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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 water quality monitoring systems in Korea carried based on in-situ grab sample analysis. It is difficult to improve the current 

water quality monitoring system, i.e. shorter sampling period or increasing sampling points, because the current systems are both cost- 

and labor-intensive. One possible way to improve the current water quality monitoring system is to adopt a modeling approach. In this 

study, a modeling technique was introduced to support the current water quality monitoring system, and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the computational tool which mimics the biological processes of human brain, was applied to predict water quality of the river. 

The approach tried to predict concentrations of Total coliform at the outlet of the river and this showed, somewhat, poor estimations 

since concentrations of Total coliform were rapidly fluctuated. The approach, however, could forecast whether concentrations of Total 

coliform would exceed the water quality standard or not. As results, modeling approaches is expected to assist the current water quality 

monitoring system if the approach is applied to judge whether water quality factors could exceed the water quality standards or not and 

this would help proper water resource mana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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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지표 미생물 모의를 위한 인공신경망 최적화

배헌균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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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현행 수질모니터링은 현장에서 수질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로 이동 후 분석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기법은 노동집약적이며 경제

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주어진다. 그러나 현행 모니터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다 짧은 시료채취주기 또는 시료채취지점 확대 등과 같은 방법

을 동원하는 것은 인력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인력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없이 현행 수질모

니터링기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 기법을 도입하여 현행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였고 인

공신경망모델을 적용하였다. 인공신경망은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모방한 기법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현상을 뇌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

정을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방식인데 수질 예측을 위해 이러한 인공신경망기법을 도입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 인자 중 Total coliform 을 타겟

으로 하여 하천말단부에서 이들 인자를 예측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제한된 입력인자를 이용하여 모델을 검보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예측 성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법을 근거로 수질상태를 사전에 예측함으로 수계 관리를 수행한다면 

현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보완에 큰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인공신경망, 수질모니터링, Total Coliform, 수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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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안지역은 자연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여러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하여 해변 지역의 오염도는 날로 심해지고 있어 자

연생태계와 해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악영향

을 미치고 있다. 해변 오염의 경우 해변 자체에서 오염이 진행

되는 경우도 있으나 해변으로 유입되는 하천을 통하여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유입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강우시 비점

오염으로부터 하천으로 유입된 상당량의 오염물질들이 해변

으로 유입되어 해변 오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해변 지역에 다양한 자연생태환

경이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의 80%가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해변지역으로 수 백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해변 지역의 생태·경제·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

다. 실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매년 550만명의 

관광객이 캘리포니아의 해변 지역을 방문하고 있으며 약 270

억 달러의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해변 지역의 봉쇄는 캘리포니아 전체의 경제·문화

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례로 1999년 여름기간동안 해변 

오염이 수질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해변봉쇄조치가 이루어

졌고 이로 인하여 수백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이

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해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해변오염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위

장염 등의 건강관련 비용이 LA의 경우 매년 2천 백만달러, 오

렌지카운티의 경우 5천 백만달러가 소요되고 있다(Corrigan 

et al., 2021; NRDC, 2021; Oftelie et al., 2000; Searcy and 

Boehm, 2021; Surfrider Foundation, 2021; SWRCB, 2001; 

USFW, 2021).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해변오염에서 기인한 질병 등으

로부터 관광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변의 수질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분변성 오염의 기준이 되는 Total Coliform (TC), 

Fecal Coliform 및 Enterococci 와 같은 생물학적 인자의 농도

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생물학적 인자의 농도가 일정수준 이

상을 상회하는 경우 즉시 해변은 폐쇄조치를 당하게 되고 이

러한 해변 폐쇄는 상기 언급한 것과 같이 캘리포니아의 경제·

문화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생물학적 인자의 분

석에는 최소 18시간에서 최대 48시간이 소요되어 실시간으

로 수질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 70% 이상의 미

생물이 24시간 이내 소멸된다는 연구보고가 있어 미생물에 

의한 실질적인 오염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에는 시간차가 

존재하여 분석결과에 의해 해변이 폐쇄되는 상황의 상당 경우 

이미 오염이 해소된 경우가 빈번한 문제점이 있다(Boehm et 

al., 2002). 또한 이러한 수질 분석은 노동집약적 및 고가의 분

석 비용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 분석과 실제 수질 상황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고 보다 경제적인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하

