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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fter developing an LSTM-based deep learning model for estimating daily runoff in the Soyang River Dam basin, the accuracy
of the model for various combinations of model structure and input data was investigated. A model was built based on the database consisting
of average daily precipitation, average daily temperature, average daily wind speed (input up to here), and daily average flow rate (output)
during the first 12 years (1997.1.1-2008.12.31). The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Coefficient (NSE) and RMSE were examined for
validation using the flow discharge data of the later 12 years (2009.1.1-2020.12.31). The combination that showed the highest accuracy was
the case in which all possible input data (12 years of daily precipitation, weather temperature, wind speed) were used on the LSTM model
structure with 64 hidden units. The NSE and RMSE of the verification period were 0.862 and 76.8 m3/s, respectively. When the number of
hidden units of LSTM exceeds 500, the performance degradation of the model due to overfitting begins to appear, and when the number
of hidden units exceeds 1000, the overfitting problem becomes prominent. A model with very high performance (NSE=0.8~0.84) could be
obtained when only 12 years of daily precipitation was used for model training. A model with reasonably high performance (NSE=0.63-0.85)
when only one year of input data was used for model training. In particular, an accurate model (NSE=0.85) could be obtained if the one year
of training data contains a wide magnitude of flow events such as extreme flow and droughts as well as normal events. If the training data
includes both the normal and extreme flow rates, input data that is longer than 5 years did not significantly improve the model performance.
Keywords: Long short-term memory, Rainfall-runoff model, Deep learn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Artificial intelligence,
Flow discharge, Soyang river dam, Flow prediction

강수-일유출량 추정 LSTM 모형의 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 방안
김동균a*ㆍ강석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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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소양강댐 유역을 대상으로 LSTM 기반의 일유출량 추정 딥러닝 모형을 개발한 후, 모형구조 및 입력자료의 다양한 조합에 대한 모형의 정확도
를 살폈다. 첫 12년(1997.1.1-2008.12.31) 동안의 유역평균 일강수량, 일기온, 일풍속 (이상 입력), 일평균 유량 (출력)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12년(2009.1.1-2020.12.31) 동안의 자료를 사용하여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Coefficient (NSE)와
RMSE를 살폈다.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 조합은 64개의 은닉유닛을 가진 LSTM 모형 구조에 가능한 모든 입력자료(12년치의 일강수량, 일기온, 일풍
속)를 활용한 경우로서 검증기간의 NSE와 RMSE는 각각 0.862와 76.8 m3/s를 기록하였다. LSTM의 은닉유닛이500개를 초과하는 경우 과적합으로
인한 모형의 성능 저하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000개를 초과하는 경우 과적합 문제가 두드러졌다. 12년치의 일강수만 입력자료로 활용한 경우에도
매우 높은 성능(NSE=0.8~0.84)의 모형이 구축되었으며, 한 해의 자료만을 활용하여 학습한 경우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정확도(NSE=0.63~0.85)
를 가진 모형을 구축할 수 있었다. 특히 유량의 변동성이 큰 한 해의 자료만을 활용하여 모형을 학습한 경우 매우 높은 정확도(NSE=0.85)의 모형이
구축되었다. 학습자료가 중유량과 양극한의 유량을 모두 포함한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입력자료는 모형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했다.
핵심용어: LSTM, 강우-유출 모형, 딥러닝, 인공신경망, 인공지능, 유량, 소양강댐, 유량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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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딥러닝 모형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조합과 그 양을 파악하
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입력 자료 수집을 위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메커니즘을 개념화한 다중층 퍼셉

해 큰 노력이 소요되는 수문학 분야에서 특히 유용할 것이다.

트론(Multi-Layer Perceptron) 이론은 CPU, GPU, 메모리 등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양강 댐 유역에 대하여 딥러닝 기

의 반도체를 비롯한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과 함께 심

반의 일단위 강우-유출 모형을 구축한 후 다양한 입력자료의

층신경망(deep learning network)으로 진화하여 현실 세계의

시나리오에 대한 모형 정확도의 변화를 살폈다. LSTM을 활용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내고 있다(Silva et al., 2017).

