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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water intrusion into coastal fractured rock aquifer, resulting in groundwater contamination, is of serious concern

in coastal areas of Jeolla Namdo, Korea, which heavily depends on groundwater resources. Time series analysis and

forecasting were carried out to analyze and predict EC which is a major indicator of seawater intrusion. Two time

series models of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and seasonal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SARIMA) were tested for suggesting appropriate time series model. Time series data of EC measured over

one year showed a increasing trend with short periodic fluctuations, due to tidal effect and pumping, which

indicated that EC time series data tended to be non-stationary. SARIMA model was found better fitted to observed

EC than any other time series model. Time series analysis and modeling was found to be a useful tool to analyze

EC at coastal fractured rock aquifer subject to seawater intr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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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연안지역은 농업활동과 상수도의 미보급으로 인하여 지하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지하수의 과다사용

은 지하수위 저하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해수침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해수침

투 관리가 매우 필요한 지역이다. 전라남도 무안군의 연안암반대수층에서 측정된 EC 자료를 이용하여 해안가 대수층

에 적합한 시계열 모형을 구축하고, 해수침투의 지표인 EC를 예측하고자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1년 이상 측정

한 EC 시계열 자료는 짧은 주기적인 변동과 함께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비정상 시계열의 특성을 보였다. 시계열 분석

을 통해 시계열 모형 식별 결과 ARIMA 모형과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 할 수 있는 SARIMA 모형 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모형 적용한 결과, EC의 주기적인 변동으로 인해 ARIMA보다는 EC 자료의 변동 특성을 잘 반

영한 SARIMA 모형이 예측에 있어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시계열 분석은 암반 대수층에서 해수침투

로 인한 EC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해수침투, 시계열 분석, 시계열 모형, 암반대수층, 전기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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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안대수층은 연안지역에서 지하수를 공급해주는 주

요 공급원 이지만, 해수 침투로 인해 그 사용에 있어

제약을 받고 있다(Bear et al., 1999). 이러한 연안대

수층의 염수화는 연안지역에서 지하수의 과다양수로 인

해 해수가 연안대수층으로 침투하여 발생한다. 최근 들

어 국내 해안지역 및 도서지역에서는 과다 지하수양수

에 의한 해수 침투로 인해 지하수 장애가 발생하고 있

다. 국내에서 지하수 염수화 문제는 주로 서해안 일대

간척지나 제주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et

al., 2003). 제주도의 경우 해수침투로 인해 지하수와

해수의 경계가 최대 8 km까지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인근 지역의 지하수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Kim et al.,

2006). 제주도에서의 해수침투연구는 주로 화산퇴적암

에서 수행되었으며, 국내 서해안 지역에서는 주로 간

척지 일대나 퇴적암으로 구성된 해안가에서 연구가 수

행 되었다(Kim et al., 2005; Kim et al., 2006). 

지하수위 시계열 분석법은 대수층 자체의 수리 지질

학적 특성이나 물리적 상수 없이 시간에 따라 얻어지

는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쉽게 파악

할 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시계열 분석

연구는 시계열 특성 함수인 자기상관함수와 교차상관

함수를 통해 대상 지하수시스템에서 함양, 강우나 조

석의 영향에 의한 지하수위 변동 양상을 비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졌다(Lee and Lee, 2002). 국가 지하

수관측소 지하수위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 모형을 적

용하여 지하수위 예측을 실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Yi

et al., 2004). 또한 Yi and Lee(2004)는 강우자료와

같은 외부 인자를 입력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이함

수모형(transfer function noise model)을 이용하여 불

규칙한 관측 주기를 갖는 지하수위 변동을 효과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해안가 연안 일대 양수에

의한 지하수위 변동을 위한 시계열 모형 구축 연구가

이루어졌다(Kim and Yeo, 2014). 위와 같이 시계열 모

형은 시간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유형 분석에 매우 유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Salas and Obeysekera, 1982;

Bierkens et al., 1999; Knotters et al., 1997). 시계열

분석은 국내에서도 지하수위 함양 기작 연구뿐만이 아니

라(Lee and Lee, 2000; Lee et al., 2009), 서해안 간

척지 일대의 해수 침투 연구에도 활용되는 등 지하수 연

구 분야에 폭 넓게 이용되고 있다(Kim et al., 2005).

