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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계측자료와 기상인자와의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저

수율 예측 월단위 회귀식을 산정하는데 있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 

3,067개에 대한 저수율 관측자료와 기상청 63개 지점 관측자료를 수집하여 저수율 예측 다중선형 

회귀식을 도출하였으며, 개발된 월별 회귀식에 대한 R2는 0.51~0.95로 분석되었다. 또한 회귀식

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 9개 대표저수지에 대해 관측값과 비교한 R2는 0.44~0.81로 나타났다. 회

귀식을 이용하여 평년(1976-2005) 대비 저수지 가뭄지수(Reservoir Drought Index, RDI)를 

산정하여 ROC 분석을 수행한 결과,  극심한 가뭄의 경우 2년(2015~2016) 평균 적중률은 0.64

로 겨울의 적중률이 0.70으로 가장 높았고, 여름의 적중률이 0.5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봄과 

가을의 적중률은 각각 0.59, 0.68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회귀식은 가용한 관측자료 

및 1~3개월의 장기 기상전망자료 기반의 월단위 저수율 전망자료 생산이 가능하므로, 이를 기반

으로 농업가뭄 전망정보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기상인자, 다중선형회귀분석, 저수지 가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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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monthly agricultural reservoir storage with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MLRM) based on reservoir storage and meteorological 
data. The regression model was developed using 15 years(2002 to 2016) of 3,067 
reservoirs by KRC(Korea Rural Community) and 63 meteorological stations by KMA 
(Kore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d the MLRM showed the determination 
coefficient(R2) of 0.51~0.95. The MLRM was applied to 9 selected reservoirs among the 
whole reservoirs and validated with R2 of 0.44~0.81. The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analysis of Reservoir Drought Index(RDI) classified by comparing the 
present reservoir storage with normal year(1976~2005 average) reservoir storage 
showed average value of 0.64 for 2 years(2015~2016) with the highest value of 0.70 
for winter period, lowest value of 0.58 for summer period. If 1 to 3 months weather 
forecasting data such as Glosea5 produced by KMA are applied, the predicted monthly 
reservoir storage from the MLRM can be a useful information for agricultural drought 
pre-preparation.

KEYWORDS : Agricultural reservoir, Reservoir storage, Meteorological factors, Multiple 

linear Regression, Reservoir Drought Index

서  론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의 유효저수량은 31

억㎥(17,401개소) 규모로 전체 농업용수량의 

75% 이상을 기여하고 있으며(Kim et al., 
2016) 이러한 저수량 관리는 농업용수의 효율

적인 관리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나라는 논관개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논벼 생육

기간인 4~9월에 대부분의 관개가 이루어진다. 

또한 연간 약 1,400㎜의 강수 중 대부분이 

6~9월에 이뤄지며 이는 우리나라 관개 계획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Bang 

et al., 2017). 따라서 저수지의 저수량이 충분

하지 않을 경우 적은 저수량이 이월되어 작물재

배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발이 

올 경우 심각성은 증가한다. 이에 우리나라 농

업용 저수지에서는 강우집중기간의 강수를 최대

한 저수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작물재배에 있어 

중요하게 여겨진다. 

저수지의 가뭄대응 능력 및 저수지 운영에 관

한 연구는 주로 모의 용수량 산정 및 관개효율

에 초점을 두고 있다(Lee et al., 2006: Lee 

et al., 2008: Jang et al., 2012: Kang et al., 
2014: Song et al., 2015). 또한 댐, 저수지 

등의 저수율 예측은 주로 상류 유입량을 예측하

여 물수지를 산정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

었고, 이는 수문순환 과정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수공학적 구조물 운영 시 방류량을 결정하는 기

초자료로 활용 되었다. 

