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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data in certain formats is essential for agricultural water cycle analysis, which involves complex interactions and 

uncertainties such as climate change, social & economic change, and watershed environmental change.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web-based Data processing and Model linkage Techniques for Agricultural Water-Resource analysis (AWR-DMT). The developed techniques consisted 

of database development, data processing technique, and model linkage technique. The watershed of this study was the upper Cheongmi stream and 

Geunsam-Ri. The database was constructed using MS SQL with data code, watershed characteristics, reservoir information, weather station information, 

meteorological data, processed data, hydrological data, and paddy field information. The AWR-DMT was developed using Python. Processing technique 

generated probable rainfall data using non-stationary frequency analysis and evapotranspiration data. Model linkage technique built input data for 

agricultural watershed models, such as the TANK and Agricultural Watershed Supply (AWS). This study might be consider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watercycle analysis by developing data processing and model linkage techniques for agricultural water-resour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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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농촌유역의 물순환은 기후변화, 유역환경변화, 사회/경제

적 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과 불확실성을 수

반하며 발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기 위

해 통합 물관리 기법을 수립하여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농촌유역의 통합 물관리를 위해서는 물순환을 구성

하는 다양한 모의 요소들을 하나의 독립된 객체로 모듈화하

여 우리나라 농촌유역의 복잡성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하는 우리나라 농촌유역의 물순환 

해석은 방대한 시공간 정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모의 요소

별로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구축한 데이

터베이스를 물순환 해석에 적합한 자료로 추출 및 가공하여 

전처리를 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기

존의 구축된 다양한 국가정보시스템에서 필요한 자료를 실시

간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물순환 해석에 필

요한 자료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기법은 농촌유역의 물

순환 해석에서 중요하다.

자료 관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각 분야에 국한되어 자료

의 품질 관리 및 자료 변환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자료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해서 자료의 정도를 높이거나 알고리

즘 등의 수학적인 기법을 적용해 이상치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행되었다. Chae et al. (2014)은 시계열 및 

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복합기상센서의 특성을 고려한 기상자

료의 품질관리시스템 (Quality Control system for Integrated 

Meteorological Sensor data, QCIMS)을 개발한 바 있다. Kim 

et al. (2012)은 우리나라 강수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4가지 자

료 전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군집분

석을 수행하기 전에 사용한 4가지 자료 전처리 기법으로는 일

반 정규화 방법, 수정된 정규화 방법, Z-score 방법, 요인분석

을 사용하였고, 군집분석은 K-means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

하였다. Kang et al. (2008)은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계분관리

를 위해 영양물질 관리 계획 수립, 이송 분석, 자료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GIS 기반 PLDSS (Poultry Litter Decision 

Support System)를 개발하였다. Kwon et al. (2007)은 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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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학적/통계학적 분석에 근거한 에디 공분산 자료의 품질 관

리 및 보증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Carleton et al. 

(2005)은 유역의 수문 및 수질 모니터링 자료 관리 및 분석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방대한 자료 관리의 적용성을 

보여주었다.

자료 전처리에 대한 연구도 일부 수행된 바 있으나 기존의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단순히 변환 또는 보정하는 

정도에 그치거나 농촌유역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많지 

않아 농촌유역의 물순환 해석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Lim and Bae (2015)는 U.S. EPA에서 제공하는 대기확산모

델을 활용하기 위해 국내 기상 자료를 모형에 맞게 변환하고 

입력 자료 구축이 가능한 기상자료 전처리 프로그램을 개발

한 바 있으며, Jo et al. (2013)은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활용을 

위해 프로그램에 구축된 하천조사자료의 현황을 조회하는 기

능, 하천측량 원시자료를 기반으로 한 하천 DEM 및 단면도 

제공 기능, 두 개의 단면을 비교·분석하여 단면변화의 증가량 

및 감소량을 산출하는 기능을 개발하였다. Joo et al. (2000)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수질 자료의 이상치를 보정하는 전처

리 기법을 개발하였다.

농촌유역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

료 품질 관리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소유역에 한정되어

있어 광범위한 농촌유역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

으며, 물순환 해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Park et al., 2013; Kim et al., 2006; Kang et al., 2001a, 2001b).

