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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ntitative forecasting of groundwater levels for the assessment of groundwater variation and vulnerability is very important. To 

achieve this purpose, various time series analysis and machine learning techniques have been used.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prediction model based on LSTM (Long short term memory), one of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algorithms, for predicting the daily groundwater level of 11 groundwater wells in Hankyung-myeon, Jeju Island. In general, 

the groundwater level in Jeju Island is highly autocorrelated with tides and reflected the effects of precipitation. In order to 

construct an input and output variabl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ddressing data, the precipitation data of the 

corresponding period was added to the groundwater level data. The LSTM neural network was trained using the initial 

365-day data showing the four seasons and the remaining data were used for verification to evaluate the fitness of the 

predictive model. The model was developed using Keras, a Python-based deep learning framework, and the NVIDIA CUDA 

architecture was implemented to enhance the learning speed. As a result of learning and verifying the groundwater level variation 

using the LSTM neural network,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was 0.98 on average, indicating that the predictive model 

developed was very accu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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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지하수자원의 변동성 및 취약성 평가를 위한 지하수위의 정량적 예측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계열 분석 기법과 머신러닝 기법 등이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한경면 지역에 설치된 11개 지하수위 관측정의 일 수위자료를 대상으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의 하나인 

Long short term memory (LSTM)에 기반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제주도의 지하수위는 일반적으로 조석에 의한 자기상관성이 높고 강수에 

의한 영향이 잘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료 특성을 고려한 입출력 텐서를 구성하기 위해 각 지하수 관측정의 수위변동 관측 자료와 

같은 기간의 강수량 자료를 추가 입력자료로 선택하였다. 4계절을 나타내는 초기 365일 자료를 이용하여 LSTM 모델을 학습시켰으며 나머지 자료

를 검증에 활용하여 예측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모델의 개발은 Python기반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Keras를 이용하였고, 학습속도를 향상시

키고자 NVIDIA CUDA 아키텍처를 도입하였다. LSTM 모델을 이용하여 지하수위 변화를 학습시키고 검증한 결과 결정계수가 평균 0.98로 나타나 

개발된 예측모델의 적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용어: 지하수위, 예측, 제주도, Long short term memory, 인공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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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하수 유동은 수리지질학적 특성과 시스템 경계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동시에 수문기상학적 요소 및 인위적 양수와 

같은 요소까지 포함되며 각종 비선형성과 공간적 변동성으로 

인해 시스템적인 예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Sahoo et al., 2017). 실제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지하수

의 장기적인 가용성을 예측하는 것은 지표수보다 더 복잡하다

(Alley et al., 2002). 주된 과제는 한 시스템 구성 요소의 변경 

사항이 다른 시스템 구성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위해서는 기후 인

자, 지표수 수문, 농업용수 사용 간의 관계를 정량화 함으로써 

그에 따른 지하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Sahoo et 

al., 2017). 따라서 지하수위의 예측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모

델링 외에 비선형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머신 러닝(Maching 

learnig)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Sahoo and Jha, 2013; Behzad 

et al., 2010; Yoon et al., 2011). 수문학에서의 머신 러닝 기법

은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으며 물리적 수치모델의 수준에 육박

하거나 훨씬 더 정확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한 바 있

다(Coppola et al., 2003; Parkin et al., 2007; Nikolos et al., 

2008; Chu and Chang, 2009; Sung et al., 2017). 

