∼70 m 규모의 석회암이며 기반암은 이암으로 구성

되어 있다(그림 8).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미야코지마에는 총 3개의 지하댐이 건설

되었다. 각 지하댐의 총 저류량은 720∼10,500천 ㎥규모이며 지하수를 취수하기 위한 시설로 설계 

취수량 0.023 ㎥/sec 의 관정이 다수 설치되었다. 관정으로부터 취수된 지하수는 비교적 높은 곳에 

설치된 저류지에 저장되어 농경지에 공급된다(그림 9).

관개배수 동향

그림 7│2017년	월별	필요수량	대비	취수원별	이용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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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미야코지마	지하댐	위치	및	지질단면도(Ishida	et	al.,	2011)

그림 9 │미야코지마	지하댐	농업용수	공급	개념도(ⓒ	Okinawa	General	Bureau	of	the	Cabine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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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은 미야코지마에 설치된 3개의 지하댐 중 하나인 Sunagawa 지하댐의 지하수위를 모니터

링한 결과이다. 지하댐이 설치된 직후인 1993년 8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지하수위를 모니터링

한 결과 지하댐 인근의 지하수위는 5.0 m에서 약 31.7 m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수위 

상승의 영향으로 Sunagawa 지하댐은 총 914 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되었다. 

5. 결 론

농업용수는 재배시기에 맞춰 적기에 공급하여야 하나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의 불확실성이 커

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으로 볼 때 수자원의 추가 확보는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한다. 지

하댐은 대용량의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며 국내에서는 1980년대에 설치되었

다. 이후 지표수 중심의 농업용수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하댐 개발은 잠정 중단되

었다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뭄에 대한 항구적 대안으로서 재조명받기 시작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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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Sunagawa	지하댐	지하수위	관측자료(Uitto	and	Schneid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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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총 6개의 지하댐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지표수 취수원의 보조수원으로 기능하고 있는 옥성지

하댐의 경우 가뭄이 발생한 2017년 4∼6월 동안 필요수량의 55%를 공급하여 가뭄기간 동안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농업용수를 충분히 공급하였다. 하천수 발달이 미약한 섬지역인 미야코지마의 경

우 석회암 대수층에 부존하는 지하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총 3개의 지하댐을 설치하였다. 이 중 

Sunagawa 지하댐은 준공 직후인 1993년 8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지하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

하였고, 이를 토대로 총 914 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에 있어서 지하댐의 추가 설치를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주요한 기술적 과제

는 첫째 차수벽 시공 품질관리, 둘째 대수층 수리·수문 분석, 셋째,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모니터링

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지하댐의 설치를 위한 조사·설계와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하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형 지하댐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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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ICID 관개시설물 유산은 ICID가 100년 이

상의 역사를 가진 관개시설에 대해 각 국가로

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등재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등재를 시작하여 2017년 말 현재

로 전세계 10개국 60개소가 등재되었다. 

이 제도는 2012년 당시 Gao Zhanyi ICID 

회장이 2012년 6월 28일 오스트레일리아의 

Adelaide에서 개최된 63차 국제집행위원회의

(IEC)에서 UNESCO가 인정하는 세계문화유

산처럼 ICID가 역사적인 관개시설물을 인정

하는 제도를 설치하자고 제안함으로써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4년 한국 광주 총회에서 처음

으로 중국, 일본,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등 

5개국의 17개 관개시설물이 등재되면서 시작

되었다.

2017년 까지는 전체 60개소 중에서 일본이 31

개소, 중국이 13개소, 한국이 4개소이고, 태국, 

스리랑카, 호주, 멕시코, 이집트는 각 2개소, 파

키스탄과 러시아는 각 1개소로, 동아시아 3개

국이 80%로 48개소나 된다. 

설치연대로 보면 기원전이 3개소인데 2개소가 

중국이고 멕시코 1개소, 서기 1000년까지 16개

소인데 중국 10개소, 일본 3개소, 한국 2개소, 

멕시코 1개소이다. 기원전에서 서기 1000년까

지 16개소 중 15개소가 동아시아에 있어 이 지

역에서 관개의 역사가 오래 된 것이 증명된다.

시설의 종류로는 보, 저수지, 댐, 관개수로, 관

개조직, 수문 등이고 배수조직, 계단논, 지하

수, 하구언 등이 한 두개 있다.   

ICID 관개시설물 유산과  
한국의 유산 및 후보

김 주 창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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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등재현황

우리나라의 ICID 관개시설물 등재 내용은 

2016년 11월에 태국 Chiang Mai에서 개최된 

ICID 67차 집행위원회의에서 현재 활용 중인 

시설부문에서 수원의 축만제(서호)와 역사적인 

유물부문에서 김제의 벽골제가 우리나라 관개

시설물 중 처음으로 선정되었다.

2017년 10월에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된 ICID 

68차 집행위원회의에서 당진의 합덕제와 수원

의 만석거가 등재됨으로써 전체 4개의 관개시

설물이 등재된 상태이다.

 

표1│ICID	관개시설물	등재	현황(단위:	개소)

국가명 기원전
AD 

0~1000

AD 

1000~1500

AD

1500~1900
계 비고

일본 - 3 3 25 31 보 1, 관개수로 12, 관개조직 13, 저수지 5

중국 2 8 1 2 13
보 5, 관개조직 2, 댐 1, 저수지 1, 하구
언 1, 배수조직 1, 지하수 1, 계단논 1

한국 - 2 - 2 4 저수지 4

멕시코 1 - - 1 2 보 1, 댐 1

태국 - - 1 1 2 댐 1, 수문 1

스리랑카 - - - 2 2 저수지 2

이집트 - - - 2 2 댐 2

호주 - - - 2 2 보 1, 수문 1

파키스탄 - - - 1 1 댐 1

러시아 - - - 1 1 배수조직 1

10개국 3 13 5 3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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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등재 후보 시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지금부터 1000년 전, 

즉 3국시대 또는 그 이전에 설치된 제언으로 

벽골제(碧骨堤), 시제(矢堤), 눌제(訥堤), 황등

제(黃登堤), 청제(菁堤), 수산제(守山堤), 의림

지(義林池), 공검지(恭儉池), 수산제(守山堤) 등

이 나오지만 벽골제, 청제, 의림지, 공검지, 수

산제를 제외하면 모두 그 흔적이 별로 남아있

지 않다. 

세계관계배수 기술

 표 2│우리나라의	ICID	관개시설물	등재	현황

명칭 위치 설치연도 제원
관개유산 

등재연도
비고

벽골제 전북 김제시 330 
흘해왕 21

수원: 원평천
관개면적: 약 10,000ha 2016

축만제 경기 수원시 1799 
정조 23

수원: 서호천
관개면적: 140ha 2016

합덕제 충남 당진시 554~641 
추정

수원: 석우천
관개면적: 720ha 2017

만석거 경기 수원시 1795 
정조 19

수원: 영화천
관개면적: 82ha 2017

계 4개소

 표 3│우리나라의	ICID	관개시설물	등재	가능	시설물

명칭 위치 설치연도 제원/특징 비고

청제 경북 영천시 536년  법흥왕 23 수원: 
관개면적: 134ha 저수지

의림지 충북 제천시 540~576  진흥왕 원년 수원: 하소천
관개면적: 289ha 저수지

공검지 경북 상주시 1195  재축조 수원: 동천
관개면적: 265ha 저수지

선두포언 강화도 1706  숙종 32 강화도 본도(本島)와 화도(華島) 
를 연결한 방조제 간척지

수산제 경북 밀양시 삼국 또는 고려시대 수원: 수산청,
우리나라 최초의 수로터널

저수지
취수터널

계 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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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금부터 1,000년 이전에 축조된 시설

물들은 그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보고 ICID 

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해서 보존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전체로 보아

도 1,000년 이전의 관개시설물로 등재된 것

은 중국(10개), 일본(3개), 한국(2개), 멕시코

(1개)에서 합계 16개에 불과하다.

등재후보 중에서 청제는 지금도 저수지로서 사

용되고 있으며, 제방의 일부와 저수지의 일부

라도 남아있는 것으로는 의림지, 공검지가 있

다. 그리고 선두포언은 방조제로서 선두포신언

절목과 선두포절목이라는 자체 유지관리지침

을 가지고 있고, 수산제는 암반을 터널로 뚫어 

만든 취수터널이 남아있다. 따라서 청제, 의림

지, 공검지, 선두포언, 수산제 등은 등재 후보

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부터 대규모 농업종합개발사업이 시

행되면서 옛날의 시설물 들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등재 후보를 더 찾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관개시설물

들을 발굴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4. 청제(菁堤)

등재후보 중에서 청제는 지금도 저수지로서 사

용되고 있으며, 제방의 일부와 저수지의 일부

라도 남아있는 것으로는 의림지, 공검지가 있

다. 그리고 선두포언은 방조제로서 선두포신언

절목과 선두포절목이라는 자체 유지관리지침

을 가지고 있고, 수산제는 암반을 터널로 뚫어 

만든 취수터널이 남아있다. 따라서 청제, 의림

지, 공검지, 선두포언, 수산제 등은 등재 후보

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부터 대규모 농업종합개발사업이 시

행되면서 옛날의 시설물 들이 대부분 사라졌

기 때문에 등재 후보를 더 찾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관개시

설물들을 발굴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

이다. 

그림 1│청제(청지)와	경부고속도로 그림 2│청제비와	청제중립비		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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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제는 1968년에 경부고속도로 계획에

서 도로가 청제 위를 교량으로 가로질러가도록 

설계되었고 그대로 시공되는 훼손을 당하였다. 

만약 청제가 신라시대의 역사적인 저수지임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면 즉, 비석이 훨씬 오래 전

에 발견되었다면 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석이나 ICID 관개시설물 유산 지정이 역사

적인 관개시설물 보존과 보호에 얼마나 중요한

지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청제를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신청하기에 

타당한 이유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1,500여년 전에 축조된 저수지로 현재도 사

용 중에 있는 저수지이다.

2)  축조시의 기록이 비석의 한쪽 면에 남아있

다(1차 비문).

3)  축조후 262년이 지나 수축한 기록이 원 비

석의 후면에 남아있다(2차 비문).

4)  비석이 절단되고 흙에 묻혀 있던 것을 다시 

세우고, 그 내용 즉 3차 비문을 기록한 새

로운 비석을 세웠다(2차 비문을 기록한 후 

890년).

5)  다시 280년이 지난 후 비각을 지어 현재까

지 50년간 2개의 비석을 보호하고 있다.

6)  청제 시공에 말뚝을 사용하는 공법이 적용

되었다.

7)  1968년 비석의 발견과 함께 알려졌고 이는 

비석이나 ICID 관개시설물유산 등재가 역

사적인 관개시설물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된다. 

5. 의림지(義林池)

의림지는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에 위치하

여 현재도 사용 중이고, 대한민국 명승 20호

로 지정되어 있는 삼국시대의 저수지이다. 벽

골제, 합덕제가 평야지의 낮은 표고에 설치

된대 비하여 의림지는 북쪽 3km 지점에 용

두산(871m 표고)이 있고 약 400m 거리에도 

350~400m 고지가 7개나 있을 정도로 험준한 

계곡에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상류 북

쪽으로 1.6km 거리에 제방높이가 21m인 비

룡담 저수지가 1970년에 완공되어 의림지에 

물을 공급한다.

신라 진흥왕 때 악성(樂聖) 우륵(于勒)이 개울

을 막아 둑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861

년(경문왕 원년)에 현감 박의림(朴義林)이 더 

견고하게 새로 쌓은 것이라고도 한다. 세종실

록에는 제언 길이가 530척이고 논 400결에 물

을 대는 큰 방죽이 제천 북쪽 6리에 있다고 하

였고 문헌비고에는 조선 세조 때 충청도 관찰

사 정인지(鄭麟趾)가 이곳에 와서 3도의 병력 

1,500명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공사를 시행

했다는 기록도 있다. 