본 연구는 전라남도 무안군의 해안가 암반 대수층에

서 측정한 전기전도도(EC: electrical conductivity)자

료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통해 암반대수층에서의

해수침투 특성을 분석하고, 해당지역 연안대수층에 적

합한 시계열 모형(time series model)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시계열 모형을 이용하여 해수침투의 지표인

전기전도도의 변동특성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연안지역

지하수의 전기전도도 자료는 특정한 주기를 가지거나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특성과 지

속적인 해수침투에 의해 추세적인 변동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비정상 시계열 자료에

적합한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모형과 계절형 자기회귀누적

이동평균(SARIMA: seasonal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모형을 이용하였다. EC자료와 ARIMA

와 SARIMA 모형을 이용하여 연안대수층에서 해수침

투를 연구한 사례가 거의 없다. 

2. 연구방법

2.1. ARIMA와 SARIMA 시계열 모형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순서대로 관측되는 시계

열 자료에 대해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시계열 모형을

구축한다. 시계열 분석의 주요 목적은 모형을 수립하

고, 수립된 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하는 것이다(Yi and

Lee, 2004). 모형 수립은 관측된 시계열 자료의 여러

성질들을 조사 분석하고, 해당 시계열의 확률적 특성을

체계화하여 적합한 시계열 모형을 찾는 것이고, 예측은

수립된 모형을 가지고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것이다.

시계열 자료는 시계열 자료의 평균, 분산과 같은 통계

적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상성(stationarity)

시계열과, 관측된 시계열이 시간에 따라 선형이나 지

수적으로 변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평균과 분산이 시간

에 따라 변화는 비정상 시계열로 구분된다(Box and

Jenkins, 1976; Cho et al., 2002). 시계열 자료는 불

규칙변동, 추세변동, 순환변동, 계절변동으로 구성된다.

정상성 시계열은 추세성, 계절성, 순환성 등의 변동을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변동을 보이면 비정상 시계열

에 해당한다. 

정상성 시계열 모형에는 자기회귀(AR: autoregressive)

모형, 이동평균(MA: moving average)모형, 자기회귀이

동평균(ARMA: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모형

등이 있다. AR모형은 시계열 자료(Zt)가 과거의 값들로

서 표현된다는 모형으로서,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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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Shumway and Stoffer, 2011).

(1)

여기서 Zt는 t시점에서 관측 값을 말하고, p는 관

측 값의 차수이며, at는 오차 항으로 현재자료를 설명

못하는 백색잡음(white noise)이며, φt는 각 시점에서

가중치이다. 식 (1)은 p차 자기회귀모형으로서 AR(p)

로 표현하며, 이는 이전 p 번째 관측된 자료까지 t시

점의 시계열 자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MA모형은 시계열 자료가 연속적인 오차 항들의 영

향을 받는다는 모형으로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

된다(Shumway and Stoffer, 2011). 

 (2)

식 (2)를 MA(q)로 나타낸다. 시계열 자료를 과거의

관측 값과 오차 값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ARMA모형으로, AR모형과 MA모형이 혼합된 모형이

다(Shumway and Stoffer, 2011). ARMA 모형은 아

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 

이며, p와 q는 AR, MA 모형의 차수, B는 후행연산자

로 BjZt = Zt-j 이다. 식 (3)을 ARMA(p, q)로 표현한다.

대부분의 시계열 자료는 불규칙(random) 변동만으로

구성된 정상 시계열보다는 추세변동, 계절변동, 순환변

동이 포함된 비정상 시계열 자료가 훨씬 많다(이종형,

2007). ARMA모형의 기본가정은 시계열이 정상성을 따

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계열 자료가 비정상 시계열

이라면, ARMA모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정

상 시계열로 변환시켜야 한다. 분석대상 시계열 Zt가

어떤 추세를 가질 경우 다음과 같은 차분을 통해 추세

를 제거한다. 

(4)

여기서 은 차분연산자, d는 차분의 차수를 나타낸

다. 예를 들면, 1차 차분일 경우 

로 표현된다. 차분을 통해 추세를 제거하여 비정상 시

계열을 정상 시계열로 변환하는 과정과 AR, MA모형

을 합친 것이 ARIMA 모형으로서, 아래와 같은 식으

로 표현된다(Shumway and Stoffer, 2011).

 

(5)

여기서 d는 차분의 차수, δ는 상수항, 식 (4)를

ARIMA(p, d, q)로 표현한다. 