최근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에 기반한 딥러

닝(Deep learning) 기술이 컴퓨터 비전, 음성신호 인식 및 예측 

분야에 적용되어 기존의 머신러닝 기법에 의한 결과보다 향

상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의 하나인 LSTM (Long short term memory) 기법은 

자료의 장기의존성 문제를 해결하여 지하수위 변동과 같이 

연속적인 형식의 자료를 학습하고 예측 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Zhang et al., 2018). Jung et al. (2018)은 LSTM

을 이용하여 감조하천의 수위를 매우 높은 정확도(NSE 0.99)

로 예측하였다. Tran and Song (2017)은 LSTM 모델을 이용하

여 하천수위자료를 기반으로 침수수위를 예측하였으며 예

측정확도는 일반적인 순환신경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계열 예측에 대한 LSTM 모델의 적합성을 보여주었다.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예측 모델의 구축은 일반적으로 1) 

입출력 텐서로 구성된 데이터준비, 2) 입출력을 정의하는 층

으로 구성된 모델 설계, 3) 손실함수, 네트워크 최적화 등을 

이용한 모델 학습, 4) 검증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 검증의 4단

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한경면 지역에 설치된 

11개 지하수위 관측정의 관측자료를 대상으로 LSTM에 기

반한 예측 모델을 개발 및 적용하고자 한다. 최근까지 Python 

언어에 기반한 많은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어 왔고 그

중 TensorFlow가 각광받고 있으며 여러 배포자들을 통해 배

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naconda사를 통해 배포되는 

TensorFlow의 성능이 뛰어남이 입증된 바 있어(Helmus, 2018), 

이를 backend로 도입하였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한 frontend

로 Keras (Chollet, 2017)를 도입하였다. 또한, 모델의 학습속도

를 향상시키고자 NVIDIA CUDA 아키텍처(NVIDIA, 2016)

를 도입하였다. 개발된 예측모형을 제주도 한경면에 위치한 

11개 지하수 관측소 관측자료에 적용하고 변동성 예측 결과

의 분석을 통해 LSTM 모델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2. 인공신경망과 순환신경망 기법

인공신경망은 사람의 신경계에 존재하는 신호 전달체인 

뉴런을 인공적으로 모사하여 입력자료에 오차가 일부 존재하

고 비선형적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다. Fig. 1은 수

식으로 표현된 인공뉴런이다. 입력 x는 연결가중치 w를 가지

며 이 가중치와 입력의 곱의 총합인 uk와 Bias bk의 합인 Vk가 

활성화 함수 φ를 만족하면 뉴런은 활성화 되어 출력값을 내

놓는다. 이러한 뉴런들의 집합을 층의 형태로 만들고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하여 인공신경망을 구축할 수 있으

며 특히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은닉층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 신경망을 다층신경망 이라 한다. 

다층퍼셉트론(Multi layer perceptron, MLP)은 기존의 인

공신경망에서 비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층구조이며 

2000년 이후 하드웨어의 발달로 연산속도가 향상되고 MLP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발표되기 시작하며 인공

신경망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최근 활발히 연

구되는 딥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표현이며 머신러닝의 범주 

안에서 특별한 인공신경망의 하나로 간단하게 정의될 수 있

Fig. 1. Structure of artificial neu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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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딥러닝의 딥은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만들 때 다수의 은닉

층을 사용하여 심도가 깊은 신경망을 구성했다는 것을 의미한

다(Fig. 2).딥러닝 모델은 학습을 위해 수십에서 수백개의 연

속된 층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모두 학습자료를 이용해 자

동으로 학습시킨다(Brownlee, 2018; Chollet, 2017)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은 인공신경망 알

고리즘의 일종으로 스스로를 반복하면서 이전 단계에서 얻은 

정보가 지속되도록 한다. Fig. 3은 RNN의 기본구조와 연속 

구조로 왼쪽 그림에서 신경망 A는 입력 Xt를 받아 ht를 출력으

로 내보내며 신경망 A를 둘러싼 반복구조는 다음 단계에서 

이전 단계의 정보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른쪽 그림은 

연속적인 리스트의 형태로 이는 시퀀스 형식의 자료를 다루기

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진 신경망인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RNN은 음성인식, 언어모델, 번역 등의 연속적이 자료를 다루

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RNN은 자료의 처

음과 끝이 너무 먼 경우 지난 정보를 계속 이어가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장기의존성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RNN의 하나인 LSTM이 제시되었고 연속적인 자료에서 나타

나는 문제를 잘 해결했다(Hochreiter and Schmidhuber, 1997). 