의림지는 그 제원으로 유역면적 750ha, 몽리

면적 289ha이며, 제방의 길이 300m, 제방 높

이 15.3m이다. 수심이 깊고 계곡에 위치하여 

평야지대에 위치한 벽골제, 합덕제와는 달리 

모경의 피해는 받은 기록이 없다.

제방에는 1807년(순조 7)에 세운 영호정(暎湖

세계관계배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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亭)과 1948년에 건립된 경호루(鏡湖樓)가 있

고, 의림지 제방 위에 조성된 소나무와 버드나

무 숲이 있다. 주종은 수백 년 묵은 노송이며 

버드나무, 전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등이 함께 

자라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북쪽에 인접

하여 의림지 파크랜드가 조성되어 관광지로서 

유명하다. 

 

의림지를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신청하기

에 타당한 이유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어 역사가 

오래 되었다.

2)  제방 축조에 직경 30~50cm의 통나무를 횡

으로 묻어가면서 화강암 풍화토인 사양토

를 다져서 만든 층이 있었다. 그리고 그 층 

위에는 잔 나뭇가지와 낙엽을 그리고 점토

를 켜로 쌓는 부엽공법을 사용하여 축제한 

것이 홍수로 절단된 제방 단면에서 발견되

었다.

3) 현재도 관개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4)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고 영호정 등 부근의 

경치가 아름답다.

6. 공검지(恭儉池)

공검지는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에 있

는 삼한시대의 저수지로 경북기념물 제121호

이며, 고려사 문헌 기록으로 1195년(명종 25) 

상주사록(尙州司錄)으로 있던 최정분(崔正 )이 

예로부터 있어 오던 제방을 그대로 수축했고, 

제방의 길이는 860보(步)이며, 저수지 너비가 

800보, 몽리면적은 260결이라고 하였다.

또한, 공검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상산

지(1617), 대동지지(1862), 함창군읍지(1899) 

등에도 모두 둑의 길이가 860보로 되어 있다. 

공검지는 전 한성부윤 이채연에 의해 1897~ 

1906 기간에 제방이 헐리고 경지로 변해 있다

그림 3│의림지	평면도 그림 4│영호정(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40  세계 농업과 물

가 1959년에 공검지 상류 서남방 약 3.5km 거

리에 오태저수지(五台貯水池)가 완공되면서 저

수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조선 초에 홍귀달(洪貴達)이 쓴 공검지기(恭儉

池記)에 따르면 축조연대는 언제인지 모르고 

평상시 못의 둘레가 1만 6,647척(尺)이며 이때 

물의 깊이는 4, 5장(丈)이나 된다고 하였다.

이 제방은 토사(土砂)를 판자와 판자 사이에 흙

을 넣고 다지는 판축(板築)으로 하였고, 단면이 

사다리꼴이 되도록 쌓아 올렸다.

현재는 얕은 수심의 저수지를 만들어 10개의 

구획으로 나누고 연이 무성하게 수면을 덮고 

있는 수변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공검지를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신청하기

에 타당한 이유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삼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인정되어 역사가 

오래 되었다.

2)  19세기 말까지 관개용수원으로 사용되었다.

3)  축제방식은 판자와 판자 사이에 토사(土砂)

를 넣고 다짐하며 단면이 사다리꼴이 되도

록 쌓아 올렸다(판축-板築).

4)  현재 역사적 기념물로 수변공원으로 만들어 

잘 관리하고 있다

7. 선두포언(船頭浦堰)

강화도의 서남부에 마니산이 위치하고 있는 화

도(華島) 섬이 있었으며, 이 섬과 강화도 본도 

사이의 바다를 막아 1706년에 설치한 방조제

가 선두포언이다.

선두포언의 축조에 대한 내용은 강화역사박물

관에 소장된 선두포축언시말비(船頭浦築堰始

末碑: 강희46년 정해년(1707) 5월에 세움)에서 

알 수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계관계배수 기술

그림 5│공원화된	공검지	평면도 그림 6│공갈못	옛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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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년(1706) 9월 5일 왕의 허락을 받아 18

일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5월 25일 완료하

였다. 둑의 길이는 410보로 토석으로 축조

하였다. 너비는 47파(把), 높이는 10파, 포구

의 수심은 7파이고, 동쪽 수문의 너비는 15척

(尺), 길이는 20척, 서쪽 수문의 너비는 13척, 

길이는 18척이다.

일꾼은 강화부의 군병, 각 청 소속 모군 및 연

군, 상도면과 하도면의 팔결군 맟 소속 관졸, 

인천, 김포, 풍덕, 연안, 배천의 군병 등 대략 

11만인/일을 동원했다.

들어간 물량은 역량미(양곡) 2천석, 모군의 역

가목(모군의 품삵) 50동(同), 신철 7천근, 이탄 

800석, 생갈(生葛) 3천사리 등이다.”

선두포언 축조는 당시 강화유수 민진원(閔鎭

遠)이 계획하고 완공하였는데 두가지 신공법을 

적용하였다.

첫째는 갯벌에 널판을 깐 후 그 위에 돌을 실어 

운반함으로써 운반작업효율을 크게 높인 것이

다. 갯벌에서 널판이 잘 미끄러지는 현상을 이

용한 것이다. 더구나 선두포언 축조 계획을 왕

에게 보고할 때, 제방을 쌓으면 “건너편을 가는

데 걸리는 20리가 300발(발은 두 손을 옆으로 

뻗은 거리)로 줄어들고 새로 개간할 땅에서 일

천석이 나오니 둔전으로 함이 좋다고 하여 승인

을 받고, 이어서 부역하는 인부들에게 양식을 

보태주고 공사용 돌을 운반할 때 쓸 널판을 500

장 빌려주면 공사 후 온전한 것은 반납하겠다”

고 하여  공사비용이 크게 증가하지도 않았다.

두번째는 칡덩쿨(생갈)로 돌 여러 개를 묶어 제

방을 쌓으니 파도에도 쉽게 휩쓸려가지 않아 공

그림 7│선두포언	위치도	(출처:	해동지도(강도) 그림 8│현재의	부근지도	(선두포언	남쪽에	간척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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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효과가 좋았고 이는 철사로 돌망태를 만들어 

사용하는 현대식 축제공법과 거의 같은 공법이

었다. 조선 말 강화에서 혁신적인 방조제 축제

공법이 개발 이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공사 후의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지

침으로 설치 다음 해인 1707년(숙종 33년) 11

월에 13개 조문의 선두포신언절목을 제정하고, 

10년 후인 1717년(숙종 43년) 6월에는 14개 

조문의 선두포절목을 제정하였다. 조선에서 일

반적으로 저수지에 사용될 제언사목과 제언절

목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선두포라는 특정지구

에 대해 절목을 10년 간격으로 2회 만든 것은 

특수한 경우이다. 

민진원 유수가 재임하고 있을 당시에는 많은 

강화도 주민이 선두포 공사를 위한 부역에 시

달리기도 하였으나 후세에 강화 주민들이 이르

기를 "백년간에 할 일을 2년간에 모두 이룩하였

다“고 칭송하였다고 한다.  

선두포언을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신청하

기에 타당한 이유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300여년 전에 축조된 간척 방조제였다. 지

금은 도로로 사용된다.

2)  축조시의 기록이 비석에 기록되어 있다.

3)  사석의 운반방법에 널판을 사용하는 신공법

이 적용되었다. 

4)  축조방법에 칡넝쿨을 이용한 돌망태 신공법

이 적용되었다.

5)  선두포신언절목, 선두포절목이라는 유지관

리지침을 제정하였다.

6)  선두포언의 축조로 마니산이 있는 화도가 

강화도 본도와 결합되었다.

7)  넓고 평탄한 농지가 확보되고 해일 등의 재

해로부터 보호되었다.

8)  섬이었던 화도와 강화도 본도 사이의 교통

이 개선되었다.

8. 수산제(守山堤)

수산제는 경상남도 기념물 102호로 지정되고, 

경남 밀양시에 위치한 저수지로 삼국시대 또는 

고려시대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증

동국여지승람에는 고려 때 김방경 장군이 일본

정벌에 대비하여 군량미를 이곳에서 비축했다

는 기록이 있고,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제방의 

길이가 728보라고 기록되어 있다. 

낙동강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낙동강이 홍수

로 범람할 때는 방수제의 역할을 하여 내측의 

농지를 침수로부터 보호하고 평시는 물을 저수

하였다가 근처의 농지에 관개용수를 공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산제의 특징은 암반을 파서 만든 취수터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취수터널은 제방

의 밑에 있는 암반을 파서 만든 것으로 우리나

라 최초의 수로터널이라고 할 수 있다. 화약의 

사용없이 일일이 망치와 징으로 파냈다고 볼 

때 그 노력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관계배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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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제를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신청하기

에 타당한 이유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최초의 수로 터널이 잘 보존되어 

있다.

2)  이 터널은 암반에 화약이나 기계의 사용없

이 인력으로 만든 터널이다.

3)  수로터널은 대개 일방향 흐름인데 반하여, 

수산제의 취수터널은 취수문을 닫아서 저수

지 안쪽의 농지를 낙동강 홍수의 범람으로

부터 보호하기도하고, 저수지의 물을 내보

내기도 하고, 저수지 수위가 낮으면 강물을 

끌어들여 관개용수로 사용하기도 하는 양방

향용 수로터널이다. 

9. 결론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벽골제, 축만제, 합덕제, 

만석거 등 4개소의 유산 등재를 마쳤지만 앞으

로 등재 가능성이 큰 관개시설물들을 찾아내어 

조사연구하고 등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는 지정을 통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들의 유지관리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으로 이것들을 지

켜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

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청제, 의림지, 공검지, 

선두포언, 수산제 등은 그 역사적 가치나 기술

적 측면에서도 관개시설물 유산으로서의 자격

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 시설물의 

관리자는 물론이고, KCID도 등재에 노력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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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수산제	취수터널	(우리나라	최초의	관개용	수로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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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업협력 및	개발사례국제농업협력 및	개발사례

해외농촌지역개발	 
『베트남 라오까이 행복사업』 사례소개

김 선 호

한국농어촌공사	차장/전	라오까이	행복프로그램	용역단장

	

1. 사업형성 배경 및 사업 위치도

베트남 라오까이성１)은 2010년~2014년까지 매해 거의 13%에 이르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

으며, 같은 기간 동안 빈곤률이 매해 5% 수준의 급격히 감소하여 2013년에는 22.21%가 되었다. 이

처럼 라오까이성의 사회경제상황이 최근에 급격히 발전하긴 했지만 지형이 복잡하고 대도시 경제

권에서 멀며, 교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경제 기반시설은 아직도 열악하다. 더욱이, 소

수민족이 많은 산악지형이자 국경 인접 지역이라는 근원적 어려움과 함께 당초 경제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최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라오까이성은 여전히 가난하다. 

Resolution30a２)에 의하면 박하, 므엉크엉 그리고 시마까이 군들이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분류되

어 있고 기타 다른 3개의 군들, 즉 사파, 밧삿, 반반군들은 최근 Decision No. 293으로 분류되어 

30A에 속한 군들에게 제공되는 투자액의 70%를 받게 되었다. 라오까이성의 빈곤감소와 농촌개발

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라오까이에 유무상 원조를 제공하여 왔다. 특히, 한국

１)　베트남 지방행정구역은 성, 군, 꼬뮨 등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도, 시·군, 읍·면·동에 해당한다.

２)　베트남전역의 군 중 61개 가난한 군의 빠르고 지속가능한 빈곤감소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No.30a/2008/NQ-

CP) 최빈곤 23개 군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결정문(2013년2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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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라오까이성 종합병원 지원 프로젝트를 통하여 500병상 규모의 병원 신축 및 13.6백만USD

에 달하는 의료장비를 유상지원하였고, 해당 병원은 2013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2014년 1월 17일에는 라오까이 인민위원회와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이 “라오까이 행복프

로그램”의 실행에 관한 합의의사록(RD; Record of Discussion)를 체결했다. 베트남어 명칭은 

“Chương trình Hạnh phúc Lào Cai”으로 한국의 농촌개발경험을 공유하는 본 프로그램은 한국

대사관과  베트남 투자계획부 양자간에 협정서를 교환한 후 2015년부터 시행되어 2018년 2월에 

사업이 완료되었다.

