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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gricultural reservoirs are important facilities for storing or managing water for the purpose of securing agricultural water, creating and expanding 

agricultural production bases, and using them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on. In particular,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 manages 

agricultural reservoirs scattered across the country, and officially recognizes and distributes hydrological data to increase their public utilization and aims 

to improve the value of water resources. Data on the water level of agricultural reservoirs are important. However, errors such as missing values and 

outliners limit utilization of the data in various fields of research and industry. Therefore, water quality data measures should be devised to increase 

reliability. this study categorized different error types and looked at automatic correction methods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vast hydrological data. 

In addition, the water level data corrected from errors were compared to the reference hydrologic data through expert judgment in accordance with the 

quality control procedure, and the most appropriate measures were verified. As KRC manages more agricultural reservoirs than any other institution, 

the proposed method of efficient and automatic water level data correction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increase the avail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hydrolog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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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후 위기를 맞아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유지관리 및 수자

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저수지의 수위를 적절히 관리

해야 한다. 이는 기본적인 수자원의 용수관리, 재난예방, 관련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신뢰

성 있는 수문자료가 제공되도록 품질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수기에 의한 순⋅일단위의 수문자

료 축적에서 2006년도를 기점으로 유효저수량 10만 m3 이상

의 저수지에서 10분 단위 자료를 자동 수집하고, 그 외는 현장 

검측에 의해 일단위 수위값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방대한 수

문자료가 축적되고 있으며,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수자원의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0분 단위의 실시

간 자료는 재난과 관련된 위기대응의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

다. 또한 일단위 수문자료의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수문자료

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자원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공

인된 일단위 수문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과 관련된 고시 (2013)에 따르면, 

이상치 또는 결측된 자료는 해당 관측소의 자동기록장치를 이

용하거나 통계적 분석을 통한 선형보간법, 상⋅하류관계를 이

용한 자료보간법 등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Kim et al. (2008)도 

수위자료 이상치 및 결측값을 수정할 경우, 해당 관측소의 자

료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통 관측치를 기준으로 수정, 

선형보간법 또는 운형자법 수정, 담당자가 판단에 의한 수정

으로 설명하였다. 이때의 선형보간법은 수위 구간이 상승 혹

은 하강하는 구간 일부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수위 시계열 자료 중 이상치 및 결측값이 발생한 구간의 수문

곡선 형상이 곡선형이고 구간 인접 시간대에 최소 3개 이상의 

양호한 수위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항식을 이용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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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보완하는 운형자법을 설명하였다.

국가 수문자료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7차)에 따르면, 

이동평균 및 이동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이상치를 탐지하고 있

다. 이 기법은 시간에 따른 추세를 반영하여 이상치를 탐지하

는 것이 가능하나, 계절적인 요소가 강한 자료에서는 정상 자

료의 주기적 특성과 이상치 자료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잦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오차를 보완하기 위해 Oh et 

al. (2008)는 강우자료의 결측값에 대한 신경망 기법을 이용하

여 강우를 추정하였다. Kim et al. (2019)는 인공신경망을 활용

한 실시간 저수지 수위자료의 이상치 탐지를 위해 임계치 모

형을 활용하였다. 임계치 모형은 수위자료의 상하한 설정, 수

위변화량의 상한 설정, 이동평균을 이용한 폭을 결정하는 3단계

로 구성하였고 각 단계에서 기준을 벗어나는 수문자료를 이상

치로 분류하였다. 특히, 수위변화량은 정규분포로 가정하여 

표준편차의 3배를 벗어나는 자료를 오류값에 해당되는 이상

치로 판단하였다. 이때의 폭은 시행착오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식은 최적화된 값의 도출로, 과거 자료의 보정 및 관리에 

탁월하였다.

