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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 가뭄피해 경감을 위한 소류천 유출수 저수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 Long-slope Water Harvesting System in 
Natural Channel for Drought Mitigation in Up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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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veloped a rainwater harvesting system for the irrigation of upland on sloping area. The assessment of water supply capacity was evaluated 

in farm field experience. This system consists of a water catchment device and a collapsible storage tank. The water catchment device was designed 

to collect runoff water in natural channel of 500 mm width into a pipe of 50 mm inner diameter. The device has funnel-shaped plan and cross-section 

of square. The storage capacity of the collapsible water tank was caculated to meet the water demand for irrigation in 30 a cultivated land for 10-year 

frequancy drought. The tank has a cuboid shape with a capacity of 30 m3, 5 m in width and length, 1.2 m in height. This system can supply 92% 

of the water required for drop irrigation of red pepper and 88% of the water required for drop irrigation of onions in 30 a cultivation land during 

the month of May and June. In the case of 16-dry days of 10-years frequency, this system is capable to irrigate 100% of required water for red pepper 

and onion, 76.7% of required water for Omija (Schisandra chinensis), and 51.5% of required water for autumn kimchi cabb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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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며, 밭작물의 경우 특히 가뭄에 대비한 관개시설 보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Kwater (2018)에서 제공하고 있는 과거 가

뭄 사례 자료 및 KMA (2013∼2018) 이상기후 보고서의 농업 

분야 물부족 피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2017년까지 총 14회의 가뭄피해 발생이 기록되었다. 이중 

1981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은 총 5회의 가뭄이 발생 

(0.25회/년)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9회의 피해 

(0.53회/년)가 발생하였다. 또한 2017년을 제외하면 전작의 피

해면적이 답작의 피해면적을 상회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농

업⋅농촌 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통해 현재 18%에 불과한 

밭관개 보급률을 2030년까지 30%로 확충한다는 목표를 발표

하였다 (MAFRA, 2015a). 그러나 관정 또는 저수지와 관개 

수로망이 원활하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

는 밭포장을 10∼30 ha 규모로 집단화하는 정비가 필요한 것

으로 평가되었고, 이러한 집단화 정비가 가능한 밭포장은 

2015년 현재 전국 총 밭면적의 14∼23%에 불과한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Kim and Chae, 2014). 즉, 밭 관수시설의 충분한 

보급을 위해서는 집단화가 어려운 소규모 포장에 적용할 수 

있는 용수 확보 기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밭작물 재배를 위한 대표적인 용수 확보 방법으로 관정 개

발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하수 고갈, 수질오염, 지반 침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급 확대

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Park et al., 2003; Lee et 

al., 2018).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하우스 시설의 지붕면 등과 

같은 불투수면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으고 저장하여 농업용수

를 확보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Jeon et al. (2010)은 지

하수 이용이 곤란한 해안지역 시설농가의 용수확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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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시설, 초기우수배제 장치, 저장조 등으로 구성된 빗물이

용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제주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2017년 기준 총 1116개소 시설 중 

95%가 시설하우스에 보급되어 있으며 (Kim et al., 2020), 이

들 시설 역시 초기우수 배제장치와 저류시설로 구성되어 있

다 (Lee et al., 2008). Jung (2007)은 중산간 지역 여건에서 지

하수 개발과 빗물이용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Kang 

et al. (2015)은 장기적인 강우 사상과 집수면적 계획 용수량을 

고려하여 저장시설의 규모를 결정하였다. Maeng and Hwang 

(2015)은 고추를 대상으로 우수 저류조를 활용한 봄철 가뭄 

대비 농업 용수확보 효과를 분석하고,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관정과 저수지 등 관수시설의 도입이 어려운 중산간

지에서 밭 작물 재배용수의 확보를 위해 기존 저수시설 보다 

설치와 운반이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소류천 유출수를 이용

할 수 있는 저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수행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시스템의 설계