2. 사업개요 및 분야

본 프로그램은 총 6개의 사업부문이 통합 실행되었던 농촌종합지역개발사업이다. 크게 둘로 나누

면 지역사회개발부문(도로, 8개 시범마을, NRD/한국농촌개발경험)과 역량강화부문(교육, 보건, 

그림 1│베트남	라오까이성	위치	및	주요상세

국제농업협력 및	개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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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으로 나뉜다. 첫째로, 지역사회개발부문은 사업대상 4개 군 지역의 28개 면(꼬뮨)에서 

366km의 주요 간선도로와 농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시범마을개발계획에 따라 8개 시범마을의 

사회경제기반시설이나 농업기반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다. 여기에 생계활동에 대한 투자가 이루

어져 8개시범마을 지역민들의 소득 및 생활환개선이 주 대상이다. 한국의 농촌개발경험을 기반한 

NRD교육은 시범사업의 마을주민의 협동단결에 대한 교육을 실행하였다. 둘째로, 역량강화부문은 

인적자원개발의 3개 핵심요소인 교육, 보건의료, 지방행정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사들

을 위한 소수민족(몽족) 언어 교육이 교육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고, 소수민족 학생들의 졸업 

후 주류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소수민족 학생들을 위한 음악, 미술, 무용 등의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보건의료부문은 라오까이성의 전반적인 의료체계 및 공공 보건의

료 체계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며, 지방행정부문은 라오까이성 공무원들

과 한국의 지방행정과 농촌지역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공무원 대상 리더십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

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그림 2│사업	추진분야에	따른	사업목표

국제농업협력 및	개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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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설계 방향근거

베트남정부는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상당하여 자국 농촌경제사회 특성

이 유사하여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일부를 수용하여 신농촌개발정책(New Rural Development 

Policy(NRD), 2010~2020)을 수립하고 19개 목표(상하수도, 전기, 학교, 시장, 생산조직, 교육, 환

경, 빈곤 등)를 정하고 베트남 전국 꼬뮨 단위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NRD정책은 당초

의 기대만큼 그 성과를 내지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사업의 액션플랜 실행은 베트남 자국

의 신농촌개발 프로그램(NRD-New Rural Development Program)에 일치성 (Alignment)있는 

개발협력 방식 적용하여 NRD정책의 방법론을 일부 활용하되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농촌개발경험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1970~1980년대의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은 마을단위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을공동체의 단결과 화합을 중시하여 마을주민들이 마을지형 및 영농특성을 

고려한 기초공공시설물에 자재 등을 집중지원하면서 공동 작업을 원활히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신

교육을 마을공공사업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사업초기에 실시한 베이스라인 조사결과보

고서(IRC, 2016)에 따르면, 베트남이 국가의 중대규모 시설공공사업의 인프라 개발위주의 사업에 

익숙하지만 국가의 중요정책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역량개발강화부문의 사업이 다소 미약하

다는 권고를 수용하여, 본 사업은 주민정신교육을 바탕으로 다양한 훈련, 견학, 워크숍 등 사업액션

플랜의 원만한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역량강화사업에 집중 투자하였다.３) 

4. 사업통합관리 및 사업수혜자   

동 사업단은 사업조정위원회(program steering committee)를 라오까이 지방 인민 위원회의 내에 

법적설립을 요청하였고, 라오까이 측은 사업 액션플랜이 양국정부로부터 승인받았던 시기인 2015

년 하반기에 설립되어, 사업 6개 부문의 실행에 있어 크고 작은 도전과제들을 거의 매분기에 개최된  

사업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 진행하였다. 한편, 사업실행의 공적 파트너인 사업 참여 지방, 군, 면 

공무원 등은 6개 사업부문 주요 일정 등을 공유함으로써,  사업부문별 일정 중복 미연방지 등을 통

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이 되도록 사업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일부 해주었다. 6개부분의 사업부문

３)　역량강화사업이 베트남 북구 소수부족민 마을의 생계자산에 끼친 긍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 김선호, 농촌계획23

권4호, P1

국제농업협력 및	개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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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사업수혜자(총 약5만6천명)와 라오까이 지방 관할 관청(6개국), 4개 군청 및 면사무소, 한국 측

의 프로그램 참여자 등이 아래 표에 설명하였다.   한편, 사업부문간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으로 양 

“지역개발” 및 “역량강화” 분야가 서로 보완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예를 들면 산골마을에 

“도로”가 완성되어 학생들의 통학이 원활해지고 인근 면에 설치된 “보건소” 접근이 향상되어 주민

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며, “8개 마을개발” 주민들은 생산한 농산품을 도매수집상에 싸게 매도할 

필요 없이 상설 인근시장까지 나아가 제값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주민의 생계활동 및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하였다.

5. 사업실행 – 도로분야

라오까이지방 4개 군에 366km 도로건설(28개 꼬뮨, 159개 노선)을 2년내 완공하기 위해 현실 가

능한 계획수립이 필요하였다. 특히 현지특성 및 지역공사여건을 잘 아는 라오까이 정부 측과 실행

체계수립, 자재운반 및 보관방법, 품질관리, 인력동원 현실 가능한 꼼꼼한 계획수립이 필요하였다. 

PMC 사무소 측은 사업초기부터 짧은 기간 내 건설해야 하는 건설 실행체계 구성, 각 참여자의 역

할 분담, 시공에 따른 품질시험, 압축강도시험을 전체노선에 대하여 시행하였으며, 우기, 예산배정 

및 인력동원의 어려워 뒤처진 노선의 공정관리 등을 지방단위 관련공무원과 협업하여 노선별로 자

재반입사항, 현장공무원 및 주민의 참여도 등을 수시로 점검 독려하였다. 

한편 PMC 사무소는 반기별로 품질점검 및 공정관리를 위해 중간워크숍을 진행했으며, 도로 프로

그림 3│통합관리를	위한	사업	참여	체계	및	사업	수혜자

국제농업협력 및	개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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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시행에 관련된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하였다. 워크숍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i). 현재까

지 진행 상황 평가 (ii). 실행을 통한 교훈의 발견 (iii). 향후 계획 수립 등으로 워크숍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도로	중간워크숍	주제

주제1 : 도로 건설현황과 차후 계획보고  - ODA사업관리국(ODA PMU)

주제2 : 품질관리 결과보고 및 품질개선을 위한 제안발표; 교통국(DOT)

주제3 : 우수 공동체의 농촌도로 건설 시행에 대한 경험 및 교훈 공유를 위한 발표

주제4 : 계획 달성을 위한 군 지도자별 다짐 연설

Short meeting 
in Ta Van Chu commune

(BH-TVC-17-1 route)

Slump test
in Ta Van Chu commune

(BH-TVC-17-1 route)

Concrete strength sampling 
in Ta Van Chu commune

(BH-TVC-17-1 route)

Short meeting 
in Na Hoi commune

Slump test
in Thai Giang Pho commune

(BH-TGP-17-1 route)

Concrete strength sampling 
in Thai Giang Pho commune

(BH-TGP-17-1 route)

그림 4│슬럼프시험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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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ing the progress
in Si Ma Cai commune
(SMC-SMC-17-3 route)

Checking the progress
in Nan San commune
(SMC-NS-16-2 route)

Checking the progress
in San Chai commune

(SMC-SC-17-6/17-12 routes)

Checking the progress
in San Chai commune
(SMC-SC-15-2 route)

Short meeting 
in Lung Khau Nhin commune

Checking the progress
in Lung Khau Nhin commune

(MK-LKN-17-2 route)

Short meeting 
in Ta Thang commune

Checking the progress
in Ta Thang commune

(MK-TT-16-1 route)

Short meeting with
Muong Khuong District Official

그림 5│도로건설현장	점검	및	관계자	협의

국제농업협력 및	개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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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실행 – 8개 시범마을 분야

가. 8개 시범마을 선정 및 액션플랜작성

전체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차원에서 8개 시범마을은 마을도로건설  수혜 대상 면(꼬뮨)소재지에 속

한 마을 중에서 선정하였다. 우선, 마을도로 건설 수혜 대상 28개 면소재지 중에서 4개 면을 사전조

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이 4개면에 있는 15개 마을 중을 후보로 놓고, 15개 마을 현지조사 및 

마을지도자 인터뷰, 꼬뮨 공무원 등의 지원태세 등을 고려하여 8개 마을 선정하였다. 

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 중 8개 시범마을 세부과제는 한국의 농촌개발경험에 접목하기 위하여 고

안되었다. 주민들이 자조와 협동을 통하여 마을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정부 등이 토대를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마을개발의 주체가 되도록하였다. 

8개 시범마을 선정을 위해 참여적 농촌평가(Participatory Rural Assesment; PRA)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현황 평가, 니즈 분석 및 마을개발계획 수립 등 전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으로 진행되었으며 8개 시범마을 개발계획수립에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2│시범마을	개발계획	수립	참고	자료

•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 액션플랜 등 관련 문서

•라오까이성 각 군 및 면 사회경제 기본계획 관련 문서

•8개시범마을 선정을 위한 참여적 농촌개발심사 결과

•자연환경(기후 및 토양), 경제 상황과 지역 주민 농업활동 현황

•향후 농산물 수요 및 개발 경향 

•�라오까이성 관련부서 및 유관 기관 의견(ODA PMU, DARD, 농업지도센터, 가축질병센터, 

병해충방제센터) 

•3개군 유관 기관 의견(DARD, 가축질병센터, 병해충방제센터)

•4개면 요청 및 제안 사항

•8개 시범마을 주민 제안 사항

•기타 타 사업에서의 마을개발계획 내용

•전문가팀의 관찰, 조사 및 정보 분석 내용

국제농업협력 및	개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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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는 베트남 국립농업계획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 

NIAPP) 및 라오까이성 관련부서, 4개면과 공동으로 8개 마을 주민들을 참여하에 참여적 농촌심사

를 실시하였고 8개 시범마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마을개발계획 수립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참

여마을주민 뿐만 아니라 사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검토, 회의, 단계별 결정

사항 등을 관련 Stakeholder들이 참여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표 3│시범마을	개발계획수립	업무절차	흐름	

↓ 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 액션플랜 등 관련 문서 연구

↓ 참여적 농촌심사 실시(현황, 문제점, 잠재력, 해결안에 대해 설문조사 등 실시)

↓ 니즈 분석 후 5개년 계획 및 2개년 계획(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 수립

↓ 주민대상 5개년 계획과 2개년 계획에 대한 공청회 실시

↓ 마을개발계획 초안 작성 

↓ ODA PMU 및 DARD에 마을개발계획 초안 발표 및 의견 수렴

↓ 마을개발계획 1차 수정안 작성 

↓ 기타 관련부서, 면, 마을 등에 마을개발계획 1차 수정안 전달 및 의견 요청

↓ 워크숍 개최(1차 수정안 소개) 및 의견 수렴

↓ 마을개발계획 2차 수정안 작성 

↓ ODA PMU 및 DARD 추가 협의

↓ 8개시범마을개발계획 최종안 작성

↓ 8개시범마을개발계획 최종안ODA PMU(사업소)에 제출

↓ ODA PMU 검토 후 승인을 위해 라오까이인민위원회 및 코이카 본부에 최종안 제출

나. 시범마을 – 환경개선 및 농축산시설 분야 

마을주민과 함께 조사협의한 PRA(Participatory Rural Appraisal,농촌평가)를 토대로 선정된 시

범마을내 기반시설인 마을회관, 마을입구 현판, 용수관, 주택 바닥 미장 공사, 마을도로, 쓰레기 소

각장 등이 완료되었고, 배수로, 여수로, 주택화장실 및 세면실 등의 시설물들이 최종 건설되었다. 연

국제농업협력 및	개발사례



Korean National Committee on Irrigation and Drainage  53

국제농업협력 및	개발사례

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주민들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니 자연 사업의 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였

는데 호박 등 신규 소득증대 사업 품목으로 인하여 수요가 생겨난 일부 농작로 등이 추가 사업들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자재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수요발생은  영농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 등이 완성되니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의 의욕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수 있다. 시범마을 주민

들은 행복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많은 수의 가축을 사육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다량의 가축 분뇨

는 주거 환경 악화를 문제를 야기하였다. 기존에 가축 분뇨를 주로 가옥근처에서 말려서 경작지로 

가져가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복프로그램은 뇨 배출구와 퇴비를 제조하는 퇴비장으로 구성

된 축사를 보급하였다. 퇴비장 축사는 마을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우사뿐만 아니라 

돼지사용을 위한 돈사에도 적용하였는바, 용수 부족으로 돈사 청소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 마을에서 

특히 각광을 받았다. 한편, 퇴비장 축사는 기존 축사와 대비했을 때, 사육 가축이 보다 청결한 환경

하고 덜 습한 공간에서 사육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축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질병 발생

율도 낮출 수 있었다.   