시계열 자료가 비정상성을 보이면서 특정한 주기를

가지거나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정상 시계열로 변동하기 위해서는 추세변동에 대

한 차분과 계절성분에 대한 차분이 필요하다(Lee,

2017). 이 경우 ARIMA와 구별하여 계절형 ARIMA,

즉 SARIMA 모형이라 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

낸다(Shumway and Stoffer, 2011). 

 (6) 

여기서 D는 계절 차분이고, s는 주기를 나타내며,

계절형 AR모형의 연산자로서 

, 는 계절형 MA모형의 연산자

로서 로 나타낸다.

P와 Q는 계절성분의 AR 모형 차수와 MA 모형 차

수를 나타낸다. 식 (6)를 SARIMA(p, d, q)(P, D, Q)s로

표현한다.

 

2.2. 모형 선정 기준

먼저 시계열 분석 과정을 통해 앞서 여러 시계열 모

형 중에 적합한 모형을 식별하여야 한다. 시계열 모형

을 식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은 자기상관함수(ACF:

autocorrelation function)와 편자기상관함수(PACF: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이다. 

ACF는 시계열 와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자기상관계수는 식 (7)로 표현된다(Harvey, 1989;

Brockwell and Davis, 2002; Kim, 2002).

(7)

여기서 k는 시차, n은 시계열 갯수,  시계열 자

료 의 평균을 나타낸다. 자기상관함수는 주어진 시

계열 자료의 자기 선형성과 기억효과를 나타낸다. 즉,

자기상관함수가 짧은 시차에 0의 값에 수렴하게 되면

자기상관성이 약하고, 반대로 자기상관성이 강하면 자

기상관함수는 천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긴 시차

Zt φ1Zt 1– φ2Zt 2–
... φpZt p– at+ + + +=

Zt at θ1at 1–– θ2at 2–– ...– θqat q––=

φ B( )Zt θ B(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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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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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Zt=

∇

∇Zt= 1 B–( )Zt=Zt Zt 1––

φ B( ) 1 B–( )
d
Zt δ θ B( )at+=

φ B( )Φ B
s

( ) 1 B–( )
d
1 B

s
–( )

D
Zt θ B( )Θ B

s
( )at=

Φ B
s

( ) Φ B
s

( ) 1 Φ1B
s

– –=

Φ2B
2s ...– ΦpB

Ps
– Θ B

s
( )

Θ B
s

( ) 1 Θ1B
s

– Θ2B
2s

– ...– ΘqB
Qs

–=

Zt Zt k–

γk

Zt μZ–( ) Zt k– μZ–( )
t=k 1+

n

∑

Zt μZ–( )
2

t=1

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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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0 이상의 값을 갖게 된다.

시계열 와 간의 상관계수는 그 사이의

의 관측 값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사이 값들의 영향을 제거한 후 와 간의 순

수한 상관계수를 편자기상관함수라 한다. 시차 에 대

한 편자기상관계수는 식 (8)과 (9)로 아래와 같이 표현

된다(Durbin, 1960; Kim, 2002; Yi et al., 2004). 

(8)

 =1, 2, ~ , -1  (9)

 

이러한 연속적인 시계열 자료 사이의 자기상관성은

시계열이 가지고 있는 추세나 계절적 변동 등을 파악

하고, 주어진 시계열에 적합한 모형과 모형의 차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Kim, 2002; Yi et al.,

2004; Han, 2015). 

2.3. 시계열 모형의 적합성

앞서 모형의 식별단계에서 모형과 차수가 결정되면,

해당 모형의 모수들을 추정한다. 추정된 시계열 모형이

잘 적합하다면, 실제 값에서 예측 값( )을 뺀 잔차는

백색잡음의 성질을 나타내야 한다(Kim, 2002; Wei,

2005). 또한 잔차의 시계열도는 정상성을 띠고, ACF와

PACF 역시 같은 성질을 보여야 한다(조신섭 외., 2002).

주어진 시계열 모형의 잔차에 대한 ACF와 PACF를

도시하여 유의 수준( , 은 시계열길이)에서 유

의미한 값이 나타나거나, Box-Ljung 의  통계량이

유의하게 크게 나오면 모형의 차수가 잘못 정해진 것

을 의미한다(Heo, 2005). Box-Ljung  통계량 검정

은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는 통계량으로서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10)

또한 시계열의 정보기준을 통해 모형 적합성을 평가 할

수 있다.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보기준은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가 있으며, 여러 가지 모형

후보 중 BIC 값이 작은 모형을 선택한다(Kim, 2002).

