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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quantitative management of agricultural water supply, which is the main source 
for water consumption in Korea, has become more important due to the effective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n this study, the estimation method 
for irrigation supply based on agricultural reservoir storage data was improved compared 
to previous research, in which drought year selection was unclear, and the outlier data for 
the rainfall-irrigation supply were not eliminated in the regression analysis. In this study, the 
drought year was selected by the ratio of annual precipitation to mean annual precipitation 
and the storage rate observed before the start of irrigation. The outlier data for the rainfall-
irrigation supply were eliminated by the Grubbs & Beck test. The proposed method 
was applied to nine agricultural reservoirs for validation. As a result, the ratio of annual 
precipitation to mean annual precipitation is less than 53% and the storage rate observed 
before the start of irrigation is less than 55% it was judged to be the drought year. In addition, 
the drought supply factor, K, was found to be 0.70 on average, showing closer results to the 
observed reservoir rates. This shows that water management at the real is appling drought 
year practice. It was shown that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was satisfactory 
with NSE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coefficient) and R2 (coefficient of determiniation) 
except for a few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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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최근 물 관리 일원화로 과학적 · 정량적 물관리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중 

국내 용수사용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농업용수의 정량적인 파악이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용 저수지에서 공급되는 용수는 농업용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공급량의 합리적인 산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약 17,200

여개의 농업용 저수지가 존재하여 이를 모두 계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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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종래에 대부분의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량은 논의 증발산량과 침투량을 고려하여 산정된 

필요수량에 시설관리 용수량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MAF, 1997).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공급량과 모의된 공
급량 사이에는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많은 차이가 발생하며, 현장의 작부시기와 필요수량 모의 작부시기가 달라 4, 

5월에 공급량차이가 각각 5.4, 12.9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Lee et al., 2006). 또한 모의된 무효방류량과 계
측값의 차이로 실제 공급량이 모의된 공급량에 비해 약 2.4배 높게 산정된 예도 보고된 바 있으며(Shim et al., 2012), 

수로손실의 경우 평균적인 15%를 사용하지만 수로관리손실이 30 – 75%, 수로손실이 2 – 45% 등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결과도 보고되었다(Ju et al., 2005; Kim et al., 2006). 이와 같이 기상학적, 지형학적 특성에 따라 저수지별로 각기 

다른 관행적 경험에 의존하여 저수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와 모의 공급량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Nam et al., 2012).

이러한 필요수량 기반의 관개공급량의 추정방법과 실제 공급량과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Kang et al. (2019)는 

계측 저수율과 강우-공급량 회귀식을 기반으로 하여 저수지관리관행을 반영한 저수율을 추적함과 동시에 관개공
급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Kang et al. (2019)에서는 대상저수지가 3개소로 비교적 검증이 충분하
지 않은 점, 가뭄년에 대한 고려가 자의적인 점, 회귀식 구축 시 이상치(outlier)를 제거하지 않은 점 등의 한계점이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Kang et al. (2019)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국 8개소의 대상저수지를 선정하였
으며, 가뭄년의 선정과 가뭄년 계수를 최적화 기법을 도입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귀식 구축 시 이상치를 

제거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대상 저수지 및 자료

저수율 기반 공급량 추정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주 수원 공이며 100만 톤 이상의 저수량을 가진 농업용 저수지를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9개 대상 저수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동송 저수지, 인천광
역시 강화군에 위치한 길상 저수지,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양덕 저수지, 충청남도 청양군에 위치한 적누 저수
지, 전라북도 익산시, 완주군에 위치한 미륵 저수지, 광곡 저수지,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원등 저수지,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심곡 저수지,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진례 저수지이다. 대상 저수지들의 제원, 수혜면적 등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모형에 필요한 각 저수지의 저수율 자료는 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촌용수 종합정보시스
템(rural agricultural water resource information system, RAWRIS)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모형의 학습 및 검정 기간은 15년
(2001 – 2015년)으로 설정하였다.

Table 1. Reservoir characteristics and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location.