그림 6│농축산	시설분야	활동	모습

Support of animal Sheds and Tanks for 
Treatment of Dung Support of male and female Buffaloes

Support of Grass Seedlings variety VA06
and Fermented F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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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범마을 – 영농축산 분야 

축산분야 참여농가는 마을회의를 통하여 자기부담금, 축사, 목초지, 빈곤층 여부 등 일정 기준에 따

라 가급적 마을전체가구가 형편에 맞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최종 참여농가는 현장 실

사를 통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선정되었으며, 각 농가는 40~60%의 투자금을 부담하였다. 

2016년 농촌개발국 축산센터를 통하여 농가에 지원될 물소를 구매하도록 하였다. 축산센터는 라오

까이와 뚜엔꽝성 지역의 물소공급업체들을 선정하고, 구매가 협상 및 구매 과정을 지원하였다. 아

울러, 구매 고려 대상 물소들의 질병 진단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였다. 2016년 상대적으로 먼 

지역으로부터 라오까이성 축산검역센터의 구매대행의 형태로 구입된 물소들은 환경 적응에 어려움

을 겪어 일부에서 성장이 더딘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의 교훈을 토대로 2017년

에는 라오까이성, 군, 면 축산담당 공무원 및 마을축산담당자의 지원 하에 농민들이 직접 물소를 고

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소영농모델은 자기분담금, 축사, 목초지, 빈곤여부 등의 영농모델 

참여농가 선정 기준을 수립하고, 마을회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출한 후 PMC의 현장 실사를 거쳐

서 최종 선정되었다. 기존 방목방식의 사육방식의 개선을 돕기 위하여 8개 시범마을 축산영농모델 

농가들에게 2ha 재배 물량분인 총 14톤의 목초(VA06) 묘목이 지원되었다. 해당 목초는 먹이기 용

이하고 영양분이 풍부하다. 농가들은 사육 물소와 소에게 목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목초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목초 이외에도 풀, 땅콩, 콩 등의 발효사료 제조 및 사용에 대한 기술지도 및 

부자재 등을 지원하였다. 시마까이군 사이산핀 마을 주민들은 겨울철 사료용으로 약2.8톤의 고 영

양 사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일차로 가축사육환경개선을 위해 농축산시설 개보수사업

을 완료한 후, 지역 생육환경, 시장 등을 고려한 다양한 농축산활동으로 점차 주민들의 향상된 생활

환경 및 생계자산이 서서히 나아졌다.

그림 7│영농(신품종)	및	토속주	소득증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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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범마을 – 소액금융활동

마을주민들의 다양한 생계활동 기초자금에 활용할 소액금융 사업을 위해 약 12만불을 편성하여 초

기엔 지방단위 여성연맹과 협의 시행하다가 사업종료시기엔 마을 자조 형 소액금융 사업방식으로 

전환, 정착시켰다. 사업초기에는 지방단위 여성연맹을 주요 소액금융관리역할을 위탁하였고, 사업 

중반이후에는 점차, 면단위 여성연맹 공무원의 기술 지원 하에 마을개발위원회 내에 신용기금 담당

자를 반복 교육하고  대출 농가 선정 등 제반 운영에 대한 의사 결정 및 기금운영관리의 역할을 등을 

마을전체 회의 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마을기금관리는 회장, 회계인, 출납인 

등 3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 관리하며, 각 면의 여성연맹공무원의  관리지원 하에서 운영하도록 

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토록 노력하였다. 한편 매월 회수 이자의 일부(20%)를 기

금에 적립하도록 하여 기금의 건정 성 도모하고 대출 가능분야를 소득증대 분야로 대체로 한정하여 

기금안정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림 8│영농(감자	등)	및	마을회의	모습

그림 9│소액금융	워크숍	활동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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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 언

현재 베트남에서 국가정책으로 진행 중인 신농촌개발정책(NRD)에 관한 국가목표프로그램(NTP-

NRD)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책 실행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은 한국의 농

촌개발경험에 기초하여 NRD정책의 기존전략을 수용, 활용하되 NRD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

단하는 주민들의 자조와 참여를 유발하고 초기엔 농축산시설물, 공공형 마을시설(도로, 관개, 마을

회관, 주거환경개선 등), 주민개발위원회 및 마을주민들의 다양한 역량강화훈련를 통해 점차 주민

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마을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소득증대사업은  참여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빈곤감소를 더욱 개선시키게 되었다.  본 사업은 6개사업부문 약 5만6천여명의 사업관련참여자들

이 3년간 사업기간중에 제1차년도에 사업의 계획, 실행체계, 전략수립 등에 집중하고 제2, 3차년도

에 사업 시행으로  본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두 개의 축으로 먼저, “지역사회개발부문”은 사업대상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28개 면(꼬뮨)에서 159개 구간, 366km의 주요 간선

도로와 농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또한 시범마을개발계획에 따라 8개 시범마을의 사회경제기반

시설이나 농업기반시설을 개보수, 다양한 소득증대활동 등을 위한 농축산 영농훈련프로그램을 운

영하였다. 여기에 주민주도의 소액금융운영, 생계활동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8개시범마을 지역

민들의 소득이 제고되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었다. NRD교육은 한국의 농촌개발경험을 우리와 유

사한 문화와 경제사회패턴을 가진 베트남 라오까이 지방에 다양한 훈련과 강의를 실시하여 주민의 

자신감, 자존감을 일깨워주었다. 이 교육은 앞서 설명한 마을도로건설과 소득증대활동을 본격적으

로 시작하기에 앞서 라오까이지방 정치지도자를 포함하여 사업 참여 마을주민까지 전 방위로 진행

하였다. 

“역량강화부문”은 인적자원개발의 3개 핵심요소인 교육, 보건의료, 지방행정으로 구성, 추진되었

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사들을 위한 소수민족(몽족) 언어 교육이 교육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

고, 소수민족 학생들의 졸업 후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 갈수 있도록 진로상담, 음악, 미술, 무용 

등의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사업에 참여하였던 교사, 학생 등 모두가 사업성과에 만

족하였다. 보건의료부문은 라오까이성의 전반적인 의료체계 및 공공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역량강

화, 8개 마을 건강새마을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마을단위 사업중 이유식클럽은 

가족친화, 가정 내 여성존중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보았다. 

“지방행정부문”은 라오까이성 공무원들과 한국의 지방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공무원 대상 리더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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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에 대한 공공행정서비스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

다고 본다. 6개의 사업부문이 하나의 사업 공동목표를 위한 통합관리가 쉽지 않았지만 사업초기 설

립된 사업조정위원회의 역할과 통합기능, 지방행정부의 리더십과 다양한 업무협의 및 협의를 통해 

사업참여 주 당사자들의 사업전략, 실행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하였기에 당초 사업의 

목표달성을 가능하였다고 본다. 동 사업의 결과가 라오까이성 정부 타 지역에 지속성을 갖고 베트

남 전역에 전파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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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배	증가에	대비한	논 배수체계 개선 방안
Directions for improving drainage system in paddy field corresponding to expansion of 
greenhouse farming

신 안 국(Shin, An kook) _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주임연구원(2070161@ekr.or.kr)

요 약

본 연구는 논에서 시설재배지가 확대되면서 기존 배수시설물의 홍수배제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홍수량 변화 파악을 위해 진주 지역의 시설재배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진주관측소를 활용하여 확률
강우량을 산정하였다. 논에서의 시설재배지가 벼 재배지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비닐 등 시설에 의해 강우가 
토양에 접하는 면적이 크게 감소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유효강우량에 차이를 주며 홍수량 산정 과정에서 유출곡선지
수(CN) 값의 차이로 홍수량이 증가하게 된다. 대상지구에 대해 5개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홍수
량 산정 결과 당초 벼 재배지였을 때 보다 5.2%∼54.4%까지 홍수량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홍수
량의 증가는 기존 배수로의 홍수배제능력 감소를 수반한다. 대상지구의 배수로 단면을 검토해본 결과 기존 배수로보
다 8.4%∼36.5%까지 통수단면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에서 시설재배지가 증가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원활한 배수를 위해 배수로 확장 등의 사업이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시설재배지, 유출곡선지수, 첨두홍수량, 배수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flood drainage capacity of existing drainage 
facilities as the greenhouse farming grows in the rice fields and then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flood volume, the facility area of Jinju area was used and 
the probability rainfall was calculated by using Jinju ASOS.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eenhouse farming sites in the rice field and the rice field sites is that the area of rainfall to 
the soil is greatly reduced by the greenhouse farming. This point differs from the effective rainfall 
and the flood volume increases due to the difference of the outflow curve number(CN). This study 
analyzed five scenarios for the target district. As a result of the flood volume calculation, it was 
found that the flood volume increased from 5.2% to 54.4% when compared with the rice field. 
This increase in flood volume is accompanied by a reduction in the flood discharge capacity of the 
existing drainage channel.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ross section of the drainage line of the 
target district, it was found that the cross section was required to be 8.4% ~ 36.5% larger than the 
existing drainage line. For the areas where the greenhouse farming has increased in the paddy 
field, projects such as drainage expansion need to be implemented promptly in order to smooth 
drainage.
Key words: greenhouse farming, curve number, peak flood, drainage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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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작물에 대한 적정 수분 공급은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생산성 증대를 이룰 수 있게 한다. 그러

나, 홍수에 의한 과잉 수량은 작물 생육환경을 악화시키고 작물의 생산성 저하 등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작물 생육의 적정 환경을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과잉 수량을 배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배

수라 하며, 이를 위해 구축한 시설물을 배수시설물이라 한다. 

논에서의 배수시설물은 주로 농경지 조성,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등을 통해 구축과 시설확장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자체에서는 논에서의 농작물에 대한 최적의 생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배수시설물을 구축해오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전국에 68,390km(공사 관할 

35,942km)의 배수로를 구축하였으며, 배수장은 1,181개소(공사 관할 915개소)를 구축하여 농경

지에서 신속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1│배수시설물	구축	현황

시설물 구분 단위 전체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배수로 계 km 68,390 35,942

남송 토공 km 46,067 27,401

옥성 구조물 km 22,323 8,541

고천 계 개소 1,181 915

우일 배수장 개소 1,055 808

쌍천 양배수장 개소 126 107

※출처	:	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연보(농림축산식품부,	2017.12)

논에서 구축되는 배수시설물들은 대부분 대상작물을 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규모를 

결정하고 설계 및 시공을 해왔다. 논의 경우 벼농사를 위해 최적화되어 구축된 농지이기 때문에 그

동안 대상작물로 벼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논 지역에서 시설재배 등 타작물의 재배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영

관개배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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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패턴의 변화 파악을 위해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그림1에서와 같이 2000년 이후 논에서 밭으로의 

전환면적이 밭에서 논으로의 전환면적보다 훨씬 큰 상황이며, 그 차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에는 논에서 밭으로의 면적변화가 매년 20,000ha이상으로 상당한 크기의 면적이 밭

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에서 밭으로의 전환없이 논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비율도 살펴보면, 전체 논 면적을 100%로 보

았을 때 벼를 생산하는 면적 비율이 1990년대 이후 90%이하로 접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6

년에는 83.8% 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에서는 2020년 

까지 논에서의 시설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에서의 영농패턴 변화로 인해 그동안 논에서 구축된 배수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배수시설물 설계의 기본 전제였던 대상작물이 벼에서 벼+타작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배수시설물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벼는 침수가 발생해도 일부 침수를 허용(24

시간 침수심 30cm)하고 있으나, 타작물은 일부 침수만으로도 생산량이 급감하고 경제적 피해도 훨

씬 크기 때문에 배수시설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작물 재배를 위해 시설

하우스 등 시설재배 확대되면서 유역내 유출량의 변화도 예상되며 이에 따라 논에서의 배수에 미치

는 영향이 달라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논에서 영농패턴 변화로 인해 해당 유역의 홍수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

고, 현재의 배수시설물 중 배수로를 기준으로 규모의 적정성 여부와 개선 사항들을 분석하였다.