저수지 운영개선이나 저수지의 용수공급 능력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수지 저수량을 합

리적으로 예측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농업

용 저수지의 저수율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저수

지유입량, 필요수량, 강우량 등의 물수지를 통하

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Park et al., 
2016). 그러나 물수지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로 

방류나 관개되어지는 유량이 불확실 하여 신뢰

성있는 저수율을 모의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

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이 통계분석을 이

용하여 저수지 수위 및 방류량을 예측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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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는데(Jain et al., 1999; Coulibaly 

et al., 2000; Wu et al., 2009; Valipou et 
al., 2013) 국내의 연구사례를 주로 살펴보면 

Lee(2004)는 안성시 내 금광저수지와 고삼저

수지를 대상으로 자기회귀오차모형을 이용하여 

시기별 저수량을 예측하였고, 동일한 저수지에 

대해 Ahn et al.(2007)은 기상인자와 농업용저

수지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고 다중선형회귀분

석을 통해 관개기, 비관개기에 따른 저수율을 

산정했다. Bae(2011)는 실측 관측자료와 하천

수위 자료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하천의 수위 

변화를 분석한 바 있으며, Kang et al.(2014)

은 남방진동지수, 해수면온도, 지위고도 자료로

부터 예측인자를 선정하고 이를 다중선형 회귀

분석으로 안동댐 계절별 유입량을 산정했다. 

Kwon et al.(2016)은 보령댐을 대상으로 핵밀

도 함수를 활용하여 유입량의 불확실성을 고려

한 확률론적 저수량 예측연구를 수행했으며, 

Cho et al.(2016)은 안동댐 유역을 대상으로 

미국 NOAA에서 제공하는 전구기후지수의 강수 

및 기온을 원격상관으로 예측하고 다양한 유입

량 예측 방법을 통해 1개월 선행 댐 유입량을 

산정하여 예측 성능을 비교했다. Park et al. 
(2016)은 월강우량과 월별 저수량 변화량에 대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월별로 저수율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Kim et 
al.(2017)은 베이지안 기법 기반의 댐 예측 유

입량 산정기법을 개발하여 충주댐 유역에 적용

한 바 있다.

기존의 자기회귀모델, 이동평균모델 등의 추

계학적 모델을 통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기후변화와 복잡해진 자연현상을 예측하기 위해

서 보다 더 정확한 예측 모델이 요구되어졌다. 

그러나 저수지 유입량과 필요수량 등을 통한 저

수율 예측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취약점이 있고, 

기존의 저수지 물관리 관행을 포함한 수리, 수

문특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

한 단점이 개선된 저수율 모의를 위해서는 과거 

월 기상자료와 과거 저수율 운영 실적을 통해 

관행적인 운영모의가 반영된 저수율 관측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수위계측기가 설치되

어 관측자료가 장기간 축적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저수율 계측자료와 

기상관측소에서 관측 중인 기상인자와의 다중선

형회귀분석을 통해 월별 저수율 예측 회귀식을 

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과정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저수지 

3,067개에 대한 저수율 관측자료와 기상청 지

상관측소 63개 지점에 대한 기상관측자료를 수

집하여 저수율과 기상인자를 독립변수로 하는 

저수율 예측 다중선형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최

적의 회귀식 도출을 위해 단계적으로 독립변수

를 선정 하였고, 회귀식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전국 행정구역별 대표저수지와의 관측 자료와의 

상관성분석 및 저수지가뭄지수 RDI를 산정하여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1).

1. 농업용저수지 저수율자료, 전국 기상관측자료

국내에는 17,500여개의 농업용 저수지가 전

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농업용 저수지의 총 

유효 저수량은 2,838백만㎥에 달하고 있다. 그

러나 농업용 저수지는 축적된 수문자료가 빈약

하고, 다목적 댐과 같은 대댐과는 달리 농업용 

저수지 관개면적에 비하여 수문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여 모든 저수지

에 대한 계측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위계가 설치된 한국농어촌공사 저

수지를 대상으로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RIMS 

(Rural 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

에서 제공하는 농업용 저수지 일저수율 자료를 

수집하였다. RIMS에서는 전국 저수율 현황, 한

국농어촌공사의 각 지사별 관할저수지 저수율 

상황, 저수율 30%미만 저수지 개소수, 50%미

만 저수지 개소수, 고갈저수지 개소수 등의 자

료를 일별로 제공하고 있다(Kim et al., 2016). 

저수율 예측 회귀식 산정을 위해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관리중인 전국 3,067개에 대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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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저수지 저수율 관측자료 수집하였다. 수집된 

일별자료를 월별로 정리하여 분석에 활용 했으

며, 수집된 자료 중 이상값과 결측자료는 선행

연구와 같이(Lee et al.. 2016)내삽 혹은 배제

하였다. 