Shin et al. (2020)은 상류관측소의 수문자료를 이용하여 하류

의 단시간 수문자료 예측을 위한 적응형 뉴로-퍼지 기법을 통

해 수문자료의 결측값을 보완하고 예측하는 모형을 제시하였

다. Yang et al. (2020)은 저수지 수위자료의 이상치 탐지 알고리

즘을 제시하기 위하여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구조

를 활용하여 입력 변수와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저수지 수위 

자료를 예측하였다. RNN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농업용수

의 정량적 정보 관리의 차원에서 시계열 자료 특성에 딥러닝 

(Deep Learning) 모형 중 LSTM (Long Short-Term Memory)을 

적용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수문자료의 이상치 탐지, 결측값 보완 

등으로 정확성을 높이거나, 자동연산의 방법론적 방안을 도출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수문자료가 확정되어 배포된 

공인자료와의 관계성에 대한 정확성 검증까지의 단계를 나아

가지 못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가우시안 필터보

정, 사비츠키-골레이 (Savitzky-Golay filter 또는 Sgolay) 필터

보정, 햄펠 필터보정 방법을 통해 추정된 수문자료와 공인된 

수문자료를 비교하여 정량적 방법으로 신뢰도를 분석 및 평

가하였다.

Ⅱ. 수문자료 특성

1. 농업용저수지의 수문자료 특성

데이터 품질 (Data Quality)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품질을 사용

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

계적인 관리와 활동이 필요하다 (MOIS, 2018). 특히, 물관리와 

관련된 품질관리는 오⋅결측값의 검⋅보정과 관련된 활동으

로 이루어진다 (K-water, 2018). 더욱이 국외 수문자료의 가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수문조사의 편익 비용 비율 (B/C)은 1.5

∼21.2의 범위이며, 이는 홍수 피해 저감 가치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다 (MOLTMA, 2008).

저수지의 수위자료는 내용적 조견표에 의해서 저수량 및 저

수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더불어 수문분야에서의 수자원 

계획, 저수지 운영, 침전물 관리 및 수문 모델링 등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KRC, 2019). 그리고 기상정보 및 수위자료를 

활용하여 농업용저수지 이상거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위

계의 특성, 기기 오작동 문제,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수문자료

의 오류 등에 대한 획기적인 품질관리 방법이 요구된다고 하

였다 (MOAFRA, 2016). Lee (2006)은 수문자료는 시간 및 공

간에 영향을 받고, 시간의존성은 자료의 무작위성 결여의 주

된 원인이 되며, 자료의 관측에서 장비 및 관측자에 의한 오차

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국가 수문자료 품질관리에 따르면, 시

계열에 따라 수문자료가 축적되고, 신뢰성 있는 수문자료를 

장기간 수집하여 분석, 활용하는 것은 수자원 계획과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하였다.

농업용 저수지의 수문자료가 타 용수와는 달리 관개기 중 

6∼8월에 단기적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는 것은 작

물의 이용 여건에 따라 사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수위변

동성이 커지면서 품질관리는 더욱 난해하고 복잡하다. 농업

용 저수지는 이앙기를 포함하여 관개기인 4월 중순부터 9월

까지는 취수시설을 이용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므로 그때의 

수위자료가 감소하며, 이를 앞두고서는 농업용수의 최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4∼5월경에는 만수위로 유지하는 시계열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강우량 사용 후 부족량을 공급하

는 특성상 기상상황에 따라 수요량의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

다 (MOLTMA, 2011).

농업용저수지는 유역면적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일 경우는 

강우 발생 시 도달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실제로도 최대

홍수량 발생도 대부분 2∼3시간 내외에서 저수지로 도달하고 

있어서 저수지의 급격한 수위변화에 영향을 준다. 또한 저수

지에 유입되는 유량 또는 강우에 따라 저수지 수위 변동성이 

크며 이에 따른 오차가 발생될 여지도 많다. 그러므로 축적된 

수문자료의 정확한 관리 및 표출을 위해서는 전처리 분석과정

과 다양한 오류에 대한 분류 및 보정으로 품질관리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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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용저수지의 수문자료 오류형태

일단위의 수문자료에서 단기간에 동일 자료 입력 또는 누락

이 발생된다. 수위의 급변동이 적은 기간 목측에 의한 관찰은 

동일 수문자료로 인지되기 쉬워 장시간 동일 데이터가 입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일 수위가 장시간 지속된다면, 과

거 데이터를 근거로 이상치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 단기간의 

결측에는 선형보간, 운형자법 등의 보간법을 통해 보정할 수

는 있다. 또한, 수문자료는 저수지의 시설 제원을 바탕으로, 만

수위 또는 사수위 등을 이탈한 값을 이상치로 판단되어야 하

며, 저수지 제원을 활용하여 치환한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과거 데이터의 수위 변동량의 평균값 대비 표준편차 ()의 n배

를 벗어난 수위 변동량의 상⋅하한값을 초과하는 수문자료에 

대해서도 이상치로 판정할 수 있으며, 보통 표준편차의 3배를 

활용한다.