관개배수 논문

그림 1│연도별	논-밭	전환	면적 그림 2│연도별	논	내	벼	재배	비율

※	출처	:	용수이용	다변화를	위한	수리시설물	리모델링	연구	

(한국농어촌공사,	2017)

※	출처	:	용수이용	다변화를	위한	수리시설물	리모델링	연구	

(한국농어촌공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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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논에서의	시설재배면적	변화

구   분 2007년 2011년 2016년 2020년

논 시설재배 면적 (천ha) 47 58 60 61

논 시설재배 용수 수요량 (백만㎥) 371 456 470 481

단위용수량 (㎜) 789 786 783 788

※출처	: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2015∼2024(농림축산식품부,	2014)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논에서 시설재배지가 증가한 지구를 선정하여 홍수량을 산정하여 논이었을 때와 비

교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현재 구축되어있는 배수로의 시설 규모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1 대상지구 선정

홍수량 분석을 위해 자료 취득이 용이한 배수개선 기본설계 대상지구 중 실제 논에서 시설재배

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를 조사하였으며, 경상남도 진주시 일원을 대상지구로 선정하였다. 총 유

역면적은 387.0ha로 토지이용상태는 농경지(답, 전) 236.7ha, 임야 84.1ha, 과수원 7.3ha, 기

타 58.9ha이며, 농경지 236.7ha 중 논은 109.8ha(46.4%), 시설재배지는 99.4ha(42.0%), 밭 

27.6ha(11.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대상지구는 논 지역의 약 50%가 시설재배지로 전환된 상태

임을 확인할 수 있다. 

2.2 홍수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배수시설물의 홍수량 산정은 실무에서는 유역구분→설계강우량 산정→유출곡선지수 산정→홍수도

달시간 산정→홍수량 산정 순으로 이루어진다. 

논에서의 영농패턴이 변화하였을 때, 홍수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홍수량 산정 과정 중 “유

출곡선지수 산정” 부분에서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유효우량이란 강우량 중 지상에 도달한 량으

관개배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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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침투 손실을 뺀 값을 의미하며, 산정방법에는 일정비법, 일정손실률법, 초기손실-일정손실

률법, 침투곡선법, SCS법, 유출량 실측 방법 등이 있다. 유출량 실측 방법이 가장 정확한 유출량 산

정이 가능하나 장기간의 실측자료가 존재하는 계측유역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일반적인 무계측유역

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배수개선사업에 SCS법을 적용하여 유효우량

을 산정하고 있으며, 총 우량과 유효우량과의 관계는 식(1)과 같다. 

  (1)

여기서,  : 강우지속기간동안 총우량(㎜)

  : 강우초기의 손실(㎜),   = 0.2  

  : 유역의 최대 잠재저류량(㎜)

  : 총우량 P로 인한 직접유출량

강우초기의 손실을 식(1)에 대입하면 식(2)가 된다.

  (2)

식(2)는 강우 시점부터 임의시간까지 내린 누가우량 P에 따른 직접 유출량이며 Q는 P와 S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식 (2)의 S는 직접 유출능력을 표시하는 유출곡선지수(CN)와 식(3)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3)

따라서 유출곡선지수(CN)값을 통해 최대 잠재 저류량 S를 구할 수 있어 누가우량 P에 대한 직접유

출량과 유효우량을 산정할 수 있다.  

유출곡선지수(CN)는 유역의 토지이용 및 토양구분에 따라 유역의 유출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서 수문학적 토양형은 Type A, B, C, D의 4가지로 구분되며 토양의 함수상태에 따른 선행토양함수

조건(AMC : Antecedent Soil Moisture Condition)은 Ⅰ, Ⅱ, Ⅲ의 3개 조건으로 구분된다. 실무에

서는 홍수기에 토양이 거의 포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AMCⅢ을 쓰고 있다. 일반적으로 AMCⅡ조

관개배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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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토양-피복형별 유출곡선지수를 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AMC별 CN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식(4), (5)를 통해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4)

  (5)

일반적으로 논 유역에서는 CNⅡ값으로 79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재배지역에 대해서는 명

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배수편, 농림부)에는 

비닐하우스 지역에 대해서 토양군 구분 없이 CNⅡ 97∼98을 제시하고 있으나, 설계홍수량산정요

령(국토해양부)에서는 토양군에 따라 CNⅡ를 A군 76, B군 85, C군 89, D군 91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림 3, 4와 같이 실제 시설재배지를 조사해보면 논 전체에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

고 있고, 강우 배출을 위해 하우스 천장에서 배수로로 직접 떨어지도록 배수 유도시설을 갖추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시설재배지의 경우 유리, 비닐 등에 의해 강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

고, 강우가 직접적으로 토양과 맞닿는 면적이 극히 작은 상황으로 토양군에 따른 구분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배수편, 농림부)의 97

∼98과 설계홍수량산정요령(국토해양부)의 D군 91을 대상으로 홍수량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림 3│시설재배지	현황 그림 4│시설재배지	배수(배수로로	직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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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상지구 기초자료 분석

대상지구에 대해 그림 7과 같이 배수체계를 바탕으로 6개의 소유역으로 구분하였다. 강우량의 경우 

대상지구는 Thiessen Network상 진주기상관측소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설계자료를 참고

했을 때  진주관측소의 강우량 자료를 채택하였다. 최근 30개년(1988∼2017) 강우기록치를 이용

하여 제1형 극치분포(Gumbel Type)형의 빈도분석을 통해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배수관련 설

계기준에 의하면 침수분석을 위해서는 20년 빈도 임의지속 48시간 강우량을 확률강우량으로 하고 

있고, 배수로 단면 계획은 20년 빈도 임의지속 24시간 강우량을 확률강우량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

는 배수시설물 중 배수로를 기준으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20년 빈도 임의지속 24시간 강우

량을 확률강우량으로 적용하였다. 

그림 5│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배수편,	농림부) 그림 6│설계홍수량산정요령(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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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도달시간(Tc)은 논 유역인 경우에 Kerby공식과 배수로 평균허용유속공식을 적용하였고 일반

유역 중 산지부의 경우는 California 도로국 공식, 평야부의 경우는 배수로 평균허용유속공식을 적

용하여 산정한 다음 합산하여 적용하였다.

유출곡선지수(CN)는 본 연구의 핵심 분석 요소이기 때문에 홍수량의 다양한 비교를 위해 5개의 시

나리오로 나누어 각 시나리오 별로 산정하였다. 각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하면, 시나리오 1은 논 구

역이 전부 벼 재배지였을 때로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2는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면적을 적용

하되 시설재배지는 설계홍수량산정요령(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CNⅡ 91을 적용하였고, 시나리오 

3은 시나리오 2에서 시설재배지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배수편, 농림부)의 CNⅡ 

98을 적용하였다. 시나리오 4, 5는 논 구역 전부 시설재배지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고 시설재배지

에 CNⅡ 91을 적용한 것을 시나리오 4, CNⅡ 98을 적용한 것을 시나리오 5로 하였다. 시나리오 2

와 3은 현재 시점에서 유출곡선지수 기준값에 따른 홍수량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설정하였고, 시

나리오 4와 5는 앞으로 영농패턴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논에서 시설재배지가 

최대일 때를 산정하여 시나리오 1처럼 전체가 논이었을 때와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는지 비교 분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렇게 홍수량 산정을 위해 산정한 대상지구 기초자료 값은 표 4.와 같다.

그림 7│대상지구	유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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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빈도별	확률강우량(Gumbel법)

관측소 수록기간 임의시간 20년 30년 50년 70년 100년 비고

진 주
1988∼2017

(30개년)

1440분 287.1 308.3 334.9 352.4 370.8

2880분 340.1 365.9 398.1 419.2 441.6

표 4│대상지구	기초자료	분석	결과

구 분 소유역
유역
면적
(ha)

설계강우량(mm) Tc CNⅢ

적용빈도 강우량 (hr)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

금 호

소유역1 111.1 20년 1440분 287.1 0.37 90 90 90 91 92

소유역2 55.6 〃 〃 0.67 90 92 94 95 99

소유역3 52.4 〃 〃 0.57 90 93 95 95 98

소유역4 50.9 〃 〃 0.27 89 91 91 93 95

소유역5 46.9 〃 〃 0.57 89 94 96 95 99

소유역6 70.1 〃 〃 0.22 88 88 88 89 90

표 5│시나리오	구분

구 분 소유역
유역
면적
(ha)

벼재배
면적
(ha)

시설재배
면적
(ha)

시설재배논
면적 비율

(%)

시설재배지 
유출곡선지수

적용
비고

시나리오1

소유역1 111.1 11.7 - 0 -

소유역2 55.6 53.4 - 0 -

소유역3 52.4 49.6 - 0 -

소유역4 50.9 32.7 - 0 -

소유역5 46.9 46.7 - 0 -

소유역6 70.1 15.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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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유역
유역
면적
(ha)

벼재배
면적
(ha)

시설재배
면적
(ha)

시설재배논
면적 비율

(%)

시설재배지 
유출곡선지수

적용
비고

시나리오2

소유역1 111.1 11.7 - 0 91

소유역2 55.6 28.7 24.7 46.2 91

소유역3 52.4 21.7 27.9 56.3 91

소유역4 50.9 20.8 11.9 36.4 91

소유역5 46.9 11.8 34.9 74.7 91

소유역6 70.1 15.1 - 0 91

시나리오3

소유역1 111.1 11.7 - 0 98

소유역2 55.6 28.7 24.7 46.2 98

소유역3 52.4 21.7 27.9 56.3 98

소유역4 50.9 20.8 11.9 36.4 98

소유역5 46.9 11.8 34.9 74.7 98

소유역6 70.1 15.1 - 0 98

시나리오4

소유역1 111.1 - 11.7 100 91

소유역2 55.6 - 53.4 100 91

소유역3 52.4 - 49.6 100 91

소유역4 50.9 - 32.7 100 91

소유역5 46.9 - 46.7 100 91

소유역6 70.1 - 15.1 100 91

시나리오5

소유역1 111.1 - 11.7 100 98

소유역2 55.6 - 53.4 100 98

소유역3 52.4 - 49.6 100 98

소유역4 50.9 - 32.7 100 98

소유역5 46.9 - 46.7 100 98

소유역6 70.1 - 15.1 10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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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3.1 대상지구 시나리오별 홍수량 산정결과

표 5와 같이 5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대상지구의 홍수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무에서 배수개선사업

에 활용하고 있는 RMS모형을 적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RMS(River Modeling System for small agricutural watershed)모형은 수리시설물의 최적규모

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홍수량 분석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FAS(배수개선홍수분석

시스템)모형을 전신으로 하여 개발되었고 유역의 지형조건에 따라 유역특성변수를 고려할 수 있으

며, 논 유역의 유출특성을 고려한 홍수량 분석이 가능한 홍수량 산정모형이다. RMS모형에서  기

본적으로 강우분포율은 “한국확률강우량도 작성(건설교통부, 2000)”의 IDF곡선을 적용하고 있으

며 앞서 설명한 SCS법을 적용하여 유효우량을 산정하여 직접유출량을 계산하였다. 단위도는 ‘특

정 단위시간 동안 유역 전반에 걸쳐서 균일 강도로 균등하게 내리는 단위 유효우량으로 인해 발생

하는 직접유출수문곡선(정종호, 수자원설계실무)’이라고 정의 되는데, RMS모형에서는 SCS 무차

원단위도가 적용된다. SCS 무차원단위도는 미국 토양보존국(Soil Conservation Service)에서 수

많은 실측 자료를 토대로 합성 단위도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단위도의 첨두유량 와 첨두유량의 

발생시간 를 기본적인 유역특성자료로 결정한 후 합성 단위도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본식은 식

(6), 식(7)과 같다.