여 인공신경망을 적용한 모델링기법을 검토하였다. 인공신

경망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수질예측을 위한 

모델로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Boudaghpour et al., 2019; 

Vijayashanthar et al., 2018; Xu et al., 2020; Zhang et al., 

2018). Reeves et al. (2004)은 캘리포니아 해변 오염의 주된 

요인으로 해안지역에 인접한 도시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비점

오염원의 오염물질로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캘

리포니아 해변 중 하나인 Newport Beach와 내륙과 해변을 연

결하는 Newport Bay로 흘러 들어오는 하천인 San Diego 

Creek을 대상으로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캘리포니아 

해변수질기준 중 하나인 TC 농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지역

본 연구는 San Diego Creek 유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

며 Fig. 1에서 연구대상지역을 보여주고 있다. San Diego 

Creek 유역은 오렌지카운티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유역으로 

112.2 mile2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역 내 주 하천인 San 

Diego Creek을 통하여 대부분의 지표수가 Newport Bay로 유

입되고 있어 Newport Bay의 주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Newport Bay는 Southern California에서 두 번째로 큰 하구언

이며 이 지역 오염의 대부분은 San Diego Creek 유역 내의 비

점오염원에 기인하고 있다. 실제 Newport Bay의 오염에 있어 

95%의 용해성 중금속 및 94%의 퇴적물은 San Diego Creek

를 통하여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rench, 2003; Kamer 

et al., 2002; Strauss, 2002; U.S. EPA, 2021). 연구대상지역인 

San Diego Creek 유역은 AGWA (Automated Geospatial 

Watershed Assessment) 프로그램과 ArcGIS 10.0을 이용하

여 설정하였으며 Fig.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역 내 및 주변의 

강우측정지점과 수질측정지점을 표시하였다. 수질측정지점

은 San Diego Creek 최말단부에서 측정되었고 유역 내 인공수

로인 Santa Ana Delhi Channel의 영향은 무시하였다. 이는 상

기 언급한 것과 같이 Newport Bay 및 Newport Beach 오염 대

부분이 San Diego Creek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Santa 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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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hi Channel의 경우 일년 중 대부분의 기간 유량이 거의 없

는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2.2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오렌지카운티로부터 제공받았

다. 보다 구체적으로 강우자료는 Orange County Watershed 

and Coastal Resources Division으로부터 제공받았는데 1990

년부터 2006년까지 tipping-bucket gage을 이용한 실시간 계

측자료를 제공받았다. 강우자료는 5개의 유역내 또는 인접한 

관측소로부터 얻은 자료이며 Thiessen Polygon 법을 이용하

여 일평균 값으로 가공하였다. Fig. 1에서 붉은색 삼각형으로 

표시한 지점이 강우관측지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녹색원형

으로 표시된 226 관측 지점은 부유물질(SS)을 관측한 지점이

다. 또한 Newport Beach의 B1으로 표시된 지점은 본 연구의 

모의 대상인 total coliform (TC) 관측지점으로 TC 자료는 

Orange County Health Care Agency부터 제공받았으며 1999

년부터 2006년까지 시기별 측정주기는 상이하나 평균적으

로 일주일에 2번 정도의 주기로 측정된 총 655개의 자료가 확

보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월평균 모의를 수행하여 모든 자료

는 월평균 자료로 변환되어 사용되었다. 