가. 집수장치의 설계 

본 시스템은 집수장치와 저수조로 구성하였다. 집수장치는 

낮은 수위로 흐르는 적은 유량의 유출수도 효율적으로 모으

고, 유출수에 포함되는 토사에 의한 막힘을 저감할 수 있는 

직사각형 단면의 깔때기 형태로 고안하였다. 깔때기의 측벽 

기울기는 단면 폭이 감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역류 또는 와

류의 발생을 방지하여, 토사 침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사

한 장치와 관련된 하수도 설계기준 (Ministry of Environment, 

2019)을 참고하였다. 장치의 유입구에는 부유물 또는 토사의 

유입을 저감하고, 내부세척 및 안정적인 고정설치를 위한 구

조도 고려하였다. 

장치의 구성은 유출수가 유입될 때 부유물과 자갈 등을 걸

러주는 좌측 유입구의 여과망, 집수된 물이 좁은 관로로 흘러

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역류, 와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깔때기

형 몸체, 집수장치에 관로를 연결하는 사각 플렌지로 이루어

졌다 (Fig. 1). 집수장치의 유입구 폭은 400 mm로 바닥폭 약 

500 mm의 현장 소류천에 설치 시 100 mm이상의 여유가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내경 50 mm의 관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연결부의 높이는 60 mm로 정하였다. 장치 상부의 토사 침전

을 방지하기 위해 장치 좌측 전면부의 높이는 우측 연결부 

높이보다 높게 하여 100 mm로 설계하였다. 집수되는 물은 

단면적 0.04 m2의 유입구로 들어와 단면적 0.002 m2의 관로로 

흘러가게 되며, 이때 급격한 흐름 단면적의 축소로 집수를 방

해하는 역류 또는 와류의 발생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유입구

와 관로 사이에 깔때기형의 몸체를 구성하였으며, 측벽의 기

울기는 하수도 설계기준 (Ministry of Environment, 2019)에서 

제시하는 적정 경사도 값에 따라 60°가 되도록 하였다. 

Fig. 1 Design drawing of the water catchmen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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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수조의 설계

저수조는 집수장치에서 모아진 물을 물부족 시에 관개용수

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장치이다. 저수조 용량은 주요 

노지 채소 작물을 대상으로 농가별 재배면적과 각 작물이 물

부족에 가장 취약한 시기를 분석하고, 필요한 용수량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주요 노지 채소작물은 재배면적 상

위 40%를 차지하는 고추, 마늘, 양파, 배추 (KOSTAT, 2017)

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작물의 농가별 재배면적 (MAFRA, 

2015b)에 의하면 전체 농가 74.6∼91.4%의 재배규모가 0.3 ha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관수면적 0.3 ha에 필요한 

수량을 기준으로 저수조 용량을 산정하였다. 

물부족 취약성 (RDA, 2007)과 가뭄 위험 시기 (RDA, 

2017a)에 의하면 대상 작물들은 공통적으로 5∼6월의 생육기 

또는 비대기에 관수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대상 작물의 0.3 ha 재배에 필요한 관수량 (v0.3)은 

1회 관수량 (d) 및 스프링클러 60%, 점적 90%의 관수효율 (Ea)

을 적용하여 Eq. 1과 같이 산출하였다. RDA (2018b)에서 제시

하고 있는 5∼6월 중 발생 빈도 10년의 전국 평균 무강우 일수 

16일을 기준으로 필요 수량 (V)을 작물별 간단일수 (nr)를 고

려하여 Eq. 2와 같이 산출하였다. 


 


×
 (1)

  
×
 


 (2)

Table 1에 노지 채소 작물별 재배면적 비율과 Eq. 1으로 

산출한 1회 관수량 (v0.3) 및 Eq. 2로 산출한 필요 수량 (V)을 

나타내었다. 가을 배추와 같이 100 m3 이상의 많은 물이 필요

한 경우와 관수효율이 낮은 스프링클러 관수는 고려 대상에

서 제외 하였다. 재배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고추와 마늘 및 

양파 점적관수의 필요 수량 (약 10∼26.4 m3)을 고려하여 저

수조의 용량을 30 m3으로 설정하였다.