그림 2는 2015년부터 2016년 까지 수집한 

월별 저수율을 GIS DB로 구축 하여 나타낸 것

으로 전국 시군 중 농어촌공사 관할 저수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937개(30.2%)의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경상북도 

(19.3%), 경상남도(16.1%)의 순으로 관할저수

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자료는 결측이 없고, 과거 기상자료를 30

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상청 ASOS 63개 기

상관측소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저수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총 5개의 기상인자(강수,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풍속) 자료

를 사용하였다. 

예측된 저수율의 정확도 평가를 위해 저수지 

가뭄지수(Reservoir Drought Index, RDI)를 산

정하여 관측 자료와의 예측정확도 분석을 수행 

하였다. RDI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산정된다.

 

  
            (1)

여기서, 는 특정 월의 관측 저수지 저

수율, 는 과거 30년 평균 저수지 저수율

(평년 저수율, 1976-2005년)을 의미하며, –
0.25~-0.5는 보통 가뭄, -0.5~-1.0 심한 가

뭄, -1 이하는 극한 가뭄의 단계를 나타낸다. 

RDI 산정을 위해 사용된 평년 저수율 자료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제공 받았다.

2. 저수율 예측 회귀식 산정

회귀분석은 한 변수를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설정하고 다른 변수를 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로 설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다중선형 회귀분

석이란 객관적으로 나타난 자료를 바탕으로 2개 

이상의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와 종

속변수(dependent variable)간의 상호관계(선

형, 비선형 관계 등)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일반

적으로 대부분의 자연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

FIGURE 1. Flowchart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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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종속변수(Y),는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에 의

해 좌우되는 경우가 있으며, 설명력 있는 적절

한 독립변수를 여러 개 선택하여 이들의 함수로 

종속변수를 나타낼 경우 회귀식의 정확도가 향

상된다(Yun et al., 2009). 종속변수를 설명하

는데 k개의 독립변수인   ⋯를 도입할 

때 다중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Choi 

et al., 2012).

         ⋯
   

       (2)

여기서,   ⋯ 는 회귀계수 또는 매개변

수를 의미하고 는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 

N(0, )을 따르는 오차항이다.   … 

는 j번째 독립변수 의 회귀계수(기울기)를 의

미하는데, 를 제외한 다른 모든 독립변수의 

값이 고정된 상태에서 의 값이 한 단위 증가

할 때의 값의 평균변화량을 나타낸다. 그리고 

는 독립변수 의 번째 관측치를 의미한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독립변수를 선택하

는 방법은 동시입력방식(enter)과 단계입력방식

(stepwise) 방식이 주로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

FIGURE 2. Monthly Reservoir storage rate (20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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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단계입력 방식을 사용하여 월 저수율을 종

속변수로 기상인자 및 전월 저수율을 독립변수

로 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3. 모형의 평가 방법

회귀모형에 의해 모의된 저수율을 평가하는 방

법으로는 결정계수(coefficients of determination, 

R2)와 root-mean square error(RMSE), 

percent bias(PBIAS)를 사용하였다. R2 은 1

에 가까울수록 관측 값과 모의 값이 완벽하게 

일치함을 나타내며, RMSE는 실측치와 모의치

의 오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오

차가 작음을 의미한다. PBIAS는 관측치와 모의

치의 오차를 퍼센트로 나타난 것으로 오차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효율이 높음을 나타낸다(Lee 

et al., 2018). 

또한 2015-2016 가뭄기간에 대해 농업용 

저수지 가뭄지수인 RDI를 산정하고,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분석을 

통해 산정된 전국 저수율의 시공간적 예측 능력

을 평가하였다. ROC 모형은 주로 기상분야에서

의 확률예보의 정성적 검증에 활용되는 기법으

로(Mason, 1982), Kim and Lee(2011)는 실

제 가뭄 사례와 가뭄지수와의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통계적 기법인 ROC 분석을 적용한 바 있

다. 이러한 ROC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

측자료 기반의 RDI와 회귀식 기반의 RDI와 비

교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서는 가뭄지수를 활용한 실제 가뭄

의 재현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ROC 

모형을 설정하였다. 2015-2016년 동안의 관측자

료 기반의 RDI를“관측 결과(Observed value)” 

