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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future droughts by calculating the Standardized Groundwater level Index(SGI) 

after predicting groundwater level using Long Short Term Memory (LSTM) model. The groundwater level of the Kumho River basin 

was predicted for the next three years by using the LSTM model, and it was validated through RMSE after learning with observation 

data except the last three years. The temporal SGI was calculated by using the prediction data and the observation data. The calculated 

SGI was interpolated within the study area, and the spatial SGI was calculated as the average value for each catchment using the 

interpolated SGI. The possibility of spatio-temporal drought was analyzed using calculated spatio-temporal SGI.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 spatio-temporal difference in the possibility of drought. Through the improvement of deep learning model and diversification 

of validation method, it is expected to obtain more reliable prediction results and the expansion of study area can be used to respond to 

drought nationwide, and furthermore it can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for future water resou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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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M과 SGI를 이용한 미래 가뭄 발생 가능성 분석

임재덕aㆍ양정석b*

a국민대학교 창의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부 석사과정, b국민대학교 창의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

요  지

본 연구는 심층학습 기법인 Long Short Term Memory (LSTM)를 이용하여 지하수위를 예측 후 표준지하수위지수(Standardized Groundwater

level Index, SGI)를 산정함으로써 미래 가뭄 발생 가능성의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LSTM 모형을 이용하여 금호강 유역의 지하수위를 미래 3

년에 대해 예측을 하였으며, 예측시 최근 3년을 제외한 관측 자료로 학습 후 RMSE를 통해 검증하였다. 예측 자료와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SGI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SGI는 연구 지역 내 보간을 하였고, 보간된 SGI는 소유역별 평균값으로 공간적 SGI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시공간적 SGI

를 이용하여 시공간적 가뭄 발생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시공간별로 가뭄 발생 가능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심층학습 

모형의 개선 및 검증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신뢰성이 더욱 높은 예측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연구 적용 지역의 확대를 통해 전국적인 가뭄 대응 정

책에 활용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미래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심층학습, LSTM, 표준지하수위지수 (SGI), 가뭄, 금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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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National Drought Information- 

Analysis Center, NDIAC)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최근 2014년 

서울, 경기, 충청 지방에 평년 대비 강수량이 50~6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2015년에는 2014년보다 더욱 극심한 가뭄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보령댐, 횡성댐, 용담댐 등 역대 최저 저

수율을 기록하는 등 연중 극심한 가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

다. 국외의 경우 2012년 미국, 브라질, 크로아티아,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가뭄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미국의 경우 2014

년 약 7조 3,30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

였다. IPCC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2015)에

서는 1981년부터 1999년 대비 강수량 변화 대비 잠재 증발산

량 변화율(Aridity Change Index, ACI)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

하고 토양 수분의 감소로 가뭄 빈도수가 더욱 증가하여 지표수

와 지하수자원의 고갈 위험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뭄 발생이 증가함에 따

라 국가 차원에서는 정책 및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여러 기관과의 협동하에 관련 법 

제정 및 기관을 설립하여 가뭄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 또한 관

련 부처에서 협력하여 가뭄 대응 및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

히, 가뭄 관련 정책 중 수자원법 제7조 및 수자원법시행령 제5

조(제정 2017.1.17.)의 가뭄취약지도 작성에 따라 가뭄 대응 

및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가 부재한 상황을 개

선하고 있다(NDIAC, 2019).

국내외로 가뭄 관련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책 수립의 근거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SPI와 SGI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지하수 가뭄 지표로써 

SPI의 적용성이 제한될 수 있음을 강조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Kumar et al., 2016). Yeh et al. (2016)은 표준지하수위지수

와 표준강수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 후 대만 Kaoping강의 가

뭄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가뭄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Kim et al. (2011)은 표준강수지수를 산정하여 

가뭄의 변동성 평가와 시공간적 변동성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기상학적 가뭄과 수문학적 가뭄을 정량적으로 나타