저수지의 수위자료 오류는 관측시설의 유지관리 여부 및 오

작동, 고장, 통신감도 불량, 전원이상 및 부족 등으로 수문자료

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일시적인 현상일지라도 장애가 지

속되면 장기간 자료 결측 단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관측된 

수문자료는 다양한 한계가 있으므로 통계분석 등을 활용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Fig. 1은 필터링 기법을 활용하기 위하여 그동안 축적된 수

위자료를 대상으로 이상치 탐지 및 제거, 결측값의 수문자료

를 보정하고, 공인된 수문자료와의 비교⋅결과분석 및 신뢰도

를 평가하는 연구방향을 나타낸다. 각 방식은 가우시안 방법, 

Sgolay 방법과 햄펠 방법이며, 산포도 및 평균제곱근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E), NSE계수 (Nash-Sutcliffe Efficiency, 

NSE)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단위시간당 수

위변화량 (, 수위변화속도)과 단위시간당 수위변화량의 변

화량 (, 수위변화가속도) 범위를 정상치 영역으로 산정하

고, 산포되는 정도를 정성적으로 신뢰도를 판별하고자 한다.

1. 대상저수지

Table 1은 대상저수지의 목록 및 제원을 보여주고 있다. 연

구에서의 대상저수지는 댐 높이가 15 m 이상이거나 총 저수

용량이 2천만 m3 이상인 저수지를 기준으로 2016년부터 2019

년까지 4년간 수문자료가 축적되고 공인되어 관리된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수문자료 공인이란 법률에 따

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자료의 활용성을 강화하여 

수자원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

가 수문 관측망 구축에 맞추어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Fig. 1 Flow chart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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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측값 보정 방법

결측값을 보정하는 방안에 선형보간법 또는 운형자법을 활

용할 수 있다. 선형보간법은 끝점이 값이 주어졌을 때, 그 사이

에 위치한 값을 추정하기 위하여 직선거리에 따라 선형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수위곡선의 형상을 직선으로 가정할 수 있

는 구간에 적용하여 수위의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자료의 구간이 감소할수록 직선의 연속함수를 통해 근사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자동수위측정 방식 도입 이전의 누락자료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운형자법은 선형보간법의 부족한 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려한 방안으로 이상치 및 결측값이 발

생한 구간의 수문곡선 형상이 곡선형이고 구간 인접 시간대에 

최소 3개 이상의 양호한 수위자료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

법이다. 수위 변곡점을 포함하여 이상치 및 결측값이 발생하

여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보정을 위한 편리성

을 높이고, 앞으로 10분 단위의 실시간 수문자료의 보정에도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선형보간법을 적용하였다.

3. 이상치 보정방법

가. Gaussian 필터 보정

가우시안 필터는 Karl Friedrich Gaussian이 제안한 가우시

안 분포를 이미지 처리에 적용한 것으로, 가우시안 평활화 연

산자는 영상에서의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반면에 몽롱

화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연산자이다 (Gu et al., 2010).

가우시안 분포는 정규분포에서 평균값을 0으로 유도한 분

포이며, 정규분포 및 확률분포에 의해 생성된 잡음을 제거하

기 위한 필터로서 중앙에 위치한 값과 원거리에 있는 이웃 값

들을 가중치로 감소시켜, 가중한 이웃의 평균값으로 대치한다. 

가까운 값은 큰 가중치를 주며, 멀리 있는 값은 작은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을 계산한다.

 














(1)

여기서, 가우시안 함수에서 는 가중치의 역할을 하게 되

며, 값에 따라서 함수값과 그래프의 형태도 바뀌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방법의 품질관리 통계분석에 따라 

오류로 판정되는 경계선 값 3를 적용하였다.