우리나라 농촌유역 물순환 해석을 위해 이미 개발되어 각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은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

는 자료에 대해서는 접근 및 구축이 수월하나, 농촌유역의 복

잡성, 지역적인 특성 등을 대표하는 자료들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및 구축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이미 개

발된 자료 관리 시스템은 농촌유역 물순환 해석을 위해서 필

요한 자료 전처리 과정과 모형과 연계되어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이 부족하여 실시간 해석을 필요로 하는 농촌유역 물순

환 해석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각 부처별로 필요

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중복되는 자료가 많아 광범

위한 정보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효율적인 농촌유역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농촌유역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역 

특성, 기상 및 수문 자료, 기후변화 자료를 구축하고, 외부 환

경의 일회성 평가에 기반을 두어 수행하였던 과거의 접근 방

법에서 나아가 내외부의 복합적인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반

영하기 위한 요소 모듈 방식의 지능형 관리기법의 개발이 필

요하다. 각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개발된 정보시스템이 기존

의 방법이었다면, 이미 구축된 다양한 국가정보시스템에서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물순환 해석 모형에 요

구되는 자료를 모형이 요구하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농촌유역의 복잡성 및 지역 특

성을 반영한 물순환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농촌유역 물순환 

해석에 필요한 자료의 전처리 및 모형과 연계 기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유역 물순환 해석을 위해 필요한 자

료를 효율적으로 가공 및 사용할 수 있는 웹기반 자료 전처리 

및 모형 연계 기법을 개발하는데 있다.

Ⅱ. 웹기반 자료 전처리 및 모형 연계 기법 개발

1.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한 농촌유역 물순환 해석을 위한 웹기반 

자료 전처리 및 모형 연계 기법 (Web-Based Data processing 

and Model linkage Techniques for Agricultural Water- 

Resource management, AWR-DMT)은 농촌유역 물순환 해

석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구축하고 전처리과정을 거

쳐 사용자의 필요와 모형의 입력 자료에 적합한 맞춤형 자료

를 제공한다. 웹 기반으로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농촌

유역의 지능형 물순환 해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다.

농촌유역 물순환 해석을 위해 농촌유역 데이터베이스 설

계, 농업생산기반시설 인벤토리 구축, 유역 물리특성/기상/수

문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후변화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웹으로 구현하였다.

개발 언어는 Python (PSF Python, Version 3.4.2, USA)을 

선택하여 맞춤형 자료 전처리 모듈 개발 및 웹 프로그래밍을 

수행하였다. Python은 문법이 간결하고 직관적인 특징을 가

지고 있어 농촌유역의 복잡성 및 다양성을 수월하게 코드로 

구현할 수 있으며, 웹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과학적인 연산, 데

이터 가공, 그래프 및 보고서 작성 등의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법은 농촌유역의 수문해석과 향후 

수질해석 모델링을 위하여, ①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자료 

전처리 기법, ③ 물순환 모형 연계 기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다양한 시·공간 정보를 농촌용수 해석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입력 자료를 생성하는 

전처리 기법을 정립하고, 모듈 간 자료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자료의 형식 및 연계기술을 정립하였다.

Fig. 1은 자료 전처리 및 모형 연계 기법의 전체적인 구성과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기법의 각 단계별로 기술을 정립하였

고 이를 웹과 연동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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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dure of data processing and model linkage techniques

2. 농촌유역 물순환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자료 구성

농촌유역 물순환 해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에는 강수량, 일

사량, 기온, 지온 등 일정 시간단위로 측정되는 대표적인 시계

열 자료인 기상자료와 하천 유량 등 측정망을 통한 실시간 측

정 자료가 있다. 기상자료는 수문모형 구동뿐만 아니라, 증발

산량 산정의 기초자료이므로 농촌유역 물순환 해석모형에 적

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 스케일, 형식에 맞게 가공해야 

한다. 기상 자료는 빈도해석을 통한 설계 강우 또는 설계 홍수

량 산정에도 이용할 수 있다.