로 설정하고, 해당 시점을 대상으로 계산된 가뭄

지수를“예측 결과(Prediction value)”로 분류

하여“가뭄(O)”과“가뭄(X)”에 의해 각각 2

가지씩 분류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실제 가뭄(관측자

료기반 RDI)이 발생한다고 기록된 경우에 회귀

식 기반 RDI에서도 가뭄이 발생했다고 나타나

면“성공(Hit, H)”, 그렇지 않다면“잘못

(Missing, M)”으로 나타내었다. 반면, 실제 가

뭄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예측결과에서 가뭄이 

발생한다면“실패(False, F)”그렇지 않다면 

“음의 성공(Negative hit, N)”으로 나타내었

다. 이중 H와 N을 참의 값으로 판단하고, M과 

N은 거짓의 값으로 결정한다.

위와 같이 분류된 4가지의 구분을 통해 적중

률과 비적중률 각각 계산하여 ROC 곡선을 구성

할 수 있다. ROC 값의 범위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곡선 아래의 면적(Area Under 

Curve, AUC)이 산정 된다. AUC 값이 1에 가

까울수록 가뭄지수의 가뭄 재현능력이 우수하다

고 판단할 수 있다.

결과 및 고찰

1. 저수율 회귀모형

본 연구에서는 5개의 기상관측자료와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다중선형 

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일반적으로 월단위에 

비해 일단위 모의 결과가 실측치를 잘 반영하지 

못하므로(Kim et al, 2018) 기상관측자료는 기

상청 2002~2016년의 전국 63개 지상기상관측

지점에서 얻은 일 기상관측자료를 강수는 누적, 

그 외의 기상자료는 평균하여 월 기상관측자료

로 가공하였고, RIMS에서 제공받은 2002~ 

2016년의 일 농업용저수지 저수율 관측자료는 

월별로 평균하여 월 농업용저수지 저수율 관측자

료로 가공하였다. 회귀식의 회귀결과가 R2 0.5이

하일 경우 회귀식을 재산정하여 최적의 회귀식을 

Previous drought records

Drought Non-Drought

Drought Index
(RDI)

Drought Hit (H) False (F)

Non-Drought Missing (M) Negative hit (N)

TABLE 1. RO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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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였다. 도출된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m ax  m in
       

(3)

여기서, RESpdt는 예측시점의 예측저수율

(%), PRCP 강수(mm), Tmax는 최고기온(℃), 

Tmin은 최저기온(℃), Tavg.는 평균기온(℃), 

WSPD는 평균풍속(m/s), RES는 예측 시점 전

월 저수율(%), C는 상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회귀식 도출을 위해 

Stepwise 방법을 이용하여 전월 저수율, 월 강

수량, 평균, 최고, 최저 기온 및 평균풍속을 순차

적으로 적용하여 회귀식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

을 주는 인자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6개

의 독립변수를 모두 적용하였을 경우 0.76으로 

상관성이 가장 높았으며, 저수율과 월 강수량만

을 고려한 회귀식의 R2은 0.74로 분석되었다. 

도출된 최적 회귀식의 독립변수 중 최고·최

저 기온은 저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증발산량 

추정을 위해 독립변수로 채택된 것으로 판단되

며, 이는 증발량 추정 시 기온자료를 활용하는 

선행 연구(Rim, 2017)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또한 본 회귀식에서는 일조시간을 고려하

지 않음에 따라 Lee et al.(1995)의 연구결과

와 같이 일조시간과 상관관계가 있는 평균기온

이 독립변수로 채택 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6개의 독립변수가 모두 고려

된 회귀식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월별 회귀계수 

      의 값을 산정하고 회귀결과 R2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월별 선형회귀계수는 표 2

와 같으며 개발된 회귀식에 대한 R2는 

0.51~0.95로 분석되었다. 1월이 0.95로 상관성

이 가장 높았으며, 8월이 0.51로 상관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로는 기상인자

들만에 의한 저수율 감소예측은 현장에서의 낮

은 관개효율 즉, 수로손실량, 관리손실량에 의한 

저수율 감소, 그리고 필요담수심이상으로 농민

들의 담수심 초과확보 성향 등의 인자들이 작용

하기 때문에, 관측치의 감소율을 따라가지 못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업용 저수지의 담