저수조의 평면 형태는 직사각형과 원형의 바닥면적에 대비

한 설치 소요 면적의 비율을 분석하고, 비교적 작은 면적에 

설치가 가능한 형태로 하였다. 여기서 설치 소요 면적이란 설

치 시 필요한 기초시설 및 배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한 면적을 의미한다. 저수조의 높이는 국가기술표준원 

(2020)에서 제시하는 25세 이상 성인의 평균 신장 약 164 ㎝의 

사람이 용이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평면 형

태가 사각 또는 원형일 경우 장치 평면적과 설치에 필요한 

실제 면적 (설치 소요 면적)을 비교하여 사각 평면으로 결정하

였다.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각 평면은 설치 소요 면적

이 약 1.5배로 원형 평면의 2.6배 보다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각 평면이 동일 면적의 원형 평면보다 작은 면적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30 m3 저수조 및 

Crop
Cultivated area 

ratio (%)

Irrigation 

method
v0.3 (m3/0.3 ha)

Irrigation interval 

(days)

Irrigation count for 

16-days
V (m3)

Red pepper 18 Drip  5.1 3 5  25.5

Garlic 9
Sprinkler 15.0 10 1  15.0

Drip  9.9 10 1   9.9

Onion 8
Sprinkler 20.1 7∼10 2  40.2

Drip 13.2 7∼10 2  26.4

Kimchi 

cabbage
6

Sprinkler 50.1 5 3 150.3

Drip 33.3 5 3  99.9

Table 1 Total irrigation amount during dry days

Product Collapsible water tank Collapsible water pack PE cylindrical water tank

Shape Cuboid Cuboid Cylinder

Size (m) LWH, 5×5×1.2 LWH, 7×2×0.75 Ø2.4×H3.2

Single capacity (m3) 30 10 10

Weight (kg) 75 (1 EA) 105 (3 EA) 600∼750 (3 EA)

Plane area (m2) 25 42 13.5

Installation area (m2) 36 64 35

Plane area vs. installation area 1.4 1.5 2.6

Table 2 Specification of water tanks for 30 m3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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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3 접이식 물팩 (Kim et al., 2016)과 PE 원통형 저장조의 

외형, 크기, 무게 등의 규격 및 30 m3 용수 저장 시에 필요한 

설치 면적을 나타내었다. 직육면체 저수조의 바닥면적은 25 

m2, 높이는 1.2 m로 설정하였다. 제작된 저수조의 구성은 용

수가 저장되는 본체와 연결관 및 고정을 위한 고리로 이루어

진다. 외경 약 Ø100∼120 mm 관로의 배관 작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모든 연결관의 직경은 Ø150 mm로 하였다. 

용수가 유입되는 집수 연결관, 관수 관로와 연결되는 관수 

연결관, 월류 배출을 위한 월류 연결관의 배관을 위해 총 3개

의 배관용 연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설치 시 저수조의 형태

를 유지하고, 바람 등에 의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 

고리를 설치하였다. 이때 저수조의 무게는 약 75 kg으로 PE 

원통형 저장조의 650∼750 kg 대비 약 1/10로 경량화 하였으

며, 설치 소요 면적의 경우 약 36 m2로 10 m3 용량 접이식 

물팩의 3개 설치소요면적 64 m2의 56%로 축소하였다. 저수조

는 접고 펼 수 있어 중산간지에서 운반과 설치가 편리하도록 

설계하였다. 운반을 위해 비어있는 저수조를 접을 경우 가로×

세로×높이 각 0.9 × 0.6 × 0.4 m (0.22 m3)로 축소하여, 물을 

가득 채웠을 경우 부피 30 m3 대비 0.7%까지 축소할 수 있다.