2.3 Self-Organizing Linear Output (SOLO)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뇌가 사고를 할 때 발생하는 생물학

적 프로세서를 모방한 모델링 기법으로 1950년대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인공신경망에 대해 연구를 수행해 왔다. 가장 단순

한 인공신경망은 multilayer feed-forward networks (Fig. 

2(a))로 input layer 및 output layer와 이 두 층을 연결해 주는 

hidden layer까지 주로 3개의 독립된 층을 가지는데 경우에 따

라서는 여러 층의 hidden layer를 가지기도 한다. 각 층은 node

라고 불리는 요소를 가지며 hidden layer의 각 node는 input 

layer와 output layer의 node들과 연결되어 있고 이들 연결의 

강도를 weight로 표현한다. 이러한 multilayer feed-forward 

networks 는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입력된 정보는 직진성을 

가지며 예측에 있어 오차가 임계점을 넘는 경우 hidden layer

에서 보다 나은 예측성능이 충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계산

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공신경망은 Self-Organizing Linear 

Output (SOLO)이다. SOLO는 Hsu et al. (2002)에 의해 개발된 

인공신경망 모델로서 multivariate artificial neural networks

의 한 종류이다. SOLO는 input layer와 output layer는 Fig. 

2(a)와 같은 일반적인 인공신경망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나 

input layer와 output layer를 연결하는 hidden layer 대신 

classification layer와 mapping layer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인공신경망보다 더욱 빠르고 정확한 연산을 수행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는 Fig. 2(b)에서 SOLO의 구조를 통하여 

관찰할 수 있는데 SOLO의 경우 input layer의 모든 정보가 n1 

× n1 matrixes의 classification layer와 mapping layer의 모든 

node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연결은 wji and vji 로 표현되는 

input layer의 입력인자 i 와 classification layer 내 SOFM의 

unit j 및 mapping layer의 Regression unit j 사이의 강도로 나

타낸다.

Classification layer에서는 입력인자들을 self-organizing 

feature map (SOFM)을 이용하여 분류함으로 다양한 그룹을 

형성시킨다. 즉 모든 입력자료에서 하나의 통일된 패턴을 찾

Fig. 1. Study area (San Diego Creek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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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최대 n1 × n1 개의 패턴을 형성시킨다. SOFM에

서 비슷한 특성을 가진 입력자료를 그룹화 시키고 나면 이들 

각 그룹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Mapping layer에서 각 그룹별

로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수행하여 그룹별 

고유한 상관관계를 도출한다. 즉, mapping layer 역시 최대 n1 

× n1 개의 입력자료와 출력자료간 상관관계를 도출한다. 이러

한 SOLO의 구조는 입력자료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각각의 

독립적인 그룹으로 세분화함으로 보다 상세한 입력-출력 상

관관계를 도출함으로 보다 새로운 입력자료가 적용될 때 각 

입력자료의 특성이 어느 그룹과 가장 매칭이 잘 되는지를 판단

하여 해당 그룹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출력자료를 예측함으로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에 비해 높은 예측성능을 보인다.

2.4 모의 시나리오

인공신경망 운영을 위한 입력인자는 강우자료, 부유물질

(SS)농도 및 생물학적인자의 농도를 선정하였다. 하천 말단

부에 위치한 Newport Bay 및 Newport Beach의 주 오염원이 

유역내 비점오염원으로 밝혀졌고 비점오염원에서 기인한 오

염물질의 경우 강우에 의해 수계로 유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강우자료를 입력인자로 선정하였다(Bae, 2007). 또한 본 연

구의 모의대상인 생물학적 인자는 수중에 입자상으로 존재하

므로 SS를 입력인자로 고려하였고 이전 단계의 생물학적인

자 농도 역시 입력인자로 선정하였다. 