(11)

여기서 은 관측값의 수, 는 를 나

타낸다. BIC는 시계열 모형의 모수 수가 많음에 따라

값이 커진다. 따라서 최소 모수 추정의 원칙에 따라

BIC 값이 작은 모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3. 연구지역 및 관측자료

3.1.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전남 무안군 운남면으로서, 해안에서 약

200 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Fig. 1). 연구지역은

농업용 관정으로 사용되는 두 개의 양수정과(P1, P2)

과 모니터링 관정(W1, W2)이 설치되어있다. 관정 사

이에 거리는 0.87 m, 관정의 직경은 0.15 m, 각 관정

의 지하수위는 W1번 관정은 EL. 1.55 m, W2 관정은

EL. 1.53 m이다. 케이싱은 각각 EL. –13.88 m와 EL.

–13.89 m 로 암반층 상부까지 설치되었으며, 그 하부

는 나공 상태이다. 

연구지역의 W1, W2 관정에서 심도별 전기전도도

(EC)를 측정한 결과, W1 관정은 약 EL. –16 m ~

EL. –46 m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W2 관정은

약 EL. –40 m 까지 변화가 크지 않지만, 약 EL. –40.0 m

~ EL. –45.0 m 구간, EL. –55 m 이하 구간에서 크게

Zt Zt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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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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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Location of study area and (b) observation

wells, W1 and W2, and pumping wells, P1 and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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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이 지역의 해수침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Fig. 2). 심도별 EC 값을 토대로, 2006년

4월부터 2007년 5월 까지 W2 관정의 EL. –44.56 m

와 EL. –59.56 m심도에서 1 시간 간격으로 지하수위

와 EC를 측정하였다. 강수자료는 기상청 무안지동기상

관측소에서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3.2. 관측자료

지하수위는 보통 강우에 따라 변동한다. 그러나 연

구지역의 경우, 강우뿐만 아니라 양수에 의해 지하수

위의 변동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Fig. 3). 측정기

간 중 평균 지하수위는 EL. 1.23 m, 최고 수위 EL.

2.35 m, 최저 EL. –0.62 m, 변동 폭은 2.97 m로 나타

났다. 2006년 4월부터 7월까지 강우에 의해 지하수위

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그 이후부터 11월까지 집중
Fig. 2. Variation of electrical conductivity with depth at

W1 and W2.

Fig. 3. Observed time series data of groundwater at W2 and rainfal1 at the Muan station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Fig. 4. Time series data of EC observed at the depth of (a) EL. -44.56 m and (b) EL. -59.56 m of 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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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양수에 의해 지하수위가 하강하였다.

EC는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짧은

주기를 가지고 강한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

되었다(Fig. 4). 이러한 주기적 변동은 EC 변화가 조

석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Park

et al., 2012). EL. –59.56 m의 EC는 EL. –44.56 m

의 EC 보다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각 심도

별 EC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명확히 보여주며, 측

정 시작에서 종료시점까지 약 500 μS/cm 이상 증가하

였다. 이는 8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인 양수에 의해

지하수위 하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

로 판단하면, W2는 해수침투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이 매우 높으며, 그러한 현상은 집중적인 양수에 의해

더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연구결과 

4.1. 시계열 분석

W2 관정의 EC 관측 자료를 사용하여 시계열 분석

을 수행하였다. EL. –44.56 m에 대한 시계열 분석은

결측 값이 없는 2006년 5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관측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EL. –59.56 m의 EC는

2006년 11월 27일부터 07년 2월 28일 까지 관측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4.2. 시계열 모형 선정

2006년 5월 12일부터 2006년 7월 5일까지 EL.

–44.56 m에서 측정된 EC는 시간에 따라 주기적인 변

동을 보이며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경우 비정상

성에 해당하므로 ARIMA 모형, SARIMA 모형으로 식

별될 수 있다. 