  (6)

  (7)

여기서  : 단위유효우량(직접유출량)

  : 1mm 유효우량시 첨두유량(㎥/sec)

  : 강우시작부터 첨두유량까지 시간(hr)

  : 감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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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본식 중 식(6)을 SI단위계로 바꾸어 로 전환하면 식(8)과 같이 유역에서의 대표적 단위도의 

특성변수가 유도된다. 또한 첨두유량 는 단위유효강우에 대한 지속시간(D)의 함수로 식(9)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다시 유달시간( )과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8)

  (9)

  (10)

여기서  tc : 유달시간(hr)

            A : 유역면적(㎢)

따라서 SCS 무차원단위도에서는 위의 단위유량도를 보조하기 위하여 미국 내 여러 지방의 단위유

량도를 분석하여 세로좌표에 / , 가로좌표에 / 로 나타내어 와 가 구해지면 단위유량도를 

합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RMS모형을 적용하여 대상지구의 시나리오 별 홍수량을 산정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결과를 살펴

보면 영농패턴변화로 논에서 시설재배가 늘어나면서 첨두홍수량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당연

히 시설재배지 증가로 인해 유출수문곡선(CN)가 커지면서 나타난 첨두홍수량의 증가는  결과이나,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결과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흥미로운 결과라 하겠다. 특히, 소유역5의 

경우 유역에서 차지하는 시설재배지 면적이 74.4%를 차지하고 있어서 홍수량의 증가에 큰 영향을 

주었다. 시나리오1 대비하여 시나리오2는 25.3%, 시나리오3은 36.7%, 시나리오4는 30.4%, 시나

리오5는 5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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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시나리오	별	홍수량	산정	결과

구 분 소유역
유역 면적

(ha)

설계강우량(mm) Tc
CNⅢ

첨두홍수량
비고

적용빈도 강우량 (hr) (㎥/s)

시나리오1

소유역1 111.1 20년 1,440분 287.1 0.37 90 19.4
소유역2 55.6 〃 〃 0.67 90 9.6
소유역3 52.4 〃 〃 0.57 90 9.1
소유역4 50.9 〃 〃 0.27 89 8.8
소유역5 46.9 〃 〃 0.57 89 7.9
소유역6 70.1 〃 〃 0.22 88 11.1
유역합성 58.2

시나리오2

소유역1 111.1 〃 〃 0.37 90 19.4
소유역2 55.6 〃 〃 0.67 92 10.4
소유역3 52.4 〃 〃 0.57 93 10.5
소유역4 50.9 〃 〃 0.27 91 10
소유역5 46.9 〃 〃 0.57 94 9.9
소유역6 70.1 〃 〃 0.22 88 11.1
유역합성 63

시나리오3

소유역1 111.1 〃 〃 0.37 90 19.4
소유역2 55.6 〃 〃 0.67 94 11.2
소유역3 52.4 〃 〃 0.57 95 11.4
소유역4 50.9 〃 〃 0.27 91 10
소유역5 46.9 〃 〃 0.57 96 10.8
소유역6 70.1 〃 〃 0.22 88 11.1
유역합성 65.4

시나리오4

소유역1 111.1 〃 〃 0.37 91 20.4
소유역2 55.6 〃 〃 0.67 95 11.6
소유역3 52.4 〃 〃 0.57 95 11.4
소유역4 50.9 〃 〃 0.27 93 11.4
소유역5 46.9 〃 〃 0.57 95 10.3
소유역6 70.1 〃 〃 0.22 89 11.9
유역합성 67.8

시나리오5

소유역1 111.1 〃 〃 0.37 92 21.7
소유역2 55.6 〃 〃 0.67 99 13.4
소유역3 52.4 〃 〃 0.57 98 12.9
소유역4 50.9 〃 〃 0.27 95 12.9
소유역5 46.9 〃 〃 0.57 99 12.2
소유역6 70.1 〃 〃 0.22 90 12.7
유역합성 76.3

※	출처	:	“기후변화에	대응한	배수개선기술	고도화	연구”	미게재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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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시나리오	별	첨두홍수량	변화

소유역1

소유역3

소유역5

유역합성

소유역2

소유역4

소유역6

※	출처	:	

“기후변화에	대응한	배수개선기술	고도화	연구”	미게재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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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출곡선지수(CN) 적용 기준에 따른 홍수량 비교

영농패턴변화에 따른 홍수량 산정에 있어서 유출곡선지수(CN) 적용 기준값의 비교를 위해 시설재

배지에 대하여 설계홍수량산정요령(국토해양부, CNⅡ 91)을 적용한 시나리오2, 4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배수편, 농림부, CNⅡ 98)을 적용한 시나리오3, 5의 결과를 각각 비교해보

았다. 물론 유역면적에 따른 논의 면적비율, 그리고 논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시설재배지의 비율에 

따라 홍수량의 값은 차이가 있겠으나, 대상지구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을 적용했을 때 설계홍수량산정요령을 적용했을 때 보다 6.4%∼18.5%까지 첨두홍수량이 

더 크게 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첨두홍수량의 증가는 배수로의 규모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로 유출곡선지수(CN) 적용 기준값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7│시나리오	별	첨두홍수량	증가율

구 분 소유역
면적(ha)

CNⅢ
첨두홍수량

비고
유역 시설 (㎥/s) 증가율(%)

소유역1 시나리오4 111.1 11.7 91 20.4 6.4
시나리오5 111.1 11.7 92 21.7

소유역2 시나리오2 55.6 24.7 92 10.4 7.7
시나리오3 55.6 24.7 94 11.2
시나리오4 55.6 53.4 95 11.6 15.5
시나리오5 55.6 53.4 99 13.4

소유역3 시나리오2 52.4 27.9 93 10.5 8.6
시나리오3 52.4 27.9 95 11.4
시나리오4 52.4 49.6 95 11.4 13.1
시나리오5 52.4 49.6 98 12.9

소유역4 시나리오2 50.9 11.9 91 10 0
시나리오3 50.9 11.9 91 10
시나리오4 50.9 32.7 93 11.4 13.6
시나리오5 50.9 32.7 95 12.9

소유역5 시나리오2 46.9 34.9 94 9.9 9.1
시나리오3 46.9 34.9 96 10.8
시나리오4 46.9 46.7 95 10.3 18.5
시나리오5 46.9 46.7 99 12.2

소유역6 시나리오4 70.1 15.1 89 11.9 6.7
시나리오5 70.1 15.1 90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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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출곡선지수(CN)-첨두홍수량 비교

영농패턴변화에 따른 유출곡선지수(CN) 증가가 첨두홍수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홍

수량의 경우 유출곡선지수(CN)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에 영향을 받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유역

면적에 대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비홍수량을 산정하여 유출곡선지수(CN)와 비교하였다. 소유역

별, 시나리오별 첨두홍수량 결과 값을 유역면적으로 나누어 비홍수량을 산정하고 유출곡선지수 별 

비홍수량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 9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유출곡선지수에 따

라 홍수량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상관계수 0.9로 큰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수

개선 설계 등 실무 쪽에서는 논에서 시설재배 확대로 인해 유출곡선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홍수량의 

변화량을 그림 7을 활용하여 추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유출곡선지수-비홍수량	관계

※	출처	:	“기후변화에	대응한	배수개선기술	고도화	연구”	미게재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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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배수로 규모 적정성 검토

영농패턴변화로 논에서 시설재배지가 늘어남에 따라 유역에서 발생하는 첨두홍수량이 증가함을 확

인하였다. 홍수량의 증가는 배수로의 규모 결정이 큰 영향을 준다. 현재 실무에서는 배수로 규모 결

정을 위해 Manning의 평균유속 공식을 통해 단면을 검토하고 있다. 배수로 재원, 조도계수, 배수로 

경사도를 통해 유속과 통수단면적을 산정하여 통수능력(유량)을 결정하게 되고, RMS를 통해 산정

된 첨두홍수량을 배제할 수 있는지 비교 검토하여 최종 배수로 단면을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구의 중앙배수간선에 대해서만 배수로 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중앙배

수로 설계홍수량의 경우 소유역들에 대한 합성유량을 산정하여 시나리오별 말단부 총 유량을 산정

하였다. 산정된 유량을 통해 현재 중앙배수로의 단면에 적용하였을 때의 통수능력을 검토하고, 시

나리오별로 적정 단면을 구하였다. 수위와 단면형상, 배수로 재원을 고정하였고 시나리오별로 배수

로의 폭만 변동해가면서 단면을 비교하였다.

중앙배수로는 상부 폭 22m, 하부 폭 14m이고 수위높이는 3.8m이다. 수로의 기울기는 1/5,000으

로 완만한 경사이고 조도계수는 토공에 식생이 있음을 감안할 때 0.035를 적용하였다. 합성유량은 

표 6과 같이 산출된 값을 적용하였다.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논구역 전체가 벼 재배지(시나리오1)임을 적용하여도 통수단면이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계강우량 산정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최신 강우경향을 적용하면서 설계 

당시보다 설계홍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시나리오1의 홍수량을 적용하였을 때 배

수로의 통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부 폭이 23.5m로 현재의 재원보다 약 1.5m 정도 폭을 확

장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영농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시나리오2와 3을 적용하였을 때

는 배수로 상부 폭이 각각 25.0m, 25.5m로 현재보다 각각 3.0m, 3.5m 폭이 확장되어야 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논 전체가 시설재배지일 경우인 시나리오 4와 5는 배수로 상부 폭이 각각 26.0m, 

28.5m로 현재보다 각각 4.0m, 6.5m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수로 형태 변경이나 구

조물화를 통해 폭의 확대 없이 통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겠으나, 단면의 단순 비교를 위해 현재 상태

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상당한 확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통수단면의 경우 기존 배수로 보다 

시나리오1은 8.4%, 시나리오2는 16.9%, 시나리오3은 19.7%, 시나리오4는 22.5%, 시나리오5는 

36.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배수로에 대해서만 단면을 검토하였으나, 소유역 별 배수지선의 경우 첨두홍수량의 증가량이 

합성유량 증가량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배수지선들의 통수능력이 더 떨어지는 상태라 하겠다. 즉, 

배수간선의 확대 뿐만 아니라 배수지선·지거에 대해서도 규모 확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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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시나리오	별	첨두홍수량	변화

현재	단면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출처	:	“기후변화에	대응한	배수개선기술	고도화	연구”	미게재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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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논에서 시설재배지가 증가하면서 해당 유역의 홍수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분석해 

보고 이런 변동성에 의해 배수로의 단면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보았다. 시설재배지 증가가 홍수

량 산정의 한 요소인 유출곡선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해당 기준들을 검토해 보았으며, 홍

수량의 증가 차이, 유출곡선지수에 따른 첨두홍수량 관계 도출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1.  논에서 시설재배지가 확대됨에 따라 유역에서 발생하는 홍수량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분석을 

위해 5개의 시나리오를 나누었고 모두 홍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유역5의 경

우 유역에서 차지하는 시설재배지 면적이 74.4%를 차지하고 있어서 홍수량의 증가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시나리오1(7.9㎥/s) 대비하여 시나리오2는 9.9㎥/s로 25.3% 증, 시나리오3은 10.8㎥