나. 개체관계도 설계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법은 농촌유역 물순환 해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

다. 상위 테이블로 자료 코드 정보, 유역 특성 정보, 저수지 정

보, 관측소 정보 테이블을 생성하였으며, 자료 코드 정보 하위

에 총 6개의 모형 자료 테이블 (기상청 기상자료, 미래 기상자

료, 자료 전처리 정보, 저수지 수위 정보, 관개지구 정보)을 설

정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MS SQL (Microsoft SQL Server, 

Version 2012, USA)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Fig. 2는 본 기

법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개체관계도 (Entity Relation-

ship Diagram, ERD)를 보여주고 있다.

3. 자료 전처리 및 모형 연계 기법 개발

가. 모형 선정

본 연구에서는 자료 전처리 및 모형 연계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TANK 모형과 농업용수 공급량 모의 모형 (Agricultural 

Watershed Supply, AWS)을 선정하였다. An et al. (2015)은 

미계측 저수지 상류 유역의 유출량을 추정하기 위해 개념적 

강우-유출 모형인 TANK 모형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회귀식

을 개발한 바 있으며, Song et al. (2015)은 연단위 관개효율 

변화를 고려한 농업용수 공급량을 모의하여 제안한 바 있다.

An et al. (2015)은 TANK 모형의 매개변수와 상관성이 높

은 유역특성인자들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다음 수정

된 R
2
를 이용하여 최종적인 회귀식을 결정하였다. An et al. 

(2015)의 연구 결과를 모형 연계 기법에 적용하여 개발하였

다. Table 1은 TANK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 회귀식을 나타내

고 있다.

Song et al. (2015)은 연단위 관개효율 변화를 고려한 농업

용수 공급량을 관개면적, 필요수량, 관개효율, 일 최대 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모의하였다. Eq. (1), Eq. (2)는 농업용수 공급

량 모의 모형의 식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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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ntity relationship diagram (ERD) of the AWR-DMT

Table 1 Regression equations for estimating the TANK model parameters (An et al., 2015)

Parameters Regression equation R R
2

A11 lnln 0.60 0.36

A12 ln 0.56 0.31

A2 × 
lnln 0.60 0.36

A3 × 
lnln 0.58 0.34

B1 ln 0.59 0.35

B2 ln 0.64 0.41

B3 × 
× 

 0.55 0.31

H11  0.79 0.63

H12  0.69 0.48

H2 ln 0.65 0.42

ST3
 



0.40 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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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chart of the data processing Fig. 4 Procedure of frequency analysis

는 담수심 (mm), 는 필요수량 (mm), 는 유

효우량 (mm), 는 포장 배수량 (mm), 는 실제 증발산

량 (mm), 는 침투량 (mm)을 의미한다.

나. 자료 전처리

농촌유역 물순환 종합해석 모형은 시·공간 자료의 구축 및 

관리가 필수적이다. 본 기법은 모형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으며, 기상자료와 같이 

일단위로 축적되는 시간자료를 입력하기 위해 기상청, 국가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AMI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일단위

로 갱신하고, 기상자료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자료 구축 모듈은 기상청 및 WAMIS에서 제공

하는 기상자료를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및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 빈도분석 모듈은 최신 자료를 수

집하여 기상자료 별 연 최대치자료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한다. Fig. 3은 자료 구축 및 자료 전처리 모듈의 순서도

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기상청에서 관측한 강수자료와 기상

청 산하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미래 강수자료를 데이

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전국 기상관측소는 일별 및 시간별

로 기온, 강수량, 바람, 습도, 일조시간 등의 기상자료를 관측

하여 제공한다. OPEN API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농촌유역 물순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였다. 미래 강수자

료는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를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Fig. 4는 자료 전처리 과정 중 하나인 빈도분석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농촌유역 물순환 데이터베이스에 기상관측소별

로 구축한 기상자료 중 미래 강수자료에 대해 편의보정을 수

행한다. 과거 기상자료와 편의보정을 수행한 미래 강수자료

에 대해 30년을 기준으로 지속시간별 연최대강수량을 계산

하여 비정상성을 고려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재

현기간별 확률강우량을 도출한다.