내는 가뭄지수를 개선하여 확률론적으로 가뭄 전망 연구를 

수행하였다(Jang et al., 2017). 표준강수지수는 강수 인자만

을 이용하기 때문에 증발산량 등 다른 인자를 고려하지 못하

는 한계성으로 다른 가뭄 지수 관련 연구 또한 이루어 지고 있

다. Kim et al. (2018)은 강수와 증발산량을 고려한 표준강수

증발산량지수를 이용하여 가뭄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

다. Song (2018)은 농촌 지역의 표준지하수위지수와 표준강

수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가뭄이 지하수계에 미치는 취

약성 관리 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인공신경망을 수자원 분야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 및 응용한 연구가 국내외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

공신경망의 적용은 주로 기존 자료 또는 분석한 자료들의 상

관 관계 등을 학습 및 예측을 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

다. Chang et al. (2014)은 홍수 피해 완화를 위해 홍수 수준을 

예측하는 정확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인공신경망 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도심 홍수 방지를 위해 인공신경망 LSTM, 

GRU, MLP, WNN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예측 성능을 평가하

였다(Zhang et al., 2018). Deep Learning 모형 중 Deep Belif 

Network 모형을 이용하여 강수를 예측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Ha et al., 2016).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순환신경망 

모형들을 이용하여 하천 수위를 학습 후 침수 가능성을 예측 

및 비교한 연구가 진행되었다(Tran and Song, 2016). 특히, 인

공신경망을 이용하여 가뭄 관련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표준

지하수위지수를 이용하여 범위에 따른 가뭄 등급을 설정하여 

시군별 지하수 가뭄 정도 판단 기법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Lee et al., 2018). 또한, 표준지하수위지수와 표준강

수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 후 인공신경망 모형을 이용하여 

표준지하수위지수을 예측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Lee et al., 

2018). 구글의 오픈 라이브러리인 텐서플로우를 이용하여 다

중선형회귀모형과 LSTM 인공신경망 모형을 구성 후 하천수

위를 예측 및 비교한 연구가 진행되었다(Jung et al., 2018).

매년 가뭄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미래 또한 가뭄이 극심

해짐에 따라 미래 지하수위 예측이 가능하다면 더욱 효과적인 

가뭄 관련 연구 진행과 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

다. 이에 특정 지역의 수자원에 대한 예측과 예측 결과를 이용

한 가뭄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 

심층학습을 이용하여 미래 지하수위를 예측 후 표준지하수위

지수를 산정함으로써 미래 지하수위의 예측과 미래 가뭄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순서

심층학습(Deep Learning, DL)을 이용한 미래 지하수위

(GroundWater Level, GWL) 예측과 표준지하수위지수

(Standardized Groundwater Level Index, SGI)를 산정하여 

가뭄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순서는 Fig. 1과 같이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연구 지역 선정 및 

자료 수집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예측 단계로 Long Short 

Term Memory (LSTM) 모형을 구성하고 수집된 자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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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미래 3년(2018년~2020년)에 대해 예측을 진행하였다. 

미래 예측 전 모형 검증을 위해 수집 자료 중 최근 3년(2015년~

2017년)의 기간은 학습 기간에서 제외하고 학습시킨 후 최근 

3년을 예측하여 관측 자료와 비교 및 검증을 하였다. 비교적 

검증이 잘된 모형에 대해 미래 3년의 GWL을 예측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SGI 산정 단계로 예측 자료와 관측 자료를 이용하

여 SGI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SGI는 연구지역에 보간을 하였

고, 보간된 SGI는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 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에서 구축한 소유역(Catchment)별로 평

균을 구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가뭄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로 산정된 SGI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여 가뭄 발생 가능

성을 판단하였다.

2.2 연구 지역

LSTM과 SGI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지역은 시

범적으로 낙동강 권역 중 금호강 유역을 선정하였다. 유역 내 

GWL의 예측과 SGI의 산정을 위하여 국가지하수관측망 관측

소 7개소를 선정 후 관측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지역 내 각 

관측소는 관측 기간이 상이하지만, 학습을 위해 최대 1996년 

0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월평균 자료를 수집하였다. Fig. 2

는 연구 지역과 연구 지역의 GWL 관측소의 위치를 나타내고, 

Table 1은 선정된 관측소 목록이다. 연구지역은 총 148개의 소

유역으로 나뉘며 Fig. 3은 연구지역 내 소유역을 나타내고 있다.