/s로 36.7% 증, 시나리오4는 10.3㎥/s로 30.4% 증, 시나리오5는 12.2㎥/s로 5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설재배지에 대한 유출곡선지수(CN) 적용 기준이 일정하게 정의된 상황이 아니며, 이에 대한 

기준을 검토해 보았다. 적용 기준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설계홍수량산정요령(국토해양부, CN

Ⅱ 91)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배수편, 농림부, CNⅡ 98)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기준을 비교하기 위해 시나리오2, 4에는 설계홍수량산정요령을 적용하고 시나리오3, 5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지구를 대상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을 적용했을 때 설계홍수량산정요령을 적용했을 

때 보다 6.4%∼18.5%까지 첨두홍수량이 더 크게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유출곡선지수(CN) 적용 기준값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유출곡선지수와 첨두홍수량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첨두홍수량/유역면적 값과 각각에 해당하

는 유출곡선지수의 관계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유출곡선지수에 따라 홍수량 증가 경향

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추세선의 경우 로 큰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배수개선 설

계 등 실무 쪽에서는 논에서 시설재배 확대로 인해 유출곡선지수가 증가함에 따른 홍수량 변화

량의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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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지막으로 앞서 도출된 첨두홍수량 값을 활용하여 배수로의 규모 적정성을 Manning의 평균

유속 공식을 통해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시설재배지가 확대됨에 따라 배수로의 규모도 확장되

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기존 배수로 보다 시나리오1은 상부 폭이 

23.5m로 통수단면이 8.4% 증, 시나리오2는 상부 폭 25.0m로 통수단면 16.9% 증, 시나리오3은 

상부 폭 25.5m로 통수단면 19.7% 증, 시나리오4는 상부 폭 26.0m로 통수단면 22.5% 증, 시나

리오5는 상부 폭 25.5m로 통수단면 36.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중앙배수로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소유역별 홍수량은 유역합성 때보다 더 큰 변화를 보이고 있

기 때문에 배수지선 및 지거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논에서의 시설재배지 증가는 유역 내 홍수량 증가를 유발하고 기존 배수로는 홍수 배제에 한계가 

발생함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늘어나는 시설재배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등을 활용하여 시설재배지가 많은 구역에 대해 배수로 확장 등의 사업

이 조속히 시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배수로에 대한 개선을 통해 배수 불량에 따른 침

수피해를 막고 최적의 작물 생육환경 조성과 생산성 증대, 더 나아가 농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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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성스틸 소개

태성스틸은 ‘최고의 품질과 신뢰’을 기업철학

으로 강조하는 기업이다.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08년에 법인을 설립하여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을 생산하는 종합 배관업

체로 시작하였다. 수년간 꾸준한 성장을 하여, 

2013년 6월 최신설비를 완비한 신축공장을 준

공하여 상수도용 배관을 비롯하여 용수로, 산

업용 배관, 플랜트 배관 등 다양한 강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태성스틸은 ‘혁신과 

창조, 품질우선, 경쟁력 강화’라는 사훈 아래 

최고의 품질력과 우수한 경쟁력으로 “분말 3층 

기능성 일라이트 에폭시 도장강관”과 “분말 3

층 기능성 일라이트 에폭시 도장강관 이음관” 

2개의 조달우수제품에 지정되었다.

태성스틸은 창립초기 각종건설사의 사급 물량

이 전체 매출이였으나, 2014년 정부 조달시장 

차별화된 시설로  

장인정신을 제품에 담아내며 

(주)태성스틸

업체	탐방

태성스틸 본사 (2013년 설립된 신축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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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후 현재 매출의 80%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

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물량인 만큼, 태성스틸

은 안정적으로 한걸음 한걸음씩 전진해 나가고 

있다. 

2. 태성스틸 주요 연혁

2008년 신광공업㈜의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음성군 삼성면 소재의 공장 폐쇄가 결정되었

다. 태성스틸의 창업주 김준기 총괄사장은 공

장 직원 10여명의 실직을 막고자, 그 동안 수도

용 도장강관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한 노하우

(Know-how)를 바탕으로 창업을 결행하였다.

창업초기 매출액 38억원, 10여명의 직원은 10

년이 지난 현재 약 500% 증가 되었으며, 임대 

공장에서 자가 공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지

금은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도 진출

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효성굿스

프링스-태성스틸 해외진출 MOU 체결” 및 한

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한국관개배수위원

업체 탐방

2017.	09		한국수자원공사-효성굿스프링스-중소기업	해외진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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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탐방

회(KCID)와 지속적인 협력을 맺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충북도지사 표창 등 많

은 표창이 말해주듯이, 태성스틸은 국가경제발

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인

재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인재육성형 중소기

업”으로 선정 되었으며, “충북대학교” 와 산학

협력을 맺는 등 조그만 소기업에서 어느덧 어

엿한 강소기업이 되었다.

2018.	05	ICID	제8회	아시아지역회의	(네팔	카트만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산업통사자원부장관	표창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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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탐방

3. 태성스틸의 연구 개발

태성스틸의 성장에 주요 원동력은 끊임없는 기

술개발과 품질 경쟁력 향상이다.

제품개발의 의지는 2014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나서부터이다. 당시 획일화된 제품 

속에서 태성스틸은 신제품 개발에 박차고 나섰

다. 제품개발에만 2년을 투자해, “그리트 블라

스팅 공정”(이하 “그리트 블라스트 공정”) 외 특

허 7건의 발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의 “성능인

증”과 환경부의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인

증을 취득하여 마침내 “분말 3층 기능성 일라

이트 에폭시 도장강관” 과 “분말 3층 기능성 일

라이트 에폭시 도장강관 이음관”으로 조달우수

제품에 지정되었다.

태성스틸의 핵심 기술은 “무용제타입의 도료개

발”(이하 “일라이트 에폭시”) 및 “그리트 블라

스팅 공정” 이다. 

“그리트 블라스팅 공정” 기술은 강관 내면 코팅 

전처리 기술로 도장 전에 그리트 블라스팅 공

정을 추가하여 유분 등 이물질의 제거는 물론 

내면 조도를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부착강도를 

강화하여 코팅층이 박리되지 않게 하여 도장강

관의 내구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 다른 기술은 무용제타입의 일라이트

(Illite)를 함유한 친환경 코팅제로써 비스페

놀 A(bisphenol A), 톨루엔(toluene), 크실렌

(xylene) 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한 물질을 최소

화 하고 항균성 및 원적외선 방출효과가 뛰어

난 도료를 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피복강관의 

내면 도장 재료는 용제 타입인 액상 에폭시 도

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액상 에폭시 도료는 

톨루엔(toluene), 크실렌(xylene) 같은 성분이 

함유된 용제 타입 도료로써 추후 수돗물에 용

출될 우려가 있으나 아직까지 마땅한 대체 내

부 도료가 없어서 대부분 용제 타입인 액상 에

폭시 도료를 사용하고 있다.

분말	3층	기능성	일라이트	에폭시	도장강관 분말	3층	기능성	일라이트	에폭시	도장강관	이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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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트(Illite)는 1973년 미국 일리노이 주

립대학의 Grim 박사 등이 처음 발견 했으며, 

그 지방의 이름을 따라서 “일라이트(Illite)” 라

고 이름이 붙여졌다.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광

석으로써, 일라이트(Illite)는 미국, 캐나다, 호

주 등에 소량 분포하지만 맥(脈)상으로 대량 매

장되어 있는곳은 대한민국 충청북도 영동군이 

유일하다.

일라이트(Illite)는 천연 소재인 견운모 등으로 

이루어진 물질로써, 항균 탈취 작용이 뛰어나

고 인체 활성화에 유익한 원적외선이 발생되

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질이다.

이 기술을 통하여 총 19건의 제품 인증을 취

득하였으며, ㈜대우건설, 한국수자원공사 등 

여러 공·사기업에 기자재 공급업체로 등록되

었다.

4.  해외시장으로 NETWORK  
 확장 계획

태성스틸은 2011년 사우디 아라비아, 2013년 

인도네시아에 간접 수출을 시작하여 2014년부

터 조달시장에 진출한 후, 국내시장에서의 인

지도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태성스틸의 브랜드

를 세계로 알리고자 준비했다. 

현재 국내시장은 2016년도 기점으로 제조업

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창립하여, 제로섬 게임

(ZERO-SUM GAME)의 성격이 짙어졌다.

2016.11 태성스틸-베트남 현지업체 세미나

 이를 헤쳐나가고자 2016년 해외사업팀을 만

들었으며, 2017년 해외 규격 인증인 ASME인

증을 취득하여 해외 원전 물량을 납품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효성

굿스프링스-태성스틸 3사 MOU 체결과 한국

관개배수위원회(KCID) 협력사 등록을 시작으

로 본격적인 세계 시장 개척에 나섰다.

또한 2016년 11월에는 베트남 현지 제작업체

와 태성스틸간 기술이전과 공동사업을 위한 세

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를 필두로 베트남 현지 에이전트(Agent)와 

종합건축·토목·설계 회사인 BESCON VINA와 

상호업무협약을 맺었으며, 베트남 국영기업인 

PVC(Petro Vietnam Construction)의 PVC-

MS(Petro Vietnam Construction-Metal 

Structure) 와 상호업무협약 추진중에 있다. 

업체 탐방

일라이트	(I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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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롱손 석

유화학 콤플렉스 프로젝트”와 “바리아 붕따

우성 폴리프로필렌 플랜트 건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롱손석유화학(Long Son 

Petrochemicals Company)”와 프로젝트 벤

더(Vendor) 등록을 맺었다. 

태성스틸은 베트남 시장뿐만 아니라, 인도네시

아 시장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

국농어촌공사와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의 

지원으로 아프리카(이집트, 케냐, 우간다) 3개

국 신규사업개척을 위한 농촌종합개발사업발

굴조사에도 참여하는 등 세계시장 진출에 전력

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에서 지원하는 “수출성공패키지사업” 과 산업

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수출기업화사업”에 

선정되는 등 성공적인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부

단히 노력할 것이다.

5. 태성스틸 사회공헌 활동

기업은 국가가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자 국민

들의 동반자다. 이런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

임이 큰 구조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태

성스틸은 2008년 설립 이후 충북 음성군 지역

에서 자리를 잡아간 2010년도부터 사회공헌 

업체 탐방

2016.11	태성스틸-베트남	현지업체	세미나



84  세계 농업과 물

활동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태성스틸은 음성군 삼성면에 소재하는 삼성중

학교 자매결연 학생에게 학업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사업을 펼쳤으며, 음성군 

수봉초등학교의 탁구 특기생을 위하여 코치 영

입과 운영비를 비롯하여 장학금 및 용품을 협

찬하여 학교의 특기생 활동이 정착 될 수 있도

록 지원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태성스틸의 창업주 김준기 

총괄사장은 음성군 탁구협회장을 역임 하면서 

군내 탁구인 저변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

강증진을 위하여 각종 대회를 개최하였다.

태성스틸이 특별히 지역사회의 학생들에게 신

경쓰는 이유는 태성스틸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이다. 