나. Sgolay 평활화 보정

사비츠키-골레이 (Sgolay) 보정 방법은 변동성이 심한 등간

격 시계열 자료의 전반적인 경향을 유지하면서 평활화하여 자

료를 매끄럽게 한다. 환경부에서는 초음파식의 경우와 같이 

수위 자료의 변동성이 심한 자료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해당 구간을 잘게 나눈 후 다항식으로 적합시키면서 순차적으

로 보완한 자료들이다. 특정 차수의 다항식을 최소제곱법을 

사용하여 데이터 노이즈를 제거하여 신호처리와 이미지 분야

에서 사용한다.

Reservoir Location
Basin area

(ha)

Total storage 

capacity (×1,000㎥)

Height

(m)

Length

(m)

Geumbong Uiseong-gun, Gyeongbuk 02,744 07,416 40.80 188

Gabug Geochang-gun, Gyeongnam 03,450 07,985 49.00 167

Geumgwang Anseong-si, Gyeonggi 04,830 12,095 21.22 225

Obong Gangneung-si, Gangwon 10,900 12,718 50.63 268

Miho Jincheon-gun, Chungbuk 13,330 13,872 19.40 174

Cheongcheon Boryeong-si, Chungnam 07,010 20,800 23.00 306

Donghwa Jangsu-gun, Jeonbuk 05,880 32,348 70.55 474

Tabjeong Nonsan-si, Chungnam 21,880 34,983 18.10 573

Table 1 Target reservoirs in this stud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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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ampel 필터 보정

햄펠 (Hampel) 보정 방법은 이상치를 감지하고 제거하면, 

측면당 3개로 구성된 중앙값을 계산한다. 또한 중앙값 절대편

차를 사용하여 각 값의 윈도우 중앙값에 대한 해당 값의 표준

편차도 추정한다. 중앙값과 3표준편차보다 큰 오차가 발생하

면, 해당 오류데이터를 제거하고, 누락데이터를 중앙값으로 

대체하면서 보완하므로 이상값의 영향을 적게 받는 강건 

(robust) 통계에 해당된다.

  

   

    

    

      

 

(3)

여기서,   는 입력벡터 에 적용하여 이상

값을 감지하고 제거한다.    에서의 샘플 

의 양쪽 측면에 있는 이웃 수로 정수 스칼라로 지정된다. 신호 

경계에 근접하고 한 측면의 샘플 개수가  미만인 샘플은 더 

작은 윈도우의 중앙값과 비교된다. 본 연구는 측정 윈도우에 

있는 의 각 표본 양쪽 측면에 있는 이웃 수  를 3으로 한다. 

    는 표준편차 개수 n-sigma를 지정

한다.     은 이상값으로 식별된 모든 지점의 

위치에서 true인 논리형 행렬로 반환한다. 는 필터링된 신호

로 와 크기가 동일한 벡터 또는 행렬로 반환된다. j는 이상값 

인덱스로 와 크기가 동일한 벡터 또는 행렬로 반환된다. 

      은 국소 중앙값과 의 

각 요소에 대한 표준편차 추정값으로 반환한다.   

에 출력 인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필터링된 신호를 표출한다. 

은 국소 중앙값이며, 는 표준편차 추정값으

로 와 크기가 동일한 벡터 또는 행렬로 반환된다.

4. 신뢰도 분석방법

수문자료의 보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자료는 통계적 추정의 

정확성에 대한 질적인 척도가 필요하여, 품질관리된 값의 분

포 정도를 나타내는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산포도 분석은 국가 수문자료 품질관리시스템 (MOE, 2018) 

연구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축적된 자료는 단위시간별 수위

자료이며, 수위자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위시간당 수위변

화 속도와 수위변화 가속도의 관계를 적용하였다.