Eqs. (1) and (2)에서 모델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다. 시나

리오는 단독입력인자를 적용한 경우(Eq. (1))와 복합입력인

자를 적용한 경우(Eq. (2))로 나뉜다. 단독입력인자는 강우자

료를 사용한 경우와 SS를 사용한 경우로 나뉘며 복합입력인

자를 적용한 경우는 강우와 SS를 모두 입력인자로 사용하였

다. 또한 단독입력인자를 사용한 경우와 복합입력인자를 사

용한 경우 모두 예측하고자 하는 단계의 직전 단계의 TC 농도

를 역시 입력인자로 사용하였다. 그림에서 Csim(2)는 TC의 2

번째 단계의 농도 모의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Iobs(1)은 강우 또

는 SS와 같이 입력인자의 1번째 단계의 실측치를 나타낸다. 

I1
obs(1) 및 I2

obs(1)는 복합입력인자를 적용한 경우로 I1
obs (1)은 

강우 첫 번째 단계의 실측치를 I2
obs(1)은 SS 첫 번째 단계의 

실측치를 각각 나타낸다. 또한 SOLO의 classification layer와 

mapping layer에 있어 크기를 2×2에서 7×7까지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모의를 실시하였다. 즉, classification layer와 mapping 

layer의 사이즈를 조절함으로 입력인자를 최소 4개 최대 49개

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모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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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3.1 입출력인자

Fig. 3에서 입력인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직관적으로 

보면 강우가 발생하는 시기에 SS 및 TC 농도가 상승하는 경향

을 보여주고 있으나 강우의 크기와 SS 및 TC 농도 상승에 있어 

비례적인 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즉, 강우량이 많은 경우보다 

(a) Typical multilayer feed-forward network (b) The structure of SOLO

Fig. 2. Structures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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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경우에 SS 및 TC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강우에 따른 수질인자의 농도변화는 강우유출

에 의해 비점오염원내 오염물질이 수계로 유입되는 영향이 

발생함과 동시에 강우에 따른 희석효과 역시 동시에 발생하여 

이들 현상이 서로에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사료

된다. 일반적으로 인자 간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경우 모델링

의 결과 역시 양호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경우 상기 언급한 것과 같이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

기 때문에 회귀분석과 같은 일반적 인 모델링 기법을 적용할 

경우 모의 성능이 매우 낮을 가능성 높다. 따라서 자료의 다양

한 패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기법을 도입하

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2 Calibration 결과

Fig. 4에서 SOLO를 적용한 calibration 과정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래프는 입력인자 시나리오 따라 3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그래프에서 마름모 표식을 가지는 붉은색 굵은 선이 

실측된 TC 농도를 나타내며 나머지 선들은 classification 

layer와 mapping layer의 matrixes 사이즈(n1 × n1) -2×2 ~ 7×7- 

에 따른 모의 결과를 보여준다. 

Calibration 모의 결과 classification layer와 mapping layer

의 matrixes 사이즈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Fig. 3. Input data (Monthly average)

(a) Simulation with single input variable, Rainfall

(b) Simulation with single input variable, SS

(c) Simulation with multiple input variable, Rainfall and SS

Fig. 4. Calibration results for each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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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인자 시나리오에 따른 차이는 다소 보였다. 이는 다소 의

외의 결과였다. 왜냐하면 matrixes 사이즈에 있어 2×2의 경우 

전체 자료를 4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반면 7×7의 경우 총 49개의 상관관계가 도출되어 자료

를 보다 세분화하여 모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matrixes 사이즈

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는 SOLO의 경우 matrixes 사이

즈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시스템이 아니

라 상관관계가 도출 가능한 소그룹만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matrixes 사이즈가 7×7일 때 이론적으로 49개의 

소그룹이 형성되어야 하나 입력된 자료가 그 이하의 소그룹 

형성으로도 충분히 자료의 상관성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굳이 

49개의 소그룹을 강제적으로 형성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SOLO system이 입력자료들의 패턴을 최대치, 49

개, 까지 세분화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료의 상관관계를 도출

해 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matrixes 사이즈에 변화를 주어도 

적정수준에 서 소그룹이 형성이 되어 matrixes 사이즈가 증가

하여도 모의 성능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

로 사료된다. 