수시기에는 R2가 높고, 농업용수의 사용시기가 

많은 관개기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월의 저수율 회귀식이 전월 저수율 

회귀계수인 가 설명변수로 채택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8월의 경우 전월 저수율의 영향

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월의 

최고, 최저 기온은 저수율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에 평균 기온은 9~12월에 

음의 관계가 있었다. 강수량의 경우 논 관개 종

료 후 저수지 담수시점인 9~10월의 강수량이 

농업용저수지 저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저수율 회복 이후(11월~1

Month α β γ δ ϵ η C R2

1 0.0013 -0.90 -0.20 1.06 -0.83 0.96 9.10 0.95

2 0.0189 -1.04 -0.77 1.67 0.10 0.91 10.11 0.93

3 0.0164 -2.40 -0.75 3.13 -0.97 0.84 28.52 0.86

4 0.0065 -1.25 -0.11 1.16 -0.45 0.83 27.22 0.87

5 0.0426 -4.07 -2.03 6.95 0.10 0.78 9.74 0.76

6 0.0457 -7.65 -5.22 12.72 -3.77 0.75 22.52 0.52

7 0.0376 -5.05 -2.64 7.42 -1.70 0.72 38.53 0.56

8 0.0490 -10.17 -8.06 15.25 -4.58 0.58 125.47 0.51

9 0.0565 11.25 11.84 -26.21 8.15 0.79 47.99 0.70

10 0.1043 -0.56 2.67 -3.85 -2.34 0.90 46.70 0.77

11 0.0361 1.38 3.77 -5.89 -1.53 0.95 22.68 0.89

12 0.0257 -1.87 0.001 1.82 -2.25 0.92 21.04 0.89

TABLE 2. Regression coefficients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for each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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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로 강수량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경

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3,000

여개의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 예측 회귀식을 

1개의 대표 회귀식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전국

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대표 회귀식을 산정하

였다고 할 수 있으나, 지역적인 기상요소나 저

수율 특성을 본 대표 회귀식으로 특정 지을 수 

없는 특이성이 존재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

역 별, 규모별 저수지의 정확한 저수율 예측을 

위해서는 우선 저수지 형태별 군집분석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군집별 회귀식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행정구역별 대표저수지 월 저수율 산정 및 

적용성 검토

개발된 월 저수율 추정 회귀식의 적용성 평가

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전국 9개의 대표

저수지를 대상 저수지로 선정하고(KRC, 

2017), 산정된 회귀식을 적용하여 저수율을 추

정하여 이를 관측치와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저수지 저수율 관리를 위하여 행정구역 혹은 저

수지 용수구역에 따른 저수율 및 유입량 산정 

시 기상자료는 대부분 지배 관측소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대

표저수지에 대하여 과거 5년(2012~2016) 저

수율 관측자료와 지배 기상관측소의 기상자료를 

수집하여 회귀식에 적용하였다. 

표 3과 그림 3은 선정한 대표저수지의 제원

과 회귀식 적용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관측저수

율과의 상관성 분석결과 과거 5년 평균 R2는 

0.44~0.81로 나타났으며, RMSE는 1.33~ 

2.51%, PBIAS는 –3.81~30.21%로 모의 결과

는 실측치의 경향성과 크기를 잘 모의 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R2가 가장 낮은 옥천 저수지

의 경우 여름철 저수율의 증감패턴이 관측치와 

상이하였는데, 이는 이 시기의 다중선형 회귀식

의 R2가 0.51~0.56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

성을 나타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PBIAS가 30.21%로 상관성이 낮았던 호민 저

수지의 경우 저수량 증감 패턴은 관측값과 크게 

차이나지는 않았지만, 일정 기간 lag 되는 경향

을 보임에 따라 상관성이 낮게 분석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 행정구역별로 선택된 대표저수지의 

제원을 살펴보면, 유역면적이 530~4,830ha, 유

효저수량이 464~12,407 103㎥으로 다양한 규

모로 선택되었는데 회귀식의 정확도는 규모와는 

크게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가장 낮

은 상관성을 보인 구시, 옥천저수지는 각각 전

라남도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어, 남부지방에 

위치한 저수지에서의 저수율 예측력이 상대적으

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량은 이앙기

전에 만수위 가까이 유지하다가 연중 농업용수 

수요가 가장 큰 시기중 하나인 이앙기(5~6월)