LSTM도 RNN처럼 연속된 체인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

나 하나의 모듈에 4개의 층이 서로 정보를 주고 받도록 고안되

어 있다(Fig. 4).

LSTM의 핵심은 셀상태(cell state)를 통해 정보를 보존할

지 모두 버릴지 결정하고 보존한다면 어떤 것을 저장할지 결

정하는데 있다. 저장된 정보에 의해 현재의 정보를 업데이트 

한 후 역시 셀상태에 따라 활성함수에 의해 출력을 결정한다.

Fig. 2. Structure of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DLNN)

Fig. 3.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structure (Olah, 2015)

FIg. 4. Long short term memory (LSTM) structure (Ola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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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STM을 이용한 지하수위 예측 모델 개발

3.1 대상지역 및 관측자료 처리

제주도 지하수위는 일반적으로 조석 영향에 의한 자기상관

성이 높고 또한 강수의 영향이 잘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ong et al., 2013).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입출력 텐서를 구성

하기 위해 각 지하수 관측정의 수위변동 관측자료와 같은 기

간의 강수량 자료를 추가 입력자료로 선택하였다. 조석자료는 

주기가 약 12시간으로 지하수위 자료와 시간간격이 일치하

지 않고 지하수위 자료에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추가하지 

않았다. 지하수위 자료에서 분석 및 예측을 위해 수집된 지하

수위 관측자료는 제주도 서부의 한경면에 위치한 다수의 관정

(Fig. 5)에서 관측된 지하수위로 각 관측정별로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관측개시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일단

위 수위변화를 관측한 시계열 자료이다. 신경망을 이용한 시계

열 예측에서 입력자료의 품질은 예측결과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LSTM도 신경망의 일종이므로 잡음이 많고 정

규화되지 않은 학습자료를 이용하여 학습시키면 예측 결과의 

품질이 낮아진다. 따라서 LSTM 모델을 수행하기 전 입출력

자료에 대한 적절한 전처리 기법의 적용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Fig. 6은 지하수 관측정 중 고산2(JM-GS2)의 지하수 관

측자료를 도시한 것으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일단위로 

지하수위가 관측되었으나, 첫 3년동안(2001-2003년)은 결

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이후에서 간헐적으로 수

일간 결측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측구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전통적으로 규칙에 의해 모두 버리거나, 일정한 

값으로 채우거나(예를들면 평균, 중간값), 보간 또는 k-nearest 

neighbors (kNN)등을 이용하여 근사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구간이 짧고 제한적으로 나타나므로 

개발 효율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간단한 선형보간법을 결측

처리전략으로 선택하였으며 다음 수식과 같이 정의된다

(Davis, 2002).

Fig. 5. Location map of groundwater monitoring wells in Hangyeong, Jeju, Korea

Fig. 6. Groundwater level data at Gosan 2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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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간된 값이다.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10일 이상의 

장기결측이 발생한 구간에 대해서는 선형보간 등을 통한 결측

처리를 하더라도 자료자체에 왜곡이 존재하게 되므로 예측결

과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기결측은 해

당구간을 그대로 삭제하여 입력자료에서 제외하였다.

결측처리가 적용된 자료셋을 이용하여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용 입력 텐서를 구성하였다. 지하수위는 선행지하수

위 및 강수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일단위 예측의 경우 

전일의 지하수위와 강수 조건에 따라 당일의 지하수위를 예측

한다. Table 1은 이러한 전략에 따라 구성된 지도학습자료의 

구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GWL (t-1)과 PRCP (t-1)는 각각 시

간 t-1일 때 지하수위 및 강수량 이며 GWL (t)는 시간 t일 때 

관측된 지하수위이다. 시계열 예측에서는 일반적으로 선행

시간(Lead time)이 증가 할수록 예측정확도가 감소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Jung et al., 2018; Yoon et al., 2014). 본 연구에

서는 모든 모델에 하나의 선행시간(1일)만 고려하여 모델을 

구축하고 예측을 수행하였다. 