하여 강우-유출 모형을 구축하고(Kratzert et al., 2018; Hu et

심층신경망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수십 개에서

al., 2018; Han et al., 2021b) 입력자료 및 모형구조에 대한 정확

수억 개에 달하는 노드들이 선형으로 단순하게 연결된 구조를

도를 살핀(Bai et al., 2021, Boulmaiz et al., 2020) 선행연구는

통해 복잡한 비선형 시스템을 정확히 모사한다는 점이다. 이러

다수 발견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일단위 강우-유출 LSTM

한 독특한 특징으로 인해 지난 수년간 심층신경망을 활용하여

모형 구축 시 필요한 자료 수집방안이라는 구체적인 문제의

수문학 분야의 문제들을 풀어내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는 드물었다. 특히, 본 연구

(Lee et al., 2019; Sit et al., 2020; Idrees et al., 2021a; Jehanzaib

는 학습/검증 기간에 대한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et al., 2021; Idrees et al., 2021b).

Coefficient가 각각 0.99 및 0.87에 이르는 정확한 모형을 구축

심층신경망 알고리즘 중 하나인 Long Short-Term Memory

한 후 실험에 활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지역의 모형

(LSTM, Hochreiter and Schmidhuber, 1997)는 모의하려는

구축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높은 정확도를 기대할

시스템의 이전 상태들을 기억하는 Cell State 라는 독특한 변수

수 있게 하였으며, 12년이라는 긴 기간을 모형의 검증에 활용

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의

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이와 아울러, 딥러닝 모형의 핵

연쇄 반응으로 구성된 수문 시스템을 모의하는데 적합하여 강

심 요소인 LSTM의 은닉층의 개수에 따른 모형의 정확도를

수(Shi et al., 2017; 2015), 증발산(Chen et al., 2020; Yin et

분석함으로써 모형의 최적 구조 또한 제시하고자 하였다.

al., 2020), 토양수분(Fang et al., 2020; Fang and Shen, 2020),
지하수위(Bowes et al., 2019; Park and Chung, 2020), 하천유량
(Kratzert et al., 2018, Hu et al., 2018; Han et al., 2021b), 하천
수위(Jung et al., 2018) 등, 다양한 수문변수를 예측하는데 활
용되어 전통적인 물리기반의 모형과 유사한 성능을 보였다.

2. 방법론
2.1 연구지역

딥러닝 모형은 단순 명료한 수학적 구조로 인해 범용 소프

본 연구에서는 Fig. 1에 보인 소양강댐 유역을 연구대상 지

트웨어가 제공되어 모형의 설계와 구현에는 큰 지식과 노력이

역으로 선정하였다. 소양강댐 유역의 면적은 2,703 km2, 연평

불필요한 반면, 오로지 방대한 양의 자료에 기반한 학습을 통

균 강수량은 1,100 mm, 유역평균 유입량은 56 m3/s이다. 소양

해 매개변수들을 교정해야만 모형을 완성할 수 있다. 따라서,

강댐은 경기, 강원, 수도권의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국

Fig. 1. Study area: Soyang River watershed located at the north-eastern part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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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간시설로 오랜 기간 동안 유입, 유출, 강수량 등의 수문

준편차를 사용하여 정규화한 값을 두번째 블록으로 전달한

변수들이 충실히 기록되어 왔으며, 이는 본 연구가 소양강댐

다. 두번째 블록은 장단기 기억신경망(Long Short-Term

유역을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이유이다.

Memory, LSTM) 레이어로 현재 시간 단계에서의 입력 값(일
강수량, 일평균기온, 일평균 풍속), 이전 시간단계에서의 출

2.2 자료

력 값 및 셀 상태(cell state) 값을 선형 조합하여 여러 개의 값을

본 연구에서 구축한 딥러닝 모형의 입력자료는 유역 평균

출력한다. 세번째 블록은 완전연결(fully connected, FC) 레이

일강수량, 일평균 기온, 일평균 풍속이며 출력자료는 일 유입

어로 이전의 LSTM 레이어에서 산출된 여러 개의 출력 값을

량자료이다. Fig. 2에 각 자료들을 시계열로 그래프로 표현하

선형으로 조합하여 해당 시간 단계에서의 유량 값을 산출한다.

여 보였다. 199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마지막 레이어는 회귀(regression) 레이어로 모형에서 산출한

35,064 개(4종류의 관측자료/일 × 8766일)의 관측자료가 모

유량 시계열과 관측 유량 시계열의 평균제곱근오차(RMSE)

형의 구축과 검증에 사용되었다.