Reservoir Watershed area 
(ha)

Irrigation area 
(ha)

Total storage 
(103 m3) Staion

Gwangok 392.0 185.0 1,339.0 Junjoo
Gilsang 178.5 226.4 1,326.0 Incheon
Yangduck 754.0 292.1 1,119.1 Chungju
Jucknoo 452.0 164.3 2,610.8 Buyeo
Mireuk 626.0 296.7 1,270.0 Gunsan
Wondeung 375.0 185.7 1,417.0 Goheung
Simgok 1,970.0 1,025.0 3,124.0 Pohang
Jillye 472.0 241.8 2,095.0 Geochang
Dongsong 1,827.0 802.3 3,770.0 Chu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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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공급량 추정 기법

계측된 저수율을 기반으로 공급량을 추정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Kang et al. (2019)이 제시한 방법을 따른다. 저수
지 물수지식을 공급량에 대해서 변형하면 다음식과 같다.

여기서, △S는 저수량 차, I는 유입량, PR은 수면 강수량, OF는 물넘이 월류량, E는 수면 증발량, O는 관개공급량을 

나타낸다. △S는 계측자료를 활용하였고, 월류량 OF는 만수위 이상의 유입량을 물넘이 월류량으로 결정하였으며, 

직접 저수지 유입량 PR과 저수지 표면 증발량 E은 기상관측으로부터 얻은 값을 사용하였다. 유입량 I는 미계측유역
에 적용이 가능한 일 단위 유출모형인 수정 3단 Tank Model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1)식은 유출모형과 저수율변화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순단위로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공급량을 산
정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산정한 공급량은 과거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예측에는 사용하기 어려우므
로 본 연구에서는 강수량과 과거 공급량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단위의 선형회귀방정식을 구축하여 공급량 모
형을 구성하였다.

여기서 O는 저수율 기반 순 단위 공급량, α는 회귀식 기울기, β는 회귀식 절편, RAIN은 순별의 강수량 합산을 나
타낸다.

위 선형회귀식은 작부시기에 따라 순 단위단위로 일정한 관행으로 용수관리가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구축되었
으나, 일반적으로 가뭄 시기에는 평년과 비교하여 공급량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뭄 년도의 공급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가뭄 년도에는 가뭄공급계수 K를 도입하여 공급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기로 한다.

여기서 O�은 가뭄 년도의 공급량, O는 평년의 공급량, K는 가뭄공급계수이다.

최적화를 이용한 가뭄 년도 및 가뭄공급계수 결정

기존 Kang et al. (2019) 에서는 가뭄 년도의 선정과 가뭄공급계수 K의 값은 명확한 기준 없이 문헌과 Trial-error 방
법을 통하여 산정하였으며, 이는 적용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모의한 저수율
과 실측 저수율 간의 NSE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coefficient)와 R2 (coefficient of determiniation)의 합을 최대화
하도록 가뭄 년도와 가뭄공급계수를 결정하였다. 가뭄 년도의 선정 기준은 관개 시작 전 저수율과 전체 평균 강수량 

대비 연강수량 비율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두 기준은 가뭄공급계수와 함께 최적화 변수로 설정하였다. 최적
화 기법은 개미군집 알고리즘 ACO (ant colony optimization)을 사용하였다. 개미군집 알고리즘은 개미의 집단행동에
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는 문제에 주로 사용되나 일반적인 글로벌 최적화 알
고리즘으로 타 문제에도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알고리즘의 설명은 Blum (2005)을 참고하기 바란
다. 본 연구에서 저수지 추적의 계산량은 일반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최적화 탐색기법인 경우 최적화 방법
의 효율성 및 종류는 연구방향에 크게 영향이 없다. 모형의 적합성과 최적화의 목적함수로 쓰인 통계적 지표 NSE와 

R2의 각각의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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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O는 실측치, P는 모의치, Ō는 실측치의 평균을 나타낸다. NSE는 – ∞ − 1.0 범위 값을 나타내며 1.0에 가까
울수록 모의치가 실측치의 경향을 잘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R2는 0 – 1.0 범위 값을 나타내며 1.0에 가까울수록 회
귀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강우-공급량 회귀식 이상치 제거

자료의 수집오류, 기록오류 또는 자연적인 오류로 인해 자료집단으로부터 심하게 편차를 보이는 자료를 이상치
라 한다. 강수량에 따른 표준 공급량을 제시하기 위한 기법으로 특수 상황에서의 관행적 방법은 이상치로 판단하고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상치 제거는 정규분포로 가정하고 최고치 또는 최저치가 유의수준 10% 이내 있는지 여부를 

검정하는 다음과 같은 G-B (Grubbs & Beck) 검정을 사용하였다(Grubbs and Beck, 1972).