다. 저수조의 소재 선정

무게가 가볍고 수압에 강한 소재 선정을 위해 국내에 시판 

중인 산업용 방수 시트 중 3종을 대상으로 인장강도, 내수압

성, 온도 내구성을 시험하였다. 인장강도 시험은 ｢텍스타일 – 

천의 인장성질 –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스트립법｣을 규정

한 표준 시험법 (KS K 0521)을 적용하였다. 내수압성은 직물

의 내수도 시험방법으로 에서 규정하는 표준 고수압법 (KS 

K 0592)으로 측정하였다. 온도 내구성 시험은 규정된 표준방

법이 없으므로, KMA (1981∼2018)의 기후자료 극값을 참고

하여 국내 기상관측 기록상 대구지역에서 1942년 관측된 일 

최고 기온 40.0oC를 최고 온도값으로 설정하고, 섬유재의 KS 

내한성 기준 온도인 -25oC를 최저 온도값으로 하였다. 최고 

온도값과 최저 온도값의 노출 시간은 각 6시간으로 48회 싸이

클을 실시하여, 극한 온도 변화 조건을 모의하였다. 이후 섬유

와 접합부의 인장강도를 측정하여 온도변화 노출 이전의 강

도와 비교하였으며, 저수조의 바닥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

장응력을 소재의 인장강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A, B, C 각 3종의 타포린 섬유 소재의 가로와 세로 방향 

및 접합부의 인장강도 시험 및 온도 내구성 시험 결과는 Fig. 

2와 같다. 높이 1.2 m의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바닥부에 발생

할 수 있는 수압 하중은 섬유시트 폭 1 m 당 최대 1,200 kg으

로, 안전율 30%를 반영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장응력

은 약 917 N/50mm로 산출되었다. 저수조 내부 수압에 의해 

발생하는 인장응력은 소재의 전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소재 

선정의 기준은 비교적 약한 가로 방향의 인장강도로 하였다. 

극한 온도 변화 조건을 모의한 온도 사이클 시험으로 10% 

내외의 인장강도 변화가 있으나, 원단 시편들의 강도 편차 

(30%)보다 작은 값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강

도시험 결과 원단의 인장강도는 약 2,700 N/50mm, 접합부의 

인장강도는 약 2,600 N/50mm로 분석되었다. 내수압성 시험

에서도 3가지 소재 모두 표준시험법에서 제시하는 최대 수압

인 3,920 kPa, 즉 약 400 톤의 수압에서도 내수압성이 유지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인장 강도와 내수압성에서 

시험 소재 모두 저수조에 발생할 수 있는 하중 조건을 만족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저수조에 가장 적합한 소재는 

공급가격이 가장 낮은 C 소재로 최종 선정하였다. 

2. 현장 적용시험

현장 적용성 시험은 전라북도 장수와 충청북도 단양의 중

산간 밭작물 재배지에서 실시하였다 (Fig. 3). Fig. 4와 같이 

포장 인근의 자연수로를 흐르는 유출수를 집수장치를 통해 

모으고, 지형 낙차를 이용해 저수조에 저장하였다. 집수장치

를 통해 집수된 용수는 배관 내 공기 또는 침전물을 배출하는 

티밸브과 디스크 여과기를 거치면서 부유물이 제거된 후에 

저수조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시험은 2019년 5∼9월까지 시

(a) Horizontal tension (b) Vertical tension (c) Bonded joint tension

Fig. 2 Tensile strength test of sheet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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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으며, 저수조의 누적 유입유량을 측정하여 확보 가능

한 용수량을 분석하였다. 가뭄 발생 시의 필요 수량은 앞서 

선정된 대상 작물별로 RDA (2017a, 2017b. 2018a)에서 발간

한 기존의 문헌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Fig. 5는 제작된 저수 시스템의 현장 설치 사진이다. 본 시

스템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용수량은 장수와 단양 현장에서 관

측된 30일 간 평균 누적 저수량 46 m3으로 분석 되었다. 고추, 

마늘, 양파, 배추의 30 a 재배에 5∼6월 중 30일간의 관수 필요 

수량 (RDA, 2017a, 2017b, 2018a) 대비 용수 공급 효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마늘의 경우 3회 관수에 스프링클러 

45 m3, 점적 30 m3의 100%, 고추 점적관수 시에 10회 관수에 

필요한 50 m3의 92%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

의 점적관수 시 7일 간격으로 1회 13 m3, 30일간 총 4회 관수 

필요 수량의 88%를 공급 가능하며, 스프링클러 관수의 경우 

58% 공급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 배추 점적관

수 시에는 23%, 스프링클러 관수 시 15%가 공급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다.