를 출력한다. 컴퓨터는 이 레이어가 지시한 바에 따라 모의한

유입 일유량은 관측수위를 수위-저수량 곡선에 근거하
여 구하였으며(링크 : http://hrfco.go.kr/sumun/makeImage

유량과 관측유량의 RMSE가 최소화되도록 매개변수를 조절
한다.

Waterlevel.do?type=Waterlevel&bbsncd=17), 유역평균 강
수량, 기온, 풍속은 기상청에서 기상자동관측시스템(ASOS,

2.3.1 LSTM 레이어

Fig. 1의 녹색 세모)에서 관측한 시단위 관측치를 하루 단위로

딥러닝을 활용한 시계열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레이어는

누적(강수량) 혹은 평균(기온, 풍속) 한 후 티센다각형 방법으

두번째에 위치한 LSTM 레이어이다. 이는 유량, 토양수분과

로 면적 평균하여 구하였다.

같은 수문 변수의 예측에 특히 유용한데, 그 이유는 특정 이벤
트(예: 강수)에 따른 수문 변수(예: 유출량)들은 이전의 이벤

2.3 모형 설명

트들(예: 강수, 기온, 풍속)에 의해 결정되는 유역의 상태(예:

본 연구에서 활용한 딥러닝 모형의 개념도를 Fig. 3에 보였

토양수분)에 큰 영향을 받으며, LSTM은 순차적으로 발생하

다. Fig. 3(a)는 다양한 딥러닝 레이어 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는 이벤트들의 특성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보였다. 첫번째 블록은 입력 레이어로서 일강수량, 일평균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개념도를 Fig. 3(b)에 보였

온, 일평균풍속을 입력 값으로 받아들인 후, 이들을 평균과 표

다. 이 그림에서 C는 모형 상태변수(cell state), h는 출력 값,

Fig. 2. Input and output data used to develop the inflow estimation deep learning model of this study. (a) Daily inflow (output), (b) Daily rainfall
(input), (c) Daily average temperature (input), (d) Daily average wind speed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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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of the deep learning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a) Network diagram of the deep learning blocks. (b) LSTM block composed
of multiple hidden blocks (source: https://towardsdatascience.com/animated-rnn-lstm-and-gru-ef124d06cf45, obtained on 2021.6.27)

X는 입력 값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아래 첨자는 시간을 의미

정도를 기억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LSTM 레이어의 입력 값 X는 각 시
간대에서의 강수량, 평균 기온 및 평균 풍속이며, 상태변수 C

(2) 입력의 문(Forget Gate)

는 물리기반 유역모형의 상태변수인 증발산, 토양수분 등을

  와 
 를 선형으로 결합한 값을 시그모이
이 모듈에서는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들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드(sigmoid) 함수를 사용하여 0과 1사이의 값으로 전환한 값

다고 간주할 수 있다. 레이어의 출력 값인 h는 각 시간 단계마
다 여러 개의 값으로 산출되며 이들을 선형으로 결합한 값이
딥러닝 모형의 최종 출력 값인 일 유입 유량이다. 본 연구의
LSTM레이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와, 
  와 
 를 선형으로 결합한 값을 쌍곡탄젠트(hyper(

bolic tangent) 함수를 사용하여 -1과 1사이의 값으로 전환한
 )를 아다마르곱 하여, 망각의 문을 통과한 셀상태 벡터인
값( 

에 더해준다. 이 과정을 벡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망각의 문(Forget Gate)
이 모듈에서는 이전 시간 단계에서 산출된 LSTM의 출력


   ‧ 
   ‧ 
   
 

   와 현 시간 단계의 입력 값인 
 를 선형으로 결합한
인


      ‧ 
    ‧ 
   
 

값을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를 사용하여 0과 1사이의 값


  
∘ 
  


   에 곱하여 준
으로 전환한 후, 이를 이전 단계의 상태변수 

 는 입력의 문을 통과한 후 업데이트 된 다음 시간
여기에서 

다. 이를 벡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2)

단계에서의 상태변수 벡터, WI , UI , WIt, UIt는 입력의 문의
(1)

 , 
 는 입력의 문의 상수항 벡터를 의미한다.
가중치 행렬, 

이 모듈에서는 이전 시간 단계에서 산출된 유량 관련 변수

는 망각의 문을 통과한 셀의 상태변수 벡터,  는
여기에서 

들과 현 시간 단계에서의 강수, 기온, 풍속에 근거하여 유역의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 Wf, Uf는 망각의 문의 가중치의 행

현재 상태변수(토양수분, 증발산 등)과 관련한 값들을 업데이

는 상수항의 벡터를 의미한다. 연산자 “∙”는 벡터곱
렬, 

트 한다.