Fig. 1. Procedure of this study

Fig. 2. Study area

Table 1. Groundwater level observation station

No.
Groundwater level 

observation station

Data length

(month)
Reference

1 Gyeongsan Namsan 1997.04 ~ 2017.12

National 

Groundwater

Monitoring 

Network 

in Korea 

Annual Report

2 Gyeongsan Jinryang 2002.09 ~ 2017.12

3 Daegu Gachang 2004.01 ~ 2017.12

4 Daegu Daebong 1999.03 ~ 2017.12

5 Daegu Bisan 1996.04 ~ 2017.12

6 Yeongcheon Geumno 2004.01 ~ 2017.12

7 Yeongcheon Hwabuk 2003.05 ~ 2017.12

Fig. 3. Catchments in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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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Long Short Term Memory (LSTM)

인공신경망 중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은 출력값을 해당 뉴런에 다시 입력하는 모형으로 정보

의 지속성이 반영되어 시계열 자료 또는 문장 등 연속된 데이

터 학습에 적합한 모형이다. RNN의 한 종류인 LSTM은 RNN

의 장기 의존성 문제(The Problem of Long Term Dependencies) 

(Hochreiter, 1991; Bengio et al., 1994)를 개선하여 기억 기능

을 보완한 모형(Hochreiter and Schmidhuber, 1997)이며 Fig. 

4는 모형의 구성도이다.

LSTM을 이용한 진행 순서는 모형의 구성, 학습, 검증, 예

측 4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구글의 오픈 라이브러리인 

Tensorflow를 이용하여 LSTM 모형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모형으로 각 관측소의 수집된 자료를 학습시키는 데, 이때 예

측에 대한 검증을 위해 수집 자료 중 최근 3년의 자료는 제외한 

후 학습을 진행하였다.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이용하여 학습 및 예측에 대해 검증을 하였

다. 학습 검증이 비교적 우수한 모형으로 학습을 제외한 기간

에 대해 예측을 하였고, 기존 관측 자료와 비교하여 검증을 하

였다. 학습 및 예측에 대한 검증 결과가 우수한 모형을 선정하

여 최종적으로 미래 3년에 대해 예측을 진행하였다.

2.4 역거리 가중치법(Inverse Distance Weighting, IDW)

Shepard (1968)가 제안한 역거리 가중치법(Inverse Distance 

Weighting, IDW) 기법은 인근 관측지점의 자료를 거리에 반

비례로 가중하여 보간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간

보간기법 중 하나이다. IDW 기법의 기본 가정은 미관측 위치

의 값은 관측값과 가까울수록 영향이 증가하고 멀어질수록 

영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즉, 가까이 있는 관측값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간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높

은 가중치가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위 관측소의 제

한으로 인해 IDW를 이용한 공간 보간을 통해 금호강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2.5 표준지하수위지수(Standardized Groundwater level 

Index, SGI)

Bloomfield and Marchant (2013)는 표준강수지수(Stand-

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를 기반으로 표준지하수위

지수(Standardized Groundwater level Index, SGI)를 제시하

였다. 시간 척도에 따라 강수의 합을 누적시키는 SPI와는 다르

게 SGI는 GWL 자료의 누적확률분포와 Quantile 표준화를 

통해 산정된다. Quantile 표준화는 분위수를 동일하게 조정하

는 표준화로 분포가 다른 데이터를 분포가 동일하게 만들어 

관측소별로 관측값의 범위가 모두 다른 문제점을 표준화를 

통해 비교가 가능하며 GWL의 변동을 판단할 수 있다. SGI는 

관측 자료와 예측 자료를 이용하여 관측소별로 산정되었다. 