여기서 Kn은 표본자료의 수와 유의수준에 따른 G-B값(유의수준 10%), 는 표본자료의 평균, σn는 표본자료의 편
차이다. 위를 통해 구한 xH보다 크면 고이상치로 간주하고, xL보다 작으면 저이상치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시킨
다. 본 연구에서 식 (2)의 강우량과 공급량을 표본자료로 고려하여 G-B검정에 따라 이상치로 판별되면 회귀식 계산 

시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이상치를 제거하지 않고 가뭄 년도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를 Est. 1, 이상치를 제거하지 않고 가뭄 년도를 반영한 결

과를 Est. 2, 이상치를 제거하고 가뭄 년도를 반영한 결과를 Est. 3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의 방법론을 검증하였다. 최
적화 기법을 활용한 가뭄 년도의 선정 기준인 관개 시작 전 저수율과 전체 평균 강수량 대비 연강수량 비율, 가뭄공
급계수, 가뭄 년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Table 2).

양덕 저수지, 적누 저수지, 동송 저수지에서는 연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에 비해 70% 이하, 관개기 시작시의 저수
율 5/1일의 저수율이 70% 이하 인 상황을 만족할 때 가뭄 년도로 판단하였다. 평균적으로 평균 강수량 대비 연강수
량 53% 미만, 5/1일 관개기 시작 시 저수율 55% 미만 일 경우 가뭄 년도로 판단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평년대비 가
뭄 년도의 공급량을 나타내는 가뭄공급계수 K는 평균적으로 0.70으로 나타났다.

Table 2. Reservoir drought determination factors and the drought year with ACO.

Reservoir Drought 
coefficient

Rainfall 
ratio (%)

Standard 
rate (%)

Drought 
years

Gwangok 0.69 40 65 2007, 2009
Gilsang 0.64 55 30 2015
Yangduck 0.76 70 70 2001, 2015
Jucknoo 0.79 70 70 2001, 2002, 2008, 2015
Mireuk 0.80 40 70 2001, 2002
Wondeung 0.67 40 40 2009
Simgok 0.77 40 30 2009
Jillye 0.50 50 45 2008, 2009, 2014
Dongsong 0.74 70 70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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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the measured storage rates and the simulated storage rates based on the three 
estimation methods for (a) Gwangok, (b) Gilsang, and (c) Yangduk reservoirs.

Fig. 2. Comparison of the measured storage rates and the simulated storage rates based on the three 
estimation methods for (a) Jucknoo, (b) Mireuk, and (c) Wondeung reservoirs.

다음은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저수율과 모의된 저수율을 저수지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 그림 Fig. 1 - 3과 

같으며, 통계적 지표 NSE와 R2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에 정리하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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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E 값에 대한 평가 분류 기준은 Moriasi et al. (2007)에서 제시한 월단위 모의에 대한 기준을 사용하였다. 

0.75 < NSE ≤ 1.00 은 �Very good�,. 0.65 < NSE ≤ 0.75 는 �Good�, 0.50 < NSE ≤ 0.65 는 �Satisfactory�, NSE ≤ 0.50 는 

�Unsatisfactory� 로 분류하였다. 이상치 제거와 가뭄 년도를 반영하지 않은 Est 1. 의 결과는 �Unsatisfactory� 는 1개로 

진례 저수지로 나타났으며, �Satisfactory� 에는 광곡 저수지, 양덕 저수지, 미륵 저수지, 동송 저수지로 4군데로 나타
났으며, �Good� 에는 길상 저수지, 적누 저수지, 원등 저수지, 심곡 저수지로 총 4군데로 나타났다. 결정계수 R2의 값
은 �Unsatisfactory�의 진례 저수지가 0.49 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 평균 0.70으로 양호한 값으로 나타났다.