3.3 Validation 결과

Fig. 5에서는 Validation 과정의 결과를 보여준다. Vali-

dation 과정의 경우 calibration 과정과 달리 classification layer

와 mapping layer의 matrixes 사이즈 (n1 × n1) -2×2 ~ 7×7- 에 

따른 모의 결과에 있어 예측 성능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력인자로 강우자료를 단독으로 적용한 경우 

matrixes 사이즈에 있어 2×2 및 4×4, SS자료를 단독으로 적용

한 경우 3×3 및 4×4, 강우자료 및 SS자료를 복합적으로 적용

한 경우 3×3, 6×6 및 7×7에서 각각 모의값과 실측치에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단독입력인자를 적용한 경우 matrixes 

사이즈가 적은 경우 모의 성능의 저하를 보였고 복합입력인

자를 적용한 경우 matrixes 사이즈가 큰 경우 모의 성능이 저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lidation의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matrixes 사이즈가 적은 경우보다 matrixes 사이즈가 큰 경우 

예측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복합입력인자를 적용한 

경우 matrixes 사이즈가 큰 경우 낮은 예측성능을 보인 것은 

calibration 과정에서 산출된 상관관계들이 새롭게 적용된 

validation 자료에 대해 overestimate을 한 결과로 보이며 이는 

(a) Simulation with single input variable, Rainfall

(b) Simulation with single input variable, SS

(c) Simulation with multiple input variable, Rainfall and SS

Fig. 5. Validation results for each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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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과정에서 사용된 자료의 수, 36, 가 matrixes 사이즈 

6×6 (36 nodes) 또는 7×7 (49 nodes)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

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 6에서 예측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실측치와 예측치의 

차에 근거한 Root Mean Squared Errors (RMSE) 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Calibration 모의결과 (Fig. 6(a)) 전체적으로 SS자

료를 단일입력인자로 적용한 경우 가장 낮은 RMSE 값을 보

였으며 이 중 matrixes 사이즈가 7×7일 때 가장 낮은 Error 

Value를 보였다. 반면 Validation 모의결과(Fig. 6(b))를 보면 

Calibration 모의 결과와 반대로 SS자료를 단독입력인자로 

적용한 경우 가장 높은 Error Value를 보였다. matrixes 사이

즈의 경우 5×5일 때 가장 낮은 RMSE 값을 나타냈다. 강우자

료와 SS자료를 복합입력인자로 사용한 경우 단독입력인자

를 적용한 경우에 비해 RMSE 값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Calibration 및 Validation 모두에서 적정 수준을 보여 최적 모

델성능을 위해서는 단독입력인자보다 복합입력인자를 적용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 모델 중 하나인 SOLO를 이용하

여 하천말단부의 생물학적 오염의 지표 중 하나인 TC 농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SOLO의 경우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에 있

어 input layer와 output layer를 연결하는 hidden layer 대신 

classification layer와 mapping layer를 운영하여 입력인자들

을 소그룹화하여 각 인자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세분화할 

수 있었다. 모의결과 단독입력인자를 사용한 경우보다 복합

입력인자를 사용한 경우 Calibration 및 Validation 과정에서 

동시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TC 농도 예측을 위해서는 복합

입력인자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classification layer와 mapping layer에 있어 matrixes 사이즈 

크기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입력

인자의 총개수가 큰 matrixes 사이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현행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모델링 기법의 적용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 수행되었고 연구결과 입력시나리오나 classifi-

cation layer와 mapping layer 사이즈에 따라 다소 차이는 보였

으나 RMSE 값을 통하여 보았을 때 SOLO를 이용하는 경우 

입력인자의 크기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예측성능

을 보여 모델링기법으로 현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할 경우 

실측주기 사이의 수질을 예측함으로 수계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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