를 거치면서 급감하고 추수기(9~10월)를 지나

면서 다시 회복하는 패턴을 나타낸다(Kim et 

Name Province
Watershed

(ha)
Effective reservoir storage

(1,000㎥)
R2 RMSE

(%)
PBIAS
(%)

Geumju Gyeonggi 820 654 0.69 1.79 1.84

Geumgwang Gyeonggi 4,830 12,047 0.74 2.00 4.15

Youngho Chungbuk 750 501 0.52 1.33 -3.81

Gyeryong Chungnam 1,574 4,670 0.81 1.88 4.83

Naejang Jeonbuk 2,300 4,828 0.65 2.27 2.67

Homin Gyeongbuk 530 464 0.64 2.51 30.21

Oro Gyeongbuk 810 1,890 0.76 1.77 2.97

Gusi Jeonnam 1,390 2,549 0.49 1.74 -1.09

Okchun Gyeongnam 2,660 1,567 0.44 1.89 3.72

TABLE 3. Representative Reservoir Specifications and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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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7). 또한 2015년과 같이 극심한 가뭄

을 겪은 경우 해당년도의 낮은 저수율이 다음 

해 까지 이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회

귀식 산정 시 전월 저수율을 독립변수로 입력함

에 따라 회귀식의 모의 결과는 농업용 저수지의 

운영 패턴을 잘 반영 한 것으로 분석된다. 

3. ROC 분석을 통한 회귀식의 저수율 예측 

능력 평가

ROC 분석을 위해 산정된 회귀식을 이용하여 

전국 저수율을 도출하고 RDI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관측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회귀식의 재현

성능을 평가하였다. 전국 저수율 산정은 회귀식

의 독립변수인 5개의 기상인자와 전월 저수율을 

공간분포시켜 GIS DB화 하였으며, 이를 

ArcGIS 내 Raster Calculator 기능을 이용하

여 전국 RDI를 산정하였다. 

그림 4는 2015~2016년을 대상으로 예측된 

Degree
Seasons

Moderate dry Severely dry Extreme dry

2015

Spring 0.58 0.62 0.59

Summer 0.62 0.60 0.61

Autumn 0.73 0.73 0.69

Winter 0.71 0.74 0.69

Average 0.66 0.67 0.64

2016

Spring 0.66 0.66 0.60

Summer 0.56 0.56 0.54

Autumn 0.73 0.72 0.67

Winter 0.74 0.72 0.71

Average 0.67 0.67 0.63

2 year
(2015-
2016)

Spring 0.62 0.64 0.59

Summer 0.60 0.58 0.58

Autumn 0.73 0.73 0.68

Winter 0.73 0.73 0.70

Average 0.67 0.67 0.64

TABLE 4. The Seasonal Results of ROC Score for RDI (2015 and 2016)

FIGURE 3. Comparison of Observed and Predicted Reservoir Stora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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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율과 관측저수율을 이용하여 RDI를 산정한 

결과를 월별로 도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담

수시기인 11월~4월까지의 RDI는 관측치와 유

사한 패턴을 나타내었고, 5~6월 이앙기의 경우 

2015년 2016년 모두 관측자료에 비해 저수율

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가뭄단계에 진입하지 않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정된 회귀식의 예측성능분석을 위해 동일기

간에 대해 예측된 저수율과 관측저수율 자료의 

가뭄 심도별 ROC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4

와 같다. 보통가뭄(Moderate dry)의 경우 2년 

평균 적중률은 0.67로 분석되었으며, 계절별로 

살펴보면 가을(9~11월)과 겨울(12~2월)의 적

중률이 0.73으로 가장 높았으며 봄(3~5월)의 

적중률은 0.62, 여름(6~8월) 0.60으로 나타났

다. 극심한 가뭄(Extreme dry)의 경우 2년 평

FIGURE 4. The results of RDI (a) Prediction results using multi Regression equation (b) Observ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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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적중률은 0.64로 겨울의 적중률이 0.70으로 

가장 높았고, 여름의 적중률이 0.58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봄과 여름의 적중률은 이앙기의 용수 공급 패