음성군 삼성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헌활동을 수시로 생각하고 있으며, 2018년

에는 지역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

기 위하여 “삼성지역아동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태성스틸은 “함께 멀리”라는 사회공헌철학에 

기반하여 전임직원이 하나 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본연의 임무인 끊임없는 개발

과 지속적인 해외시장 노크(Knock)로 기업의 

발전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태성스틸-삼성지역아동센터	후원협약체결

업체 탐방



Korean National Committee on Irrigation and Drainage  85

전통적으로	물	산업은	전문엔지니어,	생물학자,	화학자	

그리고	미생물학자	등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적인	법령들이	제정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각자	상

대방	학문분야의	개념을	보다	더	넓게	이해해야	할	필

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환경공학과	환경과학은	토목공학과	과학의	새로운	하

이브리드이며,	그	각각이	수	환경의	물리화학적	및	생

물학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본서는	담수호의	수질,	오염과	관리	즉	수처리,	수질	및	

음용수의	분포	그리고	폐수처리	및	폐기	등을	다루는	

입문서이다.	수리학(hydraulics)적인	요소는	교재가	너

무	커지지	않게	전반적으로	제외하였으나	몇몇	우수한	

입문서와	전문서적들은	본서	내에서	추천하고	있다.	그

렇지만	물을	모니터링하고	처리하는	설계와	관련해서

는	기초수리학을	포함하고	있다.		본서는	물	기술(테크

놀러지)과	과학의	가장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	학제간의	

연결고리를	필요로	하는	토목공학	및	화학공학자를	포

함해서	순수	및	응용과학자	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서는	물의	과학	및	기술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들

을	대상으로	특별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학문영

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본서에	포함되어	있는	프

로세서의	실제적인	응용과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Part Ⅰ  Water Resources and Ecology	

수자원과	생태

Part Ⅱ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Assessment

수질관리	및	평가

Part Ⅲ  Drinking Water Treatment and Supply	

음용수	처리와	공급

제목│Water Technology - An Introduction for Environmental Scientists and Engineers

저자│N. F. Gray

도서	소개

BOOK NEWS

Water Technology
환경과학자와 기술자를 위한 입문서

An Introduction for  

Environmental Scientists and Engineers

김선주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사회환경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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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업 소식

농림축산식품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실시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쌀 시장의 구

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타작물 식량자

급률 제고하기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를 대상으

로 하되,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생산작물

의 판로가 확보된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

규모화된 지역, 진흥지역 농지 등은 사업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벼와 타작물 재

배소득을 감안하여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

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농지소재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가능하다.

대상품목으로는 수급에 영향이 적은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중심으로 추진되며 수급관리

가 필요한 일부 품목(배추, 무, 고추, 대파, 인

삼)은 제외된다. 조사료, 두류, 지역특화 작물 

등을 중심으로 재배를 유도하여 타작물 생산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

도별 ‘쌀 생산조정 추진단’을 운영하여 재배적

지 선정, 타작물 전환 기술지원, 작부체계 및 

재배매뉴얼 교육·홍보, 종자 확보 등 농가의 

원활한 타작물 전환을 위한 지원을 실시할 것

이다. 2018년에는 5만ha, 2019년에는 10만

ha(누적)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농림축산

식품부는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원장 이개호)는 청년창업과 

첨단농업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델은 지자체

(시·도)가 주도하며 민간투자, 정부의 지원사

업 등을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전국 거점에 4

개소로 조성하며 개소당 20ha+α의 크기의 규

모이다. 2개소는 2018년 7월 선정하고 2개소

는 추가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농림수

산분야 혁신성장을 위해 올해 70억 투입되었

던 예산이 내년에는 568억원으로 8배이상 확

대되어 배정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다양한 기능 구현 시설

을 최대한 집적화하여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

다. 세부적인 계획으로 첫 번째, 생산·유통 시

설의 스마트화 및 규모화하여 고품질·안전·균

질한 농산물을 안정적 공급으로 수요자 중심 

생산체계를 갖춘다. 두 번째, 농업·농촌에 청년

이 유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스마트팜 전

문 보육체계, 창업 및 주거공간을 구축한다. 세 

농정토막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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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농업과 전후방산업의 동방성장을 위해 

기업-연구기관-농업인 간 R&D 등 적극적인 

협력을 증진시킨다.

한국농어촌공사, 인도 중앙·지방 

공무원들이 한국의 농촌개발 노하우 

배우려 찾아오다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원장 김병찬) 국제

교육교류센터는 인구 13억, 국가 면적 330만

km로 세계 7위, 주(州 )하나가 우리나라 보다 

두 배나 큰 인도의 공무원들이 대거 우리나라

를 찾아 2주간(4.29~5.12)의 일정으로 “지속가

능한 농업·농촌개발 연수”를 시행하였다. 

인도는 ODA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가 워낙 크

고 인구가 많아 빈부격차가 심하고  극복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업분야

에서는 인도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개발을 

위한 최신 지식 및 기술 습득이 절실한 필요한 

나라이다. 

       

이번 인도 연수는 농업 생산기반 인프라 개발, 

농촌소득원 및 농산물 가치증대, 생산성 향상 

농업기술 등을 배우기 위하여 중앙 정부 및 타

차스가르주, 서뱅골주 등 각 주에서 선발된 실

무급 공무원들로 구성되었다.

작년에는 차관보, 국장 이상의 의사결정자들인 

고위급 공무원들이 참여한 반면, 올해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실무자급 공무원들이 연수에 참

여하여 우리 공사의 새만금사업지구 및 고소득 

창출을 위한 선진지 등 전문가 강의와 현장 견

학 등을 통하여 습득한 기술들을 그들의 지역

에서 필요한 실행가능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액션플랜(Action Plan)을 작성하여 발표하기

도 하였다. 

 

이번 연수는 작년에 이어 인도 정부와 농업·농

촌분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2년차 사

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인도 

현지에서 더 많은 농업인 및 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지연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농

어촌공사 국제교육교류센터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세계 4위(인구) 대국, 

인도네시아 중앙부처 공무원 연수 

성공적 마무리하다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원장 김병찬) 국

제교육교류센터(IEEC)는 4.22(일)부터 5.4(금)

가지 인도네시아 수도권통합 해안종합개발 역

량강화연수를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인도네시아 수도권통합 해안종합개발 역량강

화 연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실

시되는 연수과정으로서, 중앙부처 국장급 이

상이 참석하는 고위급 과정과 과장급이 참석

하는 실무급 과정으로 구성되어 년 2회 실시하

고 있다.

농정토막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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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고위급 11명, 실무급 17명이 참석

하여 높은 연수성과를 달성하였고, 올해는 지

난 4월 고위급 13명이 다녀간데 이어 금번 연

수에는 12개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17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해안종합개발에 대한 기술과 

정책추진 경험을 전수 받았다.

특히, 새만금사업단 홍보관과 33센터를 방문

하여 새만금사업 추진전략, 방조제 건설기술

과 사업관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세계 최대

의 난공사를 지혜롭게 해결한 공사의 기술력

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새만금

산업단지사업단을 방문하여 새만금산업단지 

조성과 기업투자 유치전략에 대한 설명을 들

었다.

특히, 이번 연수단은 지난 4.27(금) 공사 직원

과 인근 안산시청 공무원 가정을 방문하는 홈

비지팅 행사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한 경제조정부 

YUS 과장(수자원)은 수료식 소감에서 “IEEC를 

통해 한국의 기술과 정책을 배울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

공사 국제교육교류센터 제공)

당진시, 8개월 간의 합덕제  

기초연구 돌입

지난해 10월 국제관개배수위원회로부터 세계

관개시설물유산으로 등재된 당진 합덕제(충청

남도 기념물 제70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며 11월에는 한국관개배수위원

회와 연구기반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올

해 8개월 간 합덕제 기초연구에 돌입한다. 

 이번 기초연구를 통해 합덕제에 대한 기존 선

행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역사적 가치 발굴에 

집중하며 합덕제의 규모와 구조 등에 대한 분

석조사와 함께 농업수리학적 기초조사와 관개

시설물로서의 기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연

구한다. 또한,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합덕제 

개발계획과 연계한 미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된다. 

당진시 합덕읍 성동리 일원 23만9,652㎡ 규모

로 조성된 합덕제는 후백제왕 견훤이 후고구

려와의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군마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쌓았다고 전해질 만큼 오랜 역사

를 자랑한다. 지난해 세계관개시설물유산 등

재 당시 합덕제는 제방이 비교적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과 한국 농업의 협동정신이 깃

든 점, 당시의 수혜범위와 활용양상 및 전통적 

축조방식이 우수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농정토막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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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과 물
투고안내

•아래한글 프로그램 사용(한글 ’07 이상)

•용      지 : A4(210mm×297mm)

•여      백 : 상15, 하10, 좌25, 우25

•서      체 : 신명조

•글자크기 : 제목 : 견고딕 18Point              본문 : 신명조 10 Point

•자      간 : 0

•장      평 : 100％

•줄 간 격 : 200％

•본문 하단에 페이지 번호 매김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 원고는 내용 이해상 한자나 영문을 써야 할 

경우(   )속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예) 가뭄지수(Drought index), 비와꼬(琵

琶湖) 등

•제목, 저자명, 본문, 참고문헌 순서로 작성한다.

•�모든 원고의 제목과 저자 이름은 국문과 영문으로 적는다. 

(영문 표기는 먼저 성을 쓰고, “,”를 찍은 다음 이름을 쓴다.)

•�저자는 소속은 각 저자명에 위첨자로 *,**,*** 등을 표시한다 

(저자는 원고의 첫 페이지 하단 좌측에 ‘*’ 표시에 상응하는 소속 및 E-mail

주소를 기입한다.

•�논문의 경우 초록(Abstract) 및 Keyword를 필히 작성한다. 

원고 작성 방법

원고집필  

및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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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은 300단어 정도, 15행 이내로 한다.)

•�국문 논문의 요지는 영문으로, 영문논문의 요지는 국문으로 작성한다.

•�4명 이상의 공저의 경우 2열로 나누어 적는다. 

다음의 순서로 한다.

•�논문 : Ⅰ., 1., 가., 1), 가),(1),(가), ①

•�논문 외 : 1., 가., 1), 가),(1),(가), ①

•�Ⅰ., 1., 가. 등 상위 3단계의 제목들은 고딕체 굵은 글씨를 사용한다.

•�그림은 그대로 제판원고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림, Fig., 사진, 

Picture의 번호와 제목은 그림 하단에, 표, Table의 번호와 제목은 표의 상

단에 좌측정렬로 국문 또는 영문으로 표기한다.

•�각각의 표기는 국문으로 작성 시 그림 1, 사진 1, 표 1, 영문으로 작성 시 

Fig. 1, Picture 1, Table 1의 형식으로 다음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Fig. 1. Raindrop Characteristics 

  Picture 1. Hydrologic Characteristics of a Paddy Field 

  Table 1. Average Daily Infiltration Rate of Paddy Fields

•�원고에 삽입된 그림, 사진 및 표의 제목과 내용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통일

한다.

•�본문에서 그림, 사진 및 표를 인용 시에는 캡션이 국문일 경우 그림 1, 사진 

1, 표 1, 영문일 경우 Fig. 1, Picture 1, Table 1 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 사진의 제목은 생략할 수 있다.

•�그림은 그림.jpg 형식으로 작성한다. 

•�사용 언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한자, 영문자, 일문자 등을 병기

할 수 있다.

•�기술 용어는 한국농공학회에서 발행한 기술용어집의 용어와 이에 준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영문 등의 원문을 삽입한다.

세계농업과 물 투고안내

집필 번호 체계

그림 및 사진

 

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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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논문의 본문 중 영어 단어는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 이외에는 소문자

를 사용한다.

•� 장, 절의 제목에 영어 단어를 사용 시에는 각 단어의 첫 자는 대문자로 한

다. 단,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약자는 모두 대문자로 한다.

 예)  제목 : Derivation of Design Low Flows 

  컴퓨터 프로그램 : DO, PATH, Q, RUNOFF, SMEMAX 변환법

•�원고 끝에 순서에 따라, 논문일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명, 게재지명, 

게재 페이지를 기재하고, 단행본일 경우는 저자명, 발행연도, 책명, 발행처

명,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  이근후, 윤용철, 서원명, 2001, 온실재배 풋고추의 필요수량, 한국관

개배수회지 7(2), pp.26-33.

  -  Hedrich, F, 1994, Rehabilitation of Mafeteng Dam - Kingdom 

of Lesotho, Geosynthetics World, Vol.4, No.4, pp.15-17

  -  인용 문헌 표기는 국문 문헌, 영문 문헌, 일문 문헌 및 기타 언어 문

헌 순으로 한다.

•�원고파일 1부를 KCID 사무국에 이메일(kcidkr@gmail.com)로 제출한다. 

•�원고는 성과품 최고 12페이지를 초과하여 게재하지 못한다.

한국관개배수위원회 사무국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870,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303호 KCID사무국

•�Tel : 031-400-1675,1676

•�Fax: 05053000471

•�E-mail : kci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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