결측처리가 적용되고 학습에 적절한 텐서로 자료가 구성

되었다 하더라도 자료의 값이 네트워크 가중치보다 크거나 

균일하지 않은 상태로 LSTM 모델에 적용하는 것은 네트워

크의 수렴을 방해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화

(normalization) 과정을 통해 변환하여야 한다(Chollet, 2017). 

본 연구에서는 Min-Max scaling 기법을 이용하여 변환하였

다. Min-Max scaling은 자료의 분포가 0 ~ 1사이에 위치하도

록 변환하는 것으로 다음 Eq. (2)로 정의된다.

′ 
maxmin

min
 (2)

여기서 x는 실측값이고 x’은 정규화된 값이다. 이 과정을 거친 

후 자료는 비로소 신경망에 주입될 준비를 마치게 된다.

3.2 LSTM 모델 설계

제주도 지하수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전형적인 LSTM 모

델을 설계하였다. 고안된 LSTM 모델은 입력층 다음에 LSTM

층이 존재하고 그다음 모든 뉴런들이 다음 층과 완전히 연결

된 완전연결층(fully-connected)과 연결되어 최종적으로 출

력층을 통해 예측결과가 나온다(Fig. 7). 입력층에 주입되는 

자료는 학습을 위한 자료와 학습 종료 후 모델의 성능을 평가

Table 1. Input dataset for supervised learning

Day GWL (t-1) PPCP (t-1) GWL (t)

1 0.4480 0.0 0.4453

2 0.4453 0.0 0.4373

3 0.4373 0.0 0.4346

4 0.4346 0.0 0.4373

5 0.4373 0.0 0.4373

⦙ ⦙ ⦙ ⦙

Fig. 7. Configuration of LSTM model

Fig. 8. Hyperbolic tangent function 

Fig. 9. Linear function

Fig. 10. Dropout based LST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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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검증자료로 구분하여 모델에 적용하였다. 

LSTM 층의 활성함수(Activation function)는 hyperbolic 

tangent (Fig. 8)로 구성하였으며 완전연결층의 활성함수는 

linear function (Fig. 9)으로 설정하였다.

네트워크의 갱신을 위한 손실함수는 평균절대오차(Mean 

absolute error)로 선정하였으며 최적화는 Adam optimizer를 

이용하였다. 손실함수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결정

하는 여러 방법 중에 Adam optimizer는 시계열 예측을 다루는 

LSTM 에서 흔히 선택되는 기법이다(Kingma and Ba, 2015). 

LSTM층과 완전연결층 사이에 과대적합(Overfitting)을 방

지하기 위해 Dropout을 적용하였다. Dropout이 적용되는 층

은 학습을 하는 동안 무작위로 해당 층의 출력이 발생되지 않

아 네트워크의 연속성이 단절되어 일부 뉴런들의 부적합한 연

결을 방지하게 되어 과대적합을 감소시킨다(Srivastava et al., 

2014). Fig. 10은 Dropout이 적용된 LSTM 모델을 나타낸다.

3.3 모델의 검증

학습이 완료된 모델에 검증용 입력자료를 주입하여 모델

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학습용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을 한번 

마치는 것을 epoch라 하는데 학습율에 따라 epoch를 반복하

여 학습시킬 수 있다. 본 모델의 개발에서는 200회를 기본 반

복횟수로 하고 학습상태에 따라 조정하였다. 반복횟수는 정

해진 값이 아니며 입력자료의 특성 및 모델의 구성에 따라 목

표 성능에 도달하기까지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각 관측소 

모델별 학습률 곡선(Fig. 11)을 참조하여 기본 반복횟수를 결

정하였다. Figs. 11 and 12는 실제 개발된 코드를 수행하여 나

타난 결과이다. Fig. 11을 이용하여 학습시 에러와 검증시 에

러값을 보고 학습이 충분히 되었는지 판단하고 실제 검증자료

를 이용하여 예측을 실시한 후 Root mean square error 

(RMSE)와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에 의한 모형 적

합도를 평가하였다(Fig. 12). 만일 적합도가 낮게 나타나면 반

복횟수 및 변수의 조정을 통해 모델의 디자인을 재설정하여 

최적 모델이 선정되도록 하였다. 