편의보정은 동역학적 모형에 내재하고 있는 시스템적인 

오차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편의보

정 방법은 각 자료 군에 대해 기술적인 통계량을 기준으로 수

행하나 극한사상과 같이 단기간에 발생하는 강우사상에 대해

서는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극

한값에 초점을 맞춘 편의보정 방법인 분위사상법을 수정 및 

보완하여 지역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산출된 과거 및 미래 

강수 자료의 극한사상을 보정하였다. 분위사상법은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모의자료에 내재한 변동성과 통계적 특성까지 

모두 고려할 수 있어 극한사상을 보정하는데 적합하다 (Kim 

et al., 2008). 분위사상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강수자료를 

적합시킬 누적확률분포를 선정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GEV 분포를 선정하여 편의보정을 수행하였다. GEV 분포는 

상위 꼬리부분의 면적이 커서 극한사상의 비초과확률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ung et al., 2012). 

GEV 분포의 누적분포함수는 Eq. (4), Eq.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tedinger et 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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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ocedure of the evapotranspiration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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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  , 는 위치 (location), 규모 (scale), 형상 

(shape) 매개변수를 의미한다. GEV 분포는 3개 매개변수가 

결합된 형태로 형상매개변수인 값에 따라 극치 Type Ⅰ (

=0), Type Ⅱ (<0), Type Ⅲ (>0)로 구분할 수 있다 

(Stedinger et al., 1993).

최근 강수사상을 살펴보면 시간에 따라 강수형태가 변하

고 있으며 강우강도 역시 무작위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강수사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강수자료에 대한 비정상성 빈도해석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는 비정상성 해석을 위해 30년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이동하

여 기간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준으로 설

정한 30년은 세계기상기구 (WMO)에서 정의한 기후의 경향

을 대표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다. 또한 과거 시작 시점부터 1

년씩 누적한 누적기간을 사용하지 않고 30년을 기준으로 1년 

단위씩 이동하여 분석한 이유는 과거의 기후 경향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기후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위에서 설정한 기간별로 지속시간별 연최대강우량을 산정

하고 GEV 확률분포에 대한 매개변수 추정을 실시하고, 추정

을 통해 얻은 매개변수를 적용하여 얻은 GEV 확률분포와 관

측값과 오차를 평가하는 적합도 검정을 수행하였다. 최종적

으로 GEV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재현기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Fig. 5는 자료 전처리 과정 중 하나인 증발산량 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 구축한 농촌유역 물순환 데이터베이스

의 기상자료와 관측소 위치 정보 등을 가져온 다음 증발산량

을 여러 가지 식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증발산량은 Penman- 

Monteith 식, 수정 Penman 식, Blaney-Criddle 식 중 사용자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 모형 연계 기법

Fig. 6은 모형 연계 기법 중 하나인 상류 유역 유출량을 모

의하기 위한 입력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

다. 먼저 유출량을 모의하고자 하는 유역이 계측 유역인지 미

계측 유역인지를 구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미 구축한 농촌

유역 물순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다. 계측 유역의 경우 

기상자료, 유역특성인자, 전처리 과정을 거친 증발산량 자료 

등을 가져온 다음 TANK 모형 매개변수를 구축한다. 미계측 

유역의 경우 이미 구축한 농촌유역 물순환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역특성인자를 가져온 다음 An et al. (2015)이 제시한 

TANK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 회귀식을 이용하여 TANK 모

형의 매개변수를 구축한다.

Fig. 7은 모형 연계 기법 중 하나인 농업용수 공급량을 모의

하기 위한 입력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Song et al. (2015)이 제시한 연단위 관개효율 변화

를 고려한 농업용수 공급량을 모의 기법을 기준으로 입력 자

료를 구축하였다. 이미 구축한 농촌유역 물순환 데이터베이

스에서 기상자료와 관개효율 자료, 관개지구 자료 등을 가져

온 다음 Song et al. (2015)이 제시한 방법에 맞게 입력 자료를 

구축한다.