산정된 SGI는 IDW를 이용하여 시간적 SGI를 산정하였고, 소

유역별 평균값을 이용해 공간적으로 SGI를 구하였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미래 GWL을 예측 후 SGI를 이용한 가뭄 발생 

가능성 분석을 위하여 LSTM 모형을 이용하여 GWL 자료에 대

해 학습, 검증, 예측의 단계를 거쳐 미래 GWL을 예측하였다. 예

측 자료와 관측 자료에 SGI를 적용하여 연구지역 내 보간을 하였

으며, 산정된 SGI는 소유역별로 평균을 구하여 소유역별 SGI를 

산정하여 시공간적으로 가뭄 발생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3.1 LSTM 모형의 검증 및 지하수위 예측

낙동강 유역의 금호강 유역의 미래 GWL 예측을 위해 국가

지하수관측망 관측소 7개소의 GWL 관측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LSTM 모형을 구성 후 미래 GWL의 예측을 진행하였다. 

미래 GWL을 예측하기 두가지 검증을 거쳐 모형을 선정하였

다. 검증은 학습 결과에 대한 검증인 Trainning RMSE와 예측 

자료와 기존 관측 자료와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 비교한 

Validation RMSE를 통해 진행하였다. 먼저, 2017년까지 수

집 자료 중 각 관측소의 관측 시작일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

Fig. 4. Schematic diagram of L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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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해 학습을 진행하였고 학습 결과에 대해 검증을 진행

하였다(Trainning RMSE). 학습 결과에 대한 모형의 검증 후 

2015년~2017년에 대해 예측을 하였으며, 예측 자료와 최근 

3년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Validation RMSE). 각 

RMSE가 0.1 (10 cm) 이하가 나오면 학습 및 검증 결과가 우수

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수문요소 관측자료 중 

강수 또는 하천수위에 비하여 지하수위 연간 변동이 크지 않

으며, RMSE 0.1의 변동량이 10 cm이기 때문에 지하수위 측

면에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학습 및 검증의 경우 대체적

으로 우수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며 학습 및 검증 결과 선

정된 각 관측소별 모형의 Trainning RMSE의 경우 대구 비산 

관측소가 0.026으로 가장 낮았으며 경산 남산 관측소가 0.072

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Validation RMSE의 경우 영천 화북 

관측소가 0.018로 낮게 나타났으며, 경산 남산 관측소가 0.067

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미래 예측의 경우 실제 GWL과의 정확

도를 판단할 수 없으나 검증이 우수한 모형을 선정 후 예측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예측 결과를 신뢰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하였다. Table 2는 관측소별 선정된 모형의 Trainning RMSE, 

Validation RMSE를 나타내고, Fig. 5는 관측소별 관측 자료

와 예측 자료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2. Trainning RMSE and validation RMSE (EL.m)

Gyeongsan

Namsan

Gyeongsan

Jinryang

Daegu

Gachang

Daegu

Daebong

Daegu

Bisan

Yeongcheon

Geumno

Yeongcheon

Hwabuk

Trainning RMSE 0.072 0.024 0.026 0.054 0.015 0.022 0.017

Validation RMSE 0.067 0.028 0.020 0.048 0.035 0.020 0.018

(a) Gyeongsan Namsan (b) Gyeongsan Jinryang (c) Daegu Gachang

(d) Daegu Daebong (e) Daegu Bisan (f) Yeongcheon Geumno

(g) Yeongcheon Hwabuk (h) Legend

Fig. 5. Observation and prediction data of G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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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GI 산정

GWL의 표준화를 통해 GWL의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뭄 지수인 SGI는 Quantile 표준화를 통해 산정되었다. 관측 

자료와 예측 자료를 이용하여 SGI를 산정하였으며 Fig. 6는 관

측소별 GWL과 SGI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그래프의 수평선

은 SGI 값에서 0을 의미한다. 각 관측소별 산정된 SGI는 GWL

(a) Gyeongsan Namsan (b) Gyeongsan Jinryang (c) Daegu Gachang

(d) Daegu Daebong (e) Daegu Bisan (f) Yeongcheon Geumno

(g) Yeongcheon Hwabuk (h) Legend

Fig. 6. GWL and SGI

(a) SGI interpolation (b) Interpolated SGI for each catchment

Fig. 7. Calculated S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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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승, 하강의 거동을 반영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SGI 값이 

양수일 경우는 가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나타내며 음수

의 경우 낮을수록 GWL의 하강을 나타내어 가뭄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하였다. 산정된 SGI는 연구지역 내