(vector product), “∘”는 아다마르곱(hadamard product)을 의
미한다.

(3) 출력의 문

이 모듈에서는 이전 시간 단계에서 산출된 토양수분, 증발

  와 
 를 선형으로 결합
이 모듈에서는 이 모듈에서는 

산 등 유역의 상태와 연관된 값들을 이전 시간 단계에서의 유

한 값을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여 0과 1사이의 값으로 전

량과 현 시간 단계에서의 강수, 기온, 풍속에 근거하여 어느

)과 
를 쌍곡탄젠트 함수를 사용하여 ‒1과 1사이
환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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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한 값을 아다마르곱 하여 출력값으로 내보낸다. 이 과
정을 벡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3. 결과 및 토의
3.1 기본 모형의 성능


   ‧ 
   ‧ 
   


(3)


  
∘ tanh  
 

이 모듈에서는 과거 및 현재의 강수, 기온, 풍속에 근거하여
 )을 기반으로 이전 시
업데이트된 유역의 현재 상태변수들( 
  )과 현재 시간 단계
간 단계에서 산출된 유량 관련 변수들( 
 )을 활용하여 현 상태에서의 유량 관련
의 강수, 기온, 풍속( 
 )을 산출한다.
변수들( 

Fig. 5(a)에 기본 모형(LSTM 은닉 유닛 128개, 첫 12년 자
료로 모형 학습, 입력자료: 일 강수량, 일평균 기온, 일평균 풍
속)에서 산출한 유량을 관측 유량과 비교하였다. 학습자료
(1997.1.1 ~ 2008.12.31)와 독립적인 검증기간(2009.1.1 ~
2020.12.31)에 대하여 비교를 수행하였다. 학습 및 검증기간
에 대한 RMSE와 Nash Sutcliffe Coefficient (NSE)를 Table
1에 보였다.
학습기간에 대한 NSE는 0.996이었다. 이는 모형이 완벽에
가깝게 학습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RMSE도 16.2 m3/s 로 매
우 양호한 성능을 보였다. 검증기간에 대한 모형의 성능(RMSE=

2.4 모형 학습

76.8 m3/s, NSE=0.86)은 학습기간의 성능보다 떨어졌으나,

모형의 학습이란 2.3.1장에 보인 가중치 행렬들과 다음 레

동일한 유역에 대하여 더욱 정확한 격자형 강수자료를 입력으

이어인 완전연결계층의 가중치 행렬의 각 요소들의 값을 모의

로 하여 구축된 분포형 지표수문모형의 성능(예: Lee et al.,

유량과 관측유량의 RMSE가 최소화되도록 교정하는 과정을

2017, NSE=0.90)과 유사하였다. 시계열에서 유량을 나타내

의미한다. 총 24년(8766일) 중 첫 12년(1997.1.1 ~ 2008.12.31,

는 y축을 로그 스케일로 표시한 Fig. 5(b)는 본 연구의 딥러닝

4,322일)의 자료를 모형 학습에 사용하였으며, 이 자료를 250

모형이 강우-유출 모의의 도전과제 중 하나인 고유량과 저유량

번 반복하여 행렬의 가중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Epoch

의 동시 예측에 있어서도 매우 뛰어난 성능을 나타냄을 보인다.