4. 모델의 적용

4.1 지하수위 예측기법 적용

제주도 한경면의 고산1, 고산2, 판포2, 신도2, 용수1, 용수2, 

낙천, 금악1, 금악2, 한장동, 한경 관측정(Fig. 5)자료에 대해 

LSTM 모델을 적용하여 지하수위를 예측하고 실측수위와 비

교하였다. 각 관측소별로 자료수가 달라 학습에 사용한 자료

와 검증에 사용한 자료의 수를 다르게 적용하였다. 기본적으

로 4계절 1주기가 반영되는 처음 365일간의 자료를 학습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검증에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양이 많거나 

학습결과가 좋지 않는 경우에는 학습자료의 수를 늘려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Table 2는 각 관측정별로 모델

에 사용된 자료의 개요이다. 초기 학습결과에 따라 모델을 구

성하는 여러 파라미터를 변경하여 모델을 최적화하게 되는데 

이 파라미터 들을 특별히 하이퍼 파라미터(Hyper parameter)

라고 부르며 이들의 조합에 따라 모델의 성능이 좌우된다. 하

이퍼 파라미터의 최적값을 찾기위한 조정 방법은 과학적인 

접근보다 사용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기술적 요소가 더 많이 

적용된다(Brownlee, 2018). 이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수가 많

고 그 적용범위가 매우 넓고 복잡함에 기인한 것이며 최근 유

전자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담금질기법(Simulated 

annealing)등의 최적화 기법과 조합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시

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

들 대부분은 모든 모델에서 같은 값들을 사용했으며 학습반복

횟수와 배치사이즈 및 자료의 크기만을 조정하여 최적모델 

값을 결정하였다(Table 3).

Table 4에 각 관측소의 학습 및 검증 결과를 요약하였다. 모

든 관측소의 모델 검증결과인 결정계수 R2가 평균 0.98로 매

우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LSTM 모델이 시퀀스형 자료의 

Fig. 11. Training and testing

Fig. 12.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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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및 예측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RNN 중에서도 자료의 