Table 3. Result of NSE and R2 by Reservoirs (2001 – 2015).

Reservoir Est 1. Est 2. Est 3.
NSE R2 NSE R2 NSE R2

Gwangok 0.54 0.64 0.63 0.67 0.66 0.69
Gilsang 0.72 0.79 0.84 0.85 0.84 0.85
Yangduck 0.51 0.60 0.57 0.61 0.56 0.61
Jucknoo 0.73 0.77 0.82 0.82 0.82 0.83
Mireuk 0.53 0.66 0.54 0.62 0.60 0.69
Wondeung 0.72 0.73 0.79 0.80 0.79 0.81
Simgok 0.67 0.74 0.69 0.75 0.70 0.77
Jillye 0.18 0.49 0.54 0.62 0.55 0.63
Dongsong 0.65 0.70 0.74 0.76 0.71 0.73
NSE,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coefficient; R2, coefficient of determiniation.

Fig. 3. Comparison of the measured storage rates and the simulated storage rates based on the three estimation 
methods for (a) Simgok, (b) Jillye, and (c) Dongsong reservo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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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최적화 기법을 통한 가뭄 년도 및 가뭄공급계수를 적용한 Est 2.의 결과를 Est 1.과 비교하면 NSE와 R2 값
이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Est 1.에서 �Unsatisfactory�로 분류된 진례 저수지의 경우 NSE가 0.54로 �Satisfactory�
로 양호해진 결과를 보여주었고 �Very good�은 0개에서 길상 저수지, 적누 저수지, 원등 저수지로 3개가 되었으며, 

�Good� 은 5개에서 동송 저수지, 심곡 저수지 2개로 나타났고 �Satisfactory� 는 3개에서 광곡 저수지, 양덕 저수지, 미
륵 저수지, 진례 저수지 4개로 나타났다. 또한 결정계수 R2의 경우 미륵 저수지를 제외하고 전체 평균적으로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가뭄 년도를 고려한 공급량 추정이 실제 저수율을 모의하는데 있어 적합하다고 보여진
다.

가뭄 년도와 이상치 제거 둘 다 고려한 Est 3.은 Est 2. 결과와 비교하여 NSE와 R2가 동송 저수지를 제외한 저수지
에서 증가하거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이상치를 제거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관개용수 공급량 산정에 도움
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동송 저수지의 경우 이상치를 제거하였을 경우 오히려 정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강우량과의 선형관계식으로는 관개관행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본 연구에
서 제시한 방법론의 한계로 판단된다.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의 농업용 저수지의 물관리가 관행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계측되고 

있는 저수율 자료와 기상자료를 활용한 공급량 추정 기법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모의 

공급량과 실제 공급량의 NSE와 R2를 목적함수로 최적화 기법을 활용하여 가뭄 년도와 가뭄공급계수를 산정하였다. 

또한 강우량-관개공급량 선형 회귀식 구축 시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전국에서 9개 저수지를 선정하여 공급량을 추
정하였으며, 추정한 공급량을 이용하여 저수율을 추적하고 이를 실측 저수율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전국 9개 저수지에 대하여 개선된 방법론을 검증한 결과 진례 저수지를 제외하고 8개 저수지에 대해 NSE기준 

�Satisfactory� 이상으로 분석되었으며, 7개의 저수지에서 R2 가 0.65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가뭄 년도에는 선형적으로 평년에 비해 관개용수공급이 줄어드는 것으로 모형화 하였으며, 가뭄 년도 및 선형계
수는 최적화 기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관개기 시작전 저수율은 55% 미만, 연강수량 비율은 

53% 미만을 가뭄 년도로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뭄공급계수는 평균 0.7로 분석되었다. 가뭄 년도 적용전
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면 공급량의 정확도가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가뭄 년도에는 용수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회귀식 구축 시 강우-공급량 관계에서 이상치를 제외하면 정도가 크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정확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장점은 관개공급량을 기존 산정방법과 같이 필요수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데이
터를 활용하여 산정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검증의 방법론에서 한계가 있으며 향후 실측공급량과의 비교를 통하여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저수율과 기상자료만 있으면 손
쉽게 적용이 가능하여 향후 매우 다수의 저수지로의 적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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