=250). Fig. 4에 학습과정 반복에 따라 개선되는 모의-관측유

Figs. 5(c) and 5(d)에 관측유량(x)과 모의유량(y)을 (c) 선

량 사이의 RMSE 값을 보였다. 첫 수십번의 학습 동안에는

형 및 (d) 로그 스케일로 비교하였다. 선형 축으로 비교한 경우,

모형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반복학습이 200회를

학습기간에 대해서는 유량의 전 범위에 걸쳐 매우 정확한 모

초과하는 경우 모형의 정확도가 더 이상 개선되지 않았다. 따

의결과가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검증기간에 대해

라서, 본 연구에서는 250회의 반복학습이 모형 매개변수의

서는 그래프의 오른쪽의 파란색 점들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교정에 충분히 큰 값이라 가정하였다. 모형의 교정에는 Intel

초 고유량대에서의 모의 값이 관측치를 수십 퍼센트 이상 과

i9-7980XE CPU와 두 개의 NVIDIA 1080Ti 가 장착된 PC가

소/과대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극한현상 재현과 관련한

사용되었으며, 총 39초가 소요되었다.

딥러닝 모형의 한계는 본 연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강우-유
출 모형의 전형적인 문제로, 모형의 학습에 충분히 많은 극한
현상이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
해 극한 현상에 해당하는 자료를 학습자료 내에 여러 번 반복
하는 방안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타 분야
에서도 자주 시도되었다(Lee et al., 2017).
저-중 유량을 로그함수로 펼쳐 관측/모의 유량을 비교한
Fig. 5(d)의 경우, 평상시 유량인 1 m3 - 100 m3의 구간에서는
검증기간에 해당하는 푸른 점들이 학습기간에 해당하는 붉은
Table 1. The RMSE and the N-S coefficient of the deep learning model
for the training and validation period

Fig. 4. Relative RMSE value between the observed and the simulated
inflow improving as the training epoch increases

Training
(1997.1.1-2008.12.31)

Validation
(2009.1.1-2020.12.31)

RMSE (m3/s)

16.2

76.8

NSE

0.996

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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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ime series of observed vs. simulated flow at Soyang Lake shown in (a) linear and (b) log scale. The shaded area is the calibration period.
Scatter plot of observed (x) vs. simulated (y) flow shown in (c) linear and (d) log scale

점들보다 오히려 1:1 선에 더 밀착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는

로 정확한 모의를 할 수가 없고, 반대로 은닉유닛의 개수가 너

데, 이는 딥러닝 모형이 관측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유

무 많으면 모형이 학습자료에 과적합되어 학습자료의 범위

량을 완벽에 가깝게 모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충분한

밖의 입력 값에 따른 모형의 출력 값이 부정확하게 예측된다.

데이터만 주어진다면 복잡한 수문현상도 딥러닝 모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이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은닉 유닛

매우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의 개수를 2, 4, 8, 16, 32, 64, 128, 512, 1024개로 늘려가며 모
형의 정확도를 살폈다.

3.2 LSTM의 은닉 유닛의 개수에 따른 모형의 정확도

Fig. 6에 은닉유닛의 개수에 따른 훈련 및 검증기간에 따른

Fig. 3(b)와 앞 절의 방정식들을 살펴보면 LSTM의 출력 값

NSE(a, b) 와 RMSE(b, d)를 보였다. 동일한 조건에 대하여

 와 셀 상태 값인 
 가 단일 변수가 아닌 여러 변수로 이루
인

학습의 결과가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매개변수 도

어진 벡터이며, 모의가 진행됨에 따라 이들 변수들이 선형적으

메인에 무작위로 흩뿌려진 입자들을 시작점으로 하여 학습이

로 결합되어 유기적으로 진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독특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알고리즘을 통해 LSTM은 시스템의 다양한 상태변수들의 서

동일한 은닉유닛의 개수에 대하여 20회의 학습을 반복한 후

로 다른 시간적 지속성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게

각 케이스에 대한 정확도의 박스플롯을 보였다.