Ⅲ. 웹기반 자료 전처리 및 모형 연계 기법 적용

1. 대상유역 선정 및 현황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웹기반 자료 전처리 및 모형 연계 기법

을 적용하기 위해 한강하류 유역 내 청미천 상류 유역을 대상

유역으로 선정하였다. Fig. 8은 대상유역 및 모니터링 지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대상유역의 수문 및 수질모니터링 설계는 양가천 (근삼리 

유역 실개천)을 따라 실시하였으며, 청미천 유역을 포함하는 

지점부터 배후유역 (산림) 출구점인 PW-05 지점, 축사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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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del linkage for watershed runoff analysis

Fig. 7 Model linkage for agricultural water supply analysis

Fig. 8 Study area and monitoring location of the AWR-D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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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Web view of the AWR-DMT (a) main menu of the AWR-DMT, (b) description of the AWR-DMT; (c) agricultural watershed map

향을 분석하기 위한 PW-06, PW-07 지점 및 유역 내 위치한 

가리산저수지 (PP-03)를 모니터링 지점으로 선정하였다.

2. 웹기반 자료 전처리 기법 적용

기상청, WAMIS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대상유역의 모

니터링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자료 전처리 및 모

형 연계 기술을 웹 페이지에 구현하였다. Fig. 9는 AWR- 

DMT의 메인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Fig. 10은 AWR-DMT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전처

리 세부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3. 웹기반 모형 연계 기법 적용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웹기반 모형 연계 기법을 사용하여 농

촌유역의 물순환 해석을 수행하였다. 농촌유역 물순환 해석 

모형으로는 TANK 모형과 농업용수 공급량 모의 모형을 선

정하였고, 웹기반 모형 연계 기법을 이용하여 입력 자료를 생

성하고 모형을 모의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 TANK 모형

Fig. 11은 모형 연계 기법을 이용하여 구축한 입력 자료를 

이용하여 청미천 유역의 유출량을 모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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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Graph presentation of meteorological data with the AWR-DMT

Fig. 11 Simulated runoff by model linkage with the TAN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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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imulated agricultural water supply for 10-days time step by model linkage with the AWS model

있다. 대상 유역의 강우량은 이천 관측소의 자료를 사용하였

고, 토지 이용 비율을 An et al. (2015)이 개발한 회귀식에 대

입하여 미계측 유역을 모의하기 위해 필요한 매개변수를 추

정하였다.

나. 농업용수 공급량 모의 모형

Fig. 12는 모형 연계 기법을 통해 구축한 입력 자료를 이용

하여 청미천 유역의 농업용수 공급량을 모의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량 모의를 위해 필요한 매개변수는 

Song et al. (2015)이 제안한 최적 매개변수를 사용하였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농촌유역의 물순환 해

석을 위해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농촌유역을 특징

을 대표하는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미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를 이용하여 농촌유역 물순환 해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재

생산할 수 있는 웹기반 자료 전처리 및 모형 연계 기법을 개발

하였다.

AWR-DMT의 데이터베이스는 유역 특성, 저수지, 기상, 

수문, 관개지구 등으로 분류하여 개체관계도를 설계한 다음 

MS SQL을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자료 전처리 및 모형 연계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TANK 모형과 농업용수 공급량 모형

을 선정하였다. 자료 전처리 기법은 농촌유역 물순환 해석을 

위해 적합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비정상성

을 고려한 빈도분석을 통해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고 농촌유역

의 증발산량을 추정하는 자료 전처리 기법을 개발하였다. 모

형 연계 기법은 TANK 모형과 농업용수 공급량을 대상으로 

이미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입력 자료를 생성하도록 개발

하였고, 이를 모형에 적용하여 모의한 결과를 도시하였다.

AWR-DMT 웹페이지는 기상 자료, 수문 자료, 자료전처

리, 모형 연계 등으로 구성하였고 Python을 이용하여 개발하

였다.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한 자료를 도시 및 출력할 수 있으

며 모형 연계를 통해 모형 모의에 필요한 입력 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AWR-DMT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자

료를 농촌유역 물순환 해석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가공하여 

모형의 입력 자료로 활용하고 이들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자

료 형식 통일 등 구성 연계기술 정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

다. 향후 AWR-DMT의 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형의 적용

결과를 실제 계측자료와 비교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

한다면 지능형 물순환 해석 및 관리 기법 개발 및 적용으로 확

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

리나라 농촌지역의 물리적 특성 및 영농의 다양화·복잡화에 

따른 용수구역 단위의 종합적인 농촌유역 물순환 해석에 필

요한 자료의 구축 및 전처리와 모형 연계 자료 구축을 제공하

는 웹기반 기법 관련 원천기술 확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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