에서 보간을 하였고, 보간된 SGI는 다시 소유역별로 평균값을 

구하여 공간에 대한 SGI를 산정하였다. 예측 기간에 대한 SGI

는 대구 대봉, 대구 비산, 영천 금노, 영천 화북 관측소가 예년 

대비 GWL이 낮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 예측 기간인 

2020년에는 8월이 –1.355로 가장 낮은 SGI가 산정되었으며, 

Fig. 7(a)는 2020년 8월의 보간된 SGI를 나타내고, Fig. 7(b)는 

2020년 8월의 소유역별 SGI 평균값을 나타낸다. 색이 진할수

록 가뭄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3.3 가뭄 발생 가능성 분석 결과

관측소별 산정된 SGI는 연구지역 내에서 보간하였고, 보

간된 SGI는 다시 소유역을 기준으로 평균값을 구하여 소유역

별 SGI를 산정하였다. 전체 소유역에 대하여 SGI의 월평균값

을 구하였고, Fig. 8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월평균 SGI

를 나타내고 있다. 장단기 가뭄 또는 가뭄 심도 파악이 가능한 

SPI와는 다르게 가뭄의 길이와 심도는 판단할 수 없지만, 예년 

대비 GWL의 정량적인 변동량을 나타내는 SGI로 (–)값이 작

을수록 가뭄 발생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관측 자료의 마지막 기간과 예측 기간인 2017년부터 2020

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각 연도의 가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달

을 1, 2, 3순위로 구하였다. 관측 자료에 해당하는 2017년에는 

5월, 12월, 7월의 순으로 각각 –0.998, –0.831, –0.799로 나

타났다. 예측 자료에 해당하는 2018년에는 5월, 7월, 9월의 순

으로 각각 –1.236, –1.201, –0.959로 나타났고, 2019년에

는 9월, 11월, 8월의 순으로 각각 –1.137, –0.883, –0.873으

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8월, 3월, 7월의 순으로 각각 –1.355, 

–0.897, –0.806으로 나타났다. Table 3는 위의 기간에 대해 

가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달의 1, 2, 3 순위와 각각의 SGI를 

나타낸 표이다. 가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달에 대해서는 각각 

가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유역을 1, 2, 3순위로 구하였다. 

Table 4는 가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달에 대한 각각의 가뭄 발

생 가능성이 높은 소유역을 1, 2, 3순위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소유역별 SGI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에 

대해서 가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유역을 1, 2, 3순위를 구하

였다. 관측 자료에 해당하는 2017년에는 19번, 13번, 12번

의 순으로 각각 –2.084, –1.923, –1.901로 나타났다. 예측 

자료에 해당하는 2018년에는 66번, 64번, 73번의 순으로 각각 

–1.632, –1.598, –1.578로 나타났고, 2019년에는 122번, 

115번, 132번의 순으로 각각 –1.867, –1.783, –1.704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122번, 115번, 132번의 순으로 각각 

–1.375, –1.325, –1.274로 나타났다. Table 5는 연도별 가

Fig. 8. Monthly average of SGI 

Table 3. Top 3 months with a high possibility of drought

2017 2018 2019 2020

Rank Month SGI Month SGI Month SGI Month SGI

1  5 -0.998 5 -1.236  9 -1.137 8 -1.355

2 12 -0.831 7 -1.201 11 -0.883 3 -0.897

3  7 -0.799 9 -0.959  8 -0.873 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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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유역을 나타내고 있다. 매년 시기 및 

소유역별로 가뭄 발생 가능성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LSTM을 

이용한 학습 과정에 따라 예측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

문이며, 이런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년 시공간적

으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였다.