RMSE는 값이 작을수록 오차가 작으며, 품질관리된 수문자

료와 공인된 수문자료와의 유사성을 볼 수 있다. NSE 계수는 

수문자료의 예측 기술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효율 계수 모델

이다. 효율 1에서 모델링된 시계열의 오차 분산 비율을 관측된 

시계열의 분산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며, 해당 값이 1에 가까

울수록 예측 능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Ⅳ. 연구결과

1. 필터링 방법별 보정결과

Table 1의 대상 저수지는 2016∼2019년까지의 공인된 수문

자료와 가우시안 방법을 적용한 결과, Sgolay 방법을 적용한 결

과, 햄펠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Table 2에 표기하였다. 시계열의 

보정된 결과를 살펴보면, 원본 수문자료와 보정된 자료 간에 

큰 격차를 띄지 않고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는 듯하나 RMSE에

서 차이를 보여주었다. 금봉, 가북, 금광, 오봉 저수지는 햄펠 방

법이 다른 보정방법에 비해 RMSE가 낮게 나오면서 우수하였

다. 특히, 햄펠 방법은 구간의 변곡점에서 선형보간하는 경향

을 보였다. 가북저수지는 금봉저수지에 비해 저수위의 변곡점

이 많았으며, 이는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NSE 계수는 1에 근접하고 대체로 유사한 값을 보이면서 차이

를 보기 어려웠으며, 이는 이상치가 발생한 구간이 아닌, 전체 

4년간의 구간을 적용하면서 높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다른 농업용 저수지에 비하여 오봉저수지는 생활용수 공급의 

역할도 겸하고 있으므로, 농업용수 공급시기 이외의 시계열에

서 변동폭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산포도 결과에서는 Sgolay 방

법이 이상치를 보정하여 정상치 영역 내에 값을 도출하는데 

탁월한 점을 보여주었으며, 집중화된 경향을 보였다.

미호, 청천, 동화, 탑정 저수지는 햄펠 방법도 우수하였으나, 

가우시안 방법이 가장 우수하였다. 특히, 미호저수지는 Table 1

의 대상 저수지에서 전반적으로 RMSE와 NSE가 우수하였다. 

이는 변곡점의 변동이 완만하고 개수가 적어서 발생한 결과로 

고려된다. Table 2를 보면 전반적으로 햄펠 방법이 가장 우수

하였다.

시계열의 보정된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공인자료와 동일

한 경향을 보였으나 햄펠 방법은 수문자료의 계절별 변곡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선형보간의 형태를 띄었다. 또한, 총저수량

이 큰 저수지일수록 동일 경향성이 짙어졌다. 그러나 금광저

수지의 2017년 7월 전후를 살펴보면, 햄펠 방법에 비해 다른 

방안은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으나, 변곡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햄펠 방법이 극단으로 벌어지는 오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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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mbong

Fig. 2 Quality control application and scatter results (Geumbong agricultural reservoir)

Gabug

Fig. 3 Quality control application and scatter results (Gabug agricultural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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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mgwang

Fig. 4 Quality control application and scatter results (Geumgwang agricultural reservoir)

Obong

Fig. 5 Quality control application and scatter results (Obong agricultural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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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ho

Fig. 6 Quality control application and scatter results (Miho agricultural reservoir)

Cheongcheon

Fig. 7 Quality control application and scatter results (Cheongcheon agricultural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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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hwa

Fig. 8 Quality control application and scatter results (Donghwa agricultural reservoir)

Tabjeong

Fig. 9 Quality control application and scatter results (Tabjeong agricultural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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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상저수지의 산포도를 살펴보면, 시계열의 보정된 결과

와 달리 금광저수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저수지에는 Sgolay 방

법이 오차가 작아 보이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는 자료를 매

끄럽게 하여, 산포도의 가로축 단위시간당 수위변화와 세로축 

단위시간당 수위변화량의 변화량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또한 이동평균은 주어진 자료간 거리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두어 평균으로 대체하지만, 평활화는 다항식

으로 판단하여 보정하는 방법이므로 정확도가 높아진다. 다만, 

변동성이 큰 금광저수지에서는 햄펠 방법이 오차를 줄였으므

로 산포도에서 우수하게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2. 보정결과에 따른 적용기준

가. 총저수량 기준

총저수량을 토대로 살펴보면, 총저수량 13,000천 m3 미만

에서는 햄펠 방법이 우수한 반면, 13,000천 m3 이상에서는 가

우시안 방법이 우수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농업용저수지에 일

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햄펠 방법이 우수하겠으나, 총저

수량이 큰 대규모의 저수지에서는 가우시안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큰 저수지유역에서는 순간최대유량이 최대 일

평균유량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작은 저수지유

역에서는 순간최대유량이 최대 일평균유량에 비해 상당히 크

게 나타나므로 (Lee, 2006), 농업용 저수지에 비교하면 총저수

량에 따라 적합한 보정방법이 구분되는 하나일 것으로 판단

된다. 햄펠 방법은 평균이 아닌 중위수 (median)를 활용하기 

때문에, 평균과 달리 극단값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므로 총

저수량이 적은 저수지에서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고려된다. 