5, 6월 중 10년 주기 발생빈도를 가지는 16일 연속 무강우 

시의 용수 공급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고추, 마

늘, 양파 재배의 관수 필요 수량은 100% 공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을 배추 점적관수 시 필요 수량의 약 46%, 

스프링클러 관수시 31%를 공급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 Jang-su, Jeolla bukdo (b) Dan-yang, Chung-cheong bukdo

Fig. 3 Satellite photos of the test field

Fig. 4 Schematic diagram of water harvesting system for upland irr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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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고찰 

노지 채소 작물 재배에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해 중산간지 

소류천의 유출수를 집수, 저장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

는 저수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고 현장 적용 시험을 시행하였

다. 소재의 강도 및 노지 노출시의 온도변화에 따른 강도변화

를 분석 하였고, 동일 소재의 제품이 2013년부터 2020년 현재

까지 이용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태양광의 장기간 노출에 대한 공학적인 내구성 분석 시험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시스템의 저수조는 기존 10 m3 용량

의 접이식 물팩 또는 원통형 PE 물탱크와 비교해 무게는 최대 

10%로 경량화 하였다. 설치 소요면적은 56%까지 축소하였으

며, 접었을 경우 부피는 0.7%까지 축소할 수 있어 운반과 설치 

편이성을 개선하였다. 따라서 기존 저장조 도입이 어려운 여

건의 중산간 노지 밭작물 재배지의 용수 저수조 보급에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추, 마늘, 양파 30 a 재배시 5∼6월 동안 필요 수량의 88∼

100%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0년 빈도의 16

일 연속 무강우에 대해서는 고추, 마늘과 양파 관수에 필요한 

용수량의 100%, 가을배추 점적 재배시 필요 수량의 약 46%를 

(a) Jang-su, Jeolla bukdo (b) Dan-yang, Chung-cheong bukdo

Fig. 5 Collapsible tanks in field

Crop
Irrigation 

method

Water demand during 30-days
Capacity of water storage 

system

Irrigation 

interval (days)

Irrigation 

count

Amount of 

irrigation (m3)

Water 

demand (m3)

Total storage

(m3)

Demand vs. 

storage (%)

Red pepper Drip  3 10  5  50 46  92

Garlic
Sprinkler 10  3 15  45 46 100

Drip 10  3 10  30 46 100

Onion
Drip  7  4 13  52 46  88

Sprinkler  7  4 20  80 46  58

Kimchi cabbage
Drip  5  6 33 198 46  23

Sprinkler  5  6 50 300 46  15

Table 3 Monthly irrigation effect of water storage system

Crop Irrigation method Water demand (m3) Total storage (m3) Demand vs Storage (%)

Red pepper Drip  25 46 100.0

Garlic
Sprinkler  15 46 100.0

Drip  10 46 100.0

Onion
Drip  26 46 100.0

Sprinkler  40 46 100.0

Kimchi cabbage
Drip 100 46  46.0

Sprinkler 150 46  30.7

Table 4 Irrigation effect of water storage system for drought season of 16-dry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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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추, 마늘, 양파의 재배

에 필요한 관개용수와 10년 빈도 연속 무강우에 대비한 필요 

수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을배추와 같이 비

교적 많은 물이 필요한 작물의 경우에도 본 시스템을 보조적

인 용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용수 확보량은 시기별 강우 특성과 현장의 지리

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여건에 대해 일반화시

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산간지의 강우 

특성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수문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용수 저장시설 도입이 어려운 

중산간지에서 30 a 이하 규모의 노지 채소를 재배할 경우에 

5∼6월의 10년 빈도 가뭄에 대비하여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시스템이라고 판단된다. 지하수위 저하로 수량이 부

족한 관정과 병행하여 사용한다면 부족한 용수를 보충하는 

기술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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