된다. 이러한 다중은닉은 토양수분, 증발산, 지하수위, 하천유

은닉 유닛의 개수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검증기간의 성능

량 등의 서로 다른 시간적 지속성을 갖는 다양한 인자들이 역

이 학습기간의 성능보다 좋았으며, 은닉 유닛의 개수가 늘어

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수문시스템의 정밀한 모의를 가능

날수록 학습기간의 성능이 검증기간의 성능보다 월등히 좋았

케 한다. 또한, LSTM의 은닉유닛의 개수가 많아질 수록 딥러

다. 은닉 유닛의 개수가 64개(RMSE 기준) 혹은 32개(NSE 기

닝 모형이 고려할 수 있는 물리적 메커니즘의 개수가 또한 많

준)일 때 검증기간의 성능이 가장 좋았으며, 이 보다 은닉 유닛

아진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수문현상 모의에 있

이 많아지면 오히려 성능이 저하됨이 관측되었다. 은닉 유닛

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은닉유닛의 개수가 너무

의 개수가 1024개로 매우 많은 경우 앞서 언급되었던 모형의

적으면, 모형이 고려할 수 있는 수문현상의 개수가 적어지므

과적합과 관련한 문제가 뚜렷하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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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oot mean square error (RMSE) and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Coefficient (NSE) of the flood prediction model varying with the
number of the hidden units of the deep learning model. The result for the calibration period (a, c) and the validation period (b, d) are
shown separately
Table 2. The scenarios of the training data used to investigate the sensitivity of the deep learning model accuracy to the training data wetness
and dryness

Scenario Name

Description

L-N

Train using the first n-year’s data over the training period

D1

Train using the data of the driest year (1999) over the training period

W1

Train using the data of the wettest year (2001) over the training period

D2

Train using the data concatenating the driest 2 years (1999, 2003) over the training period

W2

Train using the data concatenating the wettest 2 years (2001, 2000) over the training period

D1W1

Train using the data concatenating the driest year (1999) and the wettest year (2001)

D2W2

Train using the data concatenating the driest 2 years (1999, 2003) and the wettest 2 years (2001, 2000)

3.3 훈련 자료에 대한 모형의 정확도
딥러닝 모형과 같은 데이터 기반 모델은 학습에 활용된 자료

까운 학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습자료의 길
이가 늘어날수록 학습기간에 대한 RMSE는 꾸준히 증가하는

의 양과 질에 따라 모형의 정확도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본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학습자료가 길어질수록 홍수/가뭄에

연구에서는 Table 2에 보인 입력자료의 시나리오에 따른 모

해당하는 유량의 극한값을 향해 모형이 교정되며 평상시의

형의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모형의 검증에는 후반기(2009.1.1

자료들에 대한 오차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두 그래

~ 2020.12.31)의 일유량 자료가 모든 시나리오에 대하여 동일

프의 붉은 실선은 검증기간에 대한 학습자료의 길이에 따른

하게 사용되었다.

모형의 RMSE와 NSE를 나타낸다. 학습자료의 길이가 길어

Fig. 7에 보인 두 그래프의 푸른 실선은 학습자료의 길이(1

질수록 모형의 성능이 대체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

년-12년)에 따른 학습기간에 대한 모형의 RMSE와 NSE를 나

며, 개선의 정도는 첫 4년 동안 두드러졌다. 학습자료의 길이

타낸다. 학습기간에 대해서는 학습 자료의 길이에 상관없이

가 4년을 초과하는 경우 검증기간에 대한 모형의 성능이 크게

모든 시나리오에 대하여 0.99 이상의 NSE를 보여 완벽에 가

개선되지는 않거나,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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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Root mean square error (RMSE) and (b)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Coefficient (NSE) of the flow prediction model varying with
the L-N scenarios (Table 1)

Fig. 8. Root mean square error (RMSE) and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Coefficient (NSE) of the flood prediction model varying with training
data wetness scenarios (Table 1). The result for the calibration period (a, c) and the validation period (b, d) are shown separately

였다. 이는 태풍 루사(2002, 6년차)나 매미(2003, 7년차)와 같

였을 때 가장 정확한 모형(평균 NSE=0.85, 평균 RMSE=

은 극한 홍수가 학습자료에 포함됨에 따른 모형의 편향 교정

80.41 m3/s)이 구축되었음을 보인다. 이는 십 년 이상의 자료를

에 의한 문제로 추측된다.