4. 결  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계

속되고 있으며, 미래는 수자원 고갈에 따른 극심한 가뭄이 예

상됨에 따라 가뭄 발생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관측 자료만을 이용한 가뭄 분석 연구에서 더 나아가 미

래 예측을 통한 가뭄 연구는 더욱 효과적인 가뭄 대응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LSTM 모형을 이용하여 GWL의 예측과 SGI를 

이용하여 미래 가뭄 발생 가능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낙동강 권역 중 금호강 유역의 GWL을 LSTM 모형을 이용하

여 미래 GWL을 예측 후 SGI를 산정하여 가뭄 발생 가능성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미래 GWL을 예측 전 LSTM 모형에 대

한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검증 결과가 비교적 우수한 모형으

로 각 관측소의 미래 GWL를 예측하였다. 미래 GWL 예측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도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각 RMSE가 0.1(10 cm)미만인 모형을 선정하여 예측을 진행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다. 관측 

자료와 예측 자료로 관측소별 SGI를 산정하였으며, 연구지역 

내 보간을 하였으며, 보간된 SGI는 148개의 소유역에 대하여 

평균값을 구하여 소유역별 SGI를 산정하였다. 최종 산정된 

SGI는 월평균, 소유역별 연평균을 각각 1, 2, 3순위로 구하였

으며, 연도별 월평균의 1, 2, 3순위의 경우 다시 가뭄 발생 가능

성이 높은 소유역을 1, 2, 3순위로 구하였다. 

SGI 산정 결과는 7개 관측소 중 4개의 관측소가 예년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뭄 발생 가능성의 분석 결과

로는 월평균의 경우 2017년에는 5월, 12월, 7월, 2018년에는 

5월, 7월, 9월, 2019년에는 9월, 11월, 8월, 2020년에는, 8월, 

3월, 7월의 순으로 나타났고, 소유역별 연평균의 경우 2017년

에는 경산 남산 관측소 인근의 지역이, 2018년에는 영천 금노 

관측소 인근의 지역이, 2019년과 2020년에는 영천 화북 관측

소 인근의 지역이 가뭄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나타났

Table 4. Top 3 catchments with a high possibility of drought in the top 3 months

Date　
Rank 1 Rank 2 Rank 3

Catchment SGI Catchment SGI Catchment SGI

2017-05 19 -3.114 13 -2.860 12 -2.808

2017-12 19 -2.606 13 -2.419 12 -2.394

2017-07 43 -2.828 45 -2.474 49 -2.470

2018-05 66 -1.880 15 -1.864 64 -1.859

2018-07 122 -1.791 115 -1.767 66 -1.753

2018-09 66 -2.142 64 -2.102 73 -2.088

2019-09 43 -2.046 122 -1.924 45 -1.920

2019-11 122 -2.084 115 -2.018 132 -1.941

2019-08 122 -2.132 115 -2.016 132 -1.942

2020-08 122 -2.366 115 -2.322 66 -2.314

2020-03 122 -2.016 115 -1.952 132 -1.885

2020-07 122 -2.029 115 -1.954 132 -1.879

Table 5. Top 3 catchments with a high possibility of drought

2017 2018 2019 2020

Rank Catchment SGI Catchment SGI Catchment SGI Catchment SGI

1 19 -2.084 66 -1.632 122 -1.867 122 -1.375

2 13 -1.923 64 -1.598 115 -1.783 115 -1.325

3 12 -1.901 73 -1.578 132 -1.704 132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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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뭄 발생 시기 및 소유역별로 매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

로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LSTM 모형을 이용한 학습에 따른 

미래 예측이므로 학습 과정에 따라 예측의 결과가 다르게 나

올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런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조

금씩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Deep Learning LSTM 모형을 학습 및 검증

을 거쳐 미래 GWL을 예측 후 SGI를 산정함으로써 미래 가뭄 

발생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GWL 예측과 예측 결과에 

따른 SGI 산정을 위해 소유역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GWL뿐만 아니라 다른 수자원도 자료가 충분할 경우 예측이 

가능하고, 연구 지역의 확대를 통해 시공간적인 가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강수량 등 수문 

자료의 예측과 SPI 등의 가뭄 관련 지수를 추가하여 가뭄 발생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대권역 등 연구 적용 

지역의 확대와 인공신경망 모형을 개발 및 발전시켜 검증 방

법의 다양화와 신뢰성 등을 향상한다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향후 가뭄 발생 가능성을 포함하는 가뭄 취약 지도 작

성 등 가뭄 분석 및 대응에 근거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수자원 관리 방안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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