순서가 중시되는 시계열 자료의 분석에 특히 적합한 모델임에 

기인한 것으로(Zhang et al., 2018) 입력자료의 품질이 확보되

고 적절한 수준의 최적화가 이루어지면 일정 수준의 이상의 

예측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관측소 예측

결과가 결정계수 0.95 이상을 보이는데 반해 낙천 관측소의 

예측결과는 0.89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하수

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선행지하수위와 강수 외에 다른 요

Table 2. Number of data for the training and testing

ID Station Start day End day Training size Testing size Total Number

JW-HJD Hanjangdong 2012-12-05 2014-12-31 365 391 756 

JD-GS1 Gosan1 2007-11-09 2014-12-31 365 2,244 2,609 

NM-HG Hangyung 2006-01-01 2014-12-31 730 2,556 3,286 

JM-NC Nakchon 2008-08-01 2014-12-31 730 1,613 2,343 

JD-PP2 Panpo2 2012-01-09 2014-12-31 365 722 1,087 

JD-SD2 Sindo2 2012-12-05 2014-12-31 365 391 756 

JM-GS2 Gosan2 2003-02-06 2014-12-31 1,460 2,886 4,346 

JD-YS1 Yongsu1 2004-11-13 2014-12-31 730 2,970 3,700 

JD-YS2 Yongsu2 2004-11-13 2014-12-31 730 2,970 3,700 

JR-GA1 Gumak1 2007-02-28 2014-12-31 1,095 1,768 2,863 

JR-GA2 Gumak2 2002-11-19 2014-12-31 1,460 2,965 4,425 

Table 3. Applied hyper parameters

ID Station Node No. Epoch Batch size Dropout Optimizer

JW-HJD Hanjangdong 60 200 15 0.5 Adam 

JD-GS1 Gosan1 60 200 15 0.5 Adam

NM-HG Hangyung 60 300 60 0.5 Adam

JM-NC Nakchon 60 250 30 0.5 Adam

JD-PP2 Panpo2 60 200 15 0.5 Adam

JD-SD2 Sindo2 60 200 15 0.5 Adam

JM-GS2 Gosan2 60 200 30 0.5 Adam

JD-YS1 Yongsu1 60 200 15 0.5 Adam

JD-YS2 Yongsu2 60 200 15 0.5 Adam

JR-GA1 Gumak1 60 200 60 0.5 Adam

JR-GA2 Gumak2 60 400 120 0.5 Adam

Table 4. Results of test for stations

ID Station Train-loss Test-loss Test RMSE Test R2

JW-HJD Hanjangdong 0.0254 0.0201 0.04 0.989

JD-GS1 Gosan1 0.0109 0.0132   0.081 0.978

NM-HG Hangyung 0.0268 0.0057   0.324 0.998

JM-NC Nakchon 0.0269 0.0345   0.646 0.888

JD-PP2 Panpo2 0.0251 0.0143   0.194 0.992

JD-SD2 Sindo2 0.0185 0.0151   0.153 0.951

JM-GS2 Gosan2   0.00047   0.00013   0.117 0.995

JD-YS1 Yongsu1 0.0162 0.0135   0.138 0.982

JD-YS2 Yongsu2 0.0199 0.0083   0.158 0.997

JR-GA1 Gumak1 0.0259 0.0089   0.055 0.998

JR-GA2 Gumak2 0.0153 0.0093   0.495 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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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LSTM model prediction and goodness of fit (JW-HJD)

Fig. 14. LSTM model prediction and goodness of fit (JD-GS1)

Fig. 15. LSTM model prediction and goodness of fit (NM-HG)

Fig. 16. LSTM model prediction and goodness of fit (JM-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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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LSTM model prediction and goodness of fit (JD-PP2)

Fig. 18. LSTM model prediction and goodness of fit (JD-SD2)

Fig. 19. LSTM model prediction and goodness of fit (JM-GS2)

Fig. 20. LSTM model prediction and goodness of fit (JD-Y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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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수 등)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모델 구성에 

추가하면 모델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s. 13~23은 각 관측소별로 적용된 LSTM 모델의 실측 및 

예측 지하수위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제주도 한경지역의 지하수위 관측자료에 LSTM 

모델을 이용하여 지하수위를 예측하는 기법의 개발에 관한 

연구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하수위 관측자료는 결측치에 대한 전처리가 반드시 필

요하며 보간 등의 결측처리 방법에 의해 적절히 처리된 자

료의 사용은 높은 품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LSTM 모델을 적용한 한경지역 지하수위 예측모델을 개

발하였으며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하

이퍼 파라미터를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관측소에서 LSTM 

모델이 잘 적용되었으며 예측정확도는 결정계수 R2가 평

균 0.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하이퍼 파라미터 추정과 관련하여 일부 관측소에 상대적

으로 낮은 적합도가 나타나는 경우는 지하수위의 변화에 

상관성이 높은 제3의 자료를 추가할 경우 개선될 수 있을 

Fig. 21. LSTM model prediction and goodness of fit (JD-YS2)

Fig. 22. LSTM model prediction and goodness of fit (JR-GA1)

Fig. 23. LSTM model prediction and goodness of fit (JR-G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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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4) 최소 1년간의 관측자료를 기준 학습자료로 제시하였으

며, LSTM 모델은 제한된 학습자료에도 충분히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다른 자료에 확대 적용 

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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