학습에 활용한 경우 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값이다. 이러한 결과

Fig. 8은 Table 1에 보인 입력자료의 다양한 Wetness/

는 딥러닝의 학습에 반드시 방대한 양의 자료가 필요한 것이

Dryness 시나리오에 따른 모형의 NSE (a, b)와 RMSE (c, d)를

아니며, 보통의 값과 극한의 값을 골고루 포함한 적은 양의 데

보인다. 학습(a, c) 및 검증(b, d) 기간에 대한 결과를 따로 보였

이터로도 충분히 좋은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으며, 20회의 독립적인 학습-검증에 대한 결과를 박스플롯으

이러한 가정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각 시나리오에

로 보였다. Fig. 8(a)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하여 학습기간의

대한 유량의 표준편차와 모형의 평균 정확도의 상관관계를

NSE 가 0.99 내외의 매우 높은 값을 가지며 모형의 학습이 완벽

Fig. 9의 푸른색 점들로 보였다. 붉은 선은 이 점들의 2차(2nd

에 가깝게 수행되었음을 보인다. Figs. 8(b) and 8(d)는 평균

order) 회귀선이다.

유량이 가장 높았던 한 해(2001)의 자료만을 사용하여 학습하

학습자료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모형의 성능이 점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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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특정 값을 초과하며 다시 성능
이 감소되는 추세 또한 관측되었는데, 이는 모형의 교정이 표
준편차 증가의 주원인인 극한 값의 재현에 초점을 맞추어 진
행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3.4 다양한 입력자료의 조합에 따른 모의 정확도
강수, 기온, 풍속 자료를 동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강수, 강수-기온, 강수-풍속 자료만 획
득이 가능한 경우를 가정하여 모의의 정확도를 살폈다. 또한,
토양수분의 간접적 지표로 활용되는 지난 5일간의 강수량을
추가적인 입력자료로 하여 모의의 정확도를 살폈다. Table 3
에 본 연구에서 시도한 입력자료의 조합을 요약하였다.
Fig. 9. Relationship between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flow
discharge and the mean accuracy of the input data scenarios
shown in Table 1

Fig. 10에 Table 2에 보인 다양한 입력자료의 조합에 대한
NSE (a, b) 와 RMSE (c, d)를 학습(a, c)및 검증(b, d)기간으로
분류하여 박스플랏을 보였다. 모든 경우에 대하여 학습기간

Table 3. The scenarios of the training data used to investigate the sensitivity of the deep learning model accuracy to input data type

Scenario Name
R
RT

Description
Train using the first 12 years of daily rainfall data
Train using the first 12 years of daily rainfall and daily average temperature data

RH

Train using the first 12 years of daily rainfall and daily average wind speed data

RR5

Train using the first 12 years of daily rainfall and past 5-day rainfall data

RTH
RTHR5

Train using the first 12 years of daily rainfall, daily average temperature and daily average wind speed data
Train using the first 12 years of daily rainfall, daily average temperature, daily average wind speed data, and past 5-day
rainfall data

Fig. 10. Root mean square error (RMSE) and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Coefficient (NSE) of the flood prediction model varying with various
combinations of input variables (Table 2). The result for the calibration period (a, c) and the validation period (b, d) are shown sepa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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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NSE는 0.99 내외로 완벽에 가까운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5) 학습자료에 극한 이벤트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면 5년

(Fig. 10(a)), 검증기간의 결과는 NSE는 0.8 - 0.9 사이(Fig.

이상의 학습자료는 모형 성능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10(b)), RMSE는 60 - 95 m3/s (Fig. 10(d))사이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유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수자료가 모

이러한 결과를 원격탐사 기반의 강수(Hou et al., 2014; Han

든 입력자료의 조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평균 기온

et al., 2021a), 기온(Tomlinson et al., 2011) 및 유량자료(Ahmad

이나 일평균 풍속만을 입력자료로 활용한 경우, 검증기간의

and Kim, 2019; Jung et al., 2014; Seo et al., 2018)와 결합하여

NSE는 각각 -0.13과 -0.14로 매우 낮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을

활용한다면, 개발도상국 등 관측자료가 풍부하지 않은 지역

방증한다. 일강수, 일평균기온, 및 일평균풍속을 함께 입력자

에서도 자료 수집에 큰 노력 없이 딥러닝 기반의 정확한 유량

료로 활용한 경우 모형의 성능이 대체로 좋았으나, 가장 높은

추정 모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가용 수자원 추정,

성능은 일강수와 일평균기온을 입력자료를 활용한 모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변동성 분석 등의 현안 해결에 도움

나타났다. 토양수분의 척도로 활용되는 지난 5일간의 강수량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을 추가적인 입력자료로 활용한 경우, 뚜렷한 모의 정확도의
향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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