일자료 등 과거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총저수량 기준으로 

햄펠과 가우시안 방법을 나누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나. 실시간 수문자료 적용기준

햄펠 방법이 가우시안 방법보다 RMSE의 차이가 큰 격차로 

벌어져있고 특히 금광저수지의 경우 수위자료의 급변화를 적

절하게 보정하여 산포도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일자료에 비해 

실시간 자료에서는 시계열이 촘촘하면서 진폭이 큰 특징을 지

니므로, 햄펠 방법이 실시간 수문자료에 적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수문자료의 양은 방대하므

로, 자동보정의 적용은 필수적이다. 다만, 보정을 거친 수문자료

가 최종 공인된 수문자료와의 연관성이 높으나, 수문자료가 

다양한 형태를 보인만큼 보정방법 적용에 유의해야 하며, 전

문가가 판단하는 수동보정의 병행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요약 및 결론

농업용저수지의 시계열 특성을 지닌 수문자료에 대해 이상

치 보정 등의 통계적 방법론을 정립하고, 수자원의 효용가치

를 높이기 위해서 신뢰성 있는 수문자료의 품질관리는 필수적

이다. 수문자료의 이상치 및 결측값 보정으로 정확성을 높이

고, 자동연산의 방법론을 도출하는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필터기법을 활용하여 공인된 수문자료

와의 관계성에 대한 정량적 검증을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본 수문자료와 보정된 자료 간에 동

일한 경향을 보여주는 듯하나 RMSE에서 차이를 보여주었다. 

총저수량 13,000천 m3 미만에서는 RMSE가 낮게 나오면서 햄

펠 방법이 우수한 반면, 총저수량 13,000천 m3 이상에서는 가

우시안 방법이 우수하였다. 특히, 햄펠 방법은 구간의 변곡점

에서 선형보간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평균이 아닌 중위

수 (median)를 활용하기 때문에 평균과 달리 극단값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므로 총저수량이 적은 저수지에서 정확도가 높

은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시계열 수문자료의 변곡점의 변동

Name
Gaussian Sgolay Hampel

RMSE NSE RMSE NSE RMSE NSE

Average 0.160 0.996 0.168 0.996 0.140 0.997

Geumbong 0.133 0.998 0.145 0.998 0.114 0.999

Gabug 0.240 0.998 0.249 0.997 0.237 0.998

Geumgwang 0.292 0.987 0.268 0.989 0.146 0.997

Obong 0.287 0.990 0.294 0.989 0.257 0.992

Miho 0.057 0.998 0.066 0.997 0.070 0.997

Cheongcheon 0.062 0.999 0.076 0.999 0.071 0.999

Donghwa 0.137 0.999 0.164 0.998 0.149 0.998

Tabjeong 0.069 0.998 0.083 0.997 0.073 0.998

Table 2 Target reservoir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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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만하고 개수가 적을 경우에는 신뢰도 수준이 높았다. 전

반적으로 햄펠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우수하였다. 다만, 

NSE 계수는 장기간의 수문자료에 적용하면서 대체로 차이를 

두기 어려워 NSE 계수의 활용적인 측면에서의 효용성은 낮

았다.

본 연구는 공인된 수문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신뢰도가 높은 

자동보정방법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단위에 비해 10

분 단위의 수문자료에서는 시계열이 촘촘하면서 진폭이 큰 특

징을 지니므로, 햄펠 방법이 실시간 수문자료에도 적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정을 거친 수문자료

가 최종 공인된 수문자료와의 연관성이 높더라도, 통계적 분

석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보정방법의 적용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보완하는 방안은 강우량 또는 농업용수 공급량 등

을 반영하거나, 전문가에 의한 수동 보정을 병행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외에도 통계적 분석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수문자료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오⋅결측값을 생성 및 보정하

는 등의 비교하는 방법론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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