턴을 일정 하지 않아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판

단됨에 따라 이 시기의 회귀식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증발산량을 혹은 관개효율 등의 인자

를 고려한 회귀분석을 추가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전국 저수율 예측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 3,067개에 대한 

저수율 관측자료와 전국 기상관측자료 63개 지

점자료를 수집하여, 저수율과 기상인자를 독립

FIGURE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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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하는 저수율예측 다중선형 회귀식을 도

출하였다. 최적의 회귀식 도출을 위해 단계적으

로 독립변수를 선정하였고, 회귀식의 정확도 검

증을 위해 관측 자료와의 상관성분석을 수행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개의 기상관측자료와 농업용저수지 저

수율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다중선형 회귀모형

을 도출하였다. 다중선형 회귀식의 독립변수는 

단계입력방식을 통해 선정된 기상인자와 저수율

의 연속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월 저

수율을 선택하였으며, 회귀식의 R2는 0.51~ 

0.95로 분석 되었다. 농업용 저수지의 담수시기

에는 R2가 높고, 농업용수의 사용시기가 많은 

관개기()의 상관성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개발된 월저수율 추정회귀식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 전국 9개의 행정구역별로 대표저수

지를 선정하여 저수율을 추정하였다. 관측저수

율과의 상관성 분석결과 R2는 0.44~0.81로 나

타났으며, RMSE는 1.33~2.51%, PBIAS는 –
3.81~30.21% 였다. 일반적으로 농업용 저수지

의 저수량은 이앙기전에 만수위 가까이 유지하

다가 연중 농업용수 수요가 가장 큰 시기중 하

나인 이앙기(5~6월)를 거치면서 급감하고 추수

기(9~10월)를 지나면서 다시 회복하는 패턴을 

나타내는데, 회귀식 산정시 전월 저수율을 독립

변수로 입력함에 따라 회귀식의 모의 결과는 농

업용 저수지의 운영 패턴을 잘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산정된 회귀식을 이용하여 전국 저수율

을 도출하고 저수지 가뭄지수인 RDI를 산정하였

으며, 이를 관측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회귀식의 

재현성능을 평가한 결과, 보통가뭄(Moderate 

dry)의 경우 2년 평균 적중률은 0.67로 분석되

었으며, 계절별로 살펴보면 가을(9~11월)과 겨

울(12~2월)의 적중률이 0.73으로 가장 높았으

며 봄(3~5월)의 적중률은 0.62, 여름(6~8월) 

0.60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가뭄(Extreme 

dry)의 경우 2년 평균 적중률은 0.64로 겨울의 

적중률이 0.70으로 가장 높았고, 여름의 적중률

이 0.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기

상인자들만에 의한 저수율 감소예측은 현장에서

의 낮은 관개효율 즉, 수로손실량, 관리손실량에 

의한 저수율 감소, 그리고 필요담수심이상으로 

농민들의 담수심 초과확보 성향 등의 인자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관측치의 감소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자료 기반의 농업용 저수

지 저수율 예측 다중선형 회귀식을 산정하여 관

측자료와의 상관성을 분석 한 결과, 전국적으로 

0.64~0.67의 저수율 예측 정확도를 나타내었

다. 기존의 저수율 예측은 저수지 유역 상류의 

유입량을 예측하여 이를 기반으로 저수율을 산

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으며, 이러한 방법은 

농업용 저수지의 물공급 전망 및 농업가뭄 전망

에 활용 가능하지만 전국적인 정보를 한 번에 

생산 및 표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

에서 도출한 회귀식은 가용한 관측자료 기반의 

다중선형 회귀식으로 이러한 전국적인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전망정보의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기상자료 및 전월 저수율 기반의 회귀식

을 도출함으로써 기상자료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혹은 기상청에서 제공 중 인 3개월 전망 자료

(Glosea 5) 등과 같은 미래 예측 자료를 입력

하여 저수율 전망 자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

를 기반으로 가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

비할 수 있는 정보의 생산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저수지의 물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

기인 6~8월의 경우 예측 저수율이 과대하게 산

정되는 경향이 있어 회귀식 정확도 향상을 위해 

저수지의 관개효율 등을 고려하는 연구를 추가

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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