시계열 모형을 식별하기 위해 시계열 자료의 자기상

관함수와 편자기상관함수를 이용하여 ARIMA 모형의

차수를 결정하였다. EL. –44.56 m EC자료에 대한

ACF는 천천히 선형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비정상 시계

열 특성을 보이며, 편자기상관함수는 시차 3까지 유의

수준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어 차수는 3

까지 고려하였다(Fig. 5). 먼저 차수 1을 이용한

ARIMA(1,1,1) 모형을 테스트 구간인 2006년 5월 12

일 ~ 2006년 6월 23일의 EC 자료에 적용시켜 보았

다. 모형 적합 후 잔차에 대한 자기상관함수와 편자기

상관함수를 도시한 결과(Fig. 6), 유의수준( )에서

유의미한 값이 나타나지 않아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ARIMA 모형의 기본 가정인 백색

잡음을 만족하여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비정상 시계열을 정상 시계열로 변환시키기 위한

차분의 차수 1로 결정하였다. 

식별된 ARIMA(1,1,1) 모형이 얼마나 예측을 잘 하

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예측검증을 실시하였다. 2006년

6월 23일부터 7월 5일 까지의 EC 관측 자료를 대상

으로 하였다(Fig. 7). 예측시점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예측 값과 실제 관측 값의 차이가 커졌으며, 잔차 그

래프 역시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차수 2, 3을 이용한

2± N⁄

Fig. 5. Autocorrealtion and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s

of EC measured at EL. -44.56 m.

Fig. 6. Autocorrealtion and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of residuals from the fitted ARIMA(1,1,1)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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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MA 모형에서도 BIC, Q 검증 통계량이 오히려 차

수 1보다 더 나빠져(BIC나 Q가 커짐) ARIMA 모형

이 해수침투에 영향을 받고 있는 EC 예측에는 적합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이는 조석이나 양

수에 의해 주기적으로 EC가 변동하는 경우, ARIMA

모형이 이러한 변동 양상을 고려할 수 없어 예측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기적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SARIMA

모형을 적용하였다. 앞서 ARIMA 모형을 통해 차분의

차수는 1, AR, MA의 차수는 0또는 1을 이용하여 여

러 모형을 검증하였다(Table l). 2006년 5월 12일부터

2006년 6월 23까지의 EL. –44.56 m EC 자료를 이

용하였다. 주기 s는 조석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12

시간과 24시간을 고려하였다. 조석의 주기는 12시간이

나 오히려 시계열 모형에서는 24시간이 더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1). 이는 조석의 영행이 지하수

EC에 반영되는데 걸리는 지연효과로 판단된다. Table 1

에서 보듯이 여러 차수의 조합을 이용하여 SARIMA

모형을 적용한 결과, SARIMA(0, 1, 1)(0, 1, 1)s= 24가 가

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을 적용한 결과,

SARIMA 모형의 잔차 자기상관함수와 편자기상관함수

에서 유의수준( )을 넘는 유의미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시계열 모형의 기본 가정인 백색잡음을 만

2± N⁄

Fig. 7. Predictions and residuals of EC measured at EL.–44.56 m with ARIMA(1,1,1) model. 

Table 1. Statistics of time series models for EC measured at

EL. –44.56 m

Models BIC Q

ARIMA(0.1.1) 1.881 27.243

ARIMA(1,1,0) 1.929 6.695

ARIMA(1,1,1) 1.981 28.927

ARIMA(2,0,0) 2.357 97.194

ARIMA(3,0,0) 2.319 50.182

SARIMA(0,1,1)(0,1,1)s=12 1,940 27.880

SARIMA(0,1,1)(0,1,1)s=24 1.885 24.768

SARIMA(1,1,0)(0,1,0)s=24 2.741 181.429

SARIMA(1,1,1)(0,1,1)s=24 1.981 28.927

SARIMA(1,1,1)(1,1,1)s=24 1.987 29.058

Fig. 8. Residual autocorrealtion and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of SARIMA(0, 1, 1)(0, 1, 1)
s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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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고 있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8). 또

한 최종적으로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모형의 통계량을 비

교하였다. 정보기준인 BIC는 SARIMA(0, 1, 1)(0, 1, 1)s=24

이 1.885, ARIMA(1, 1, 1)이 1.981로서 SARIMA 모형이

0.1 작게 나타났다(Table 1). 검증 통계량 Q 값 역시

SARIMA(0, 1, 1)(0, 1, 1)s=24이 24.768로서 ARIMA(1, 1, 1)

의 28.927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각각의 통계

량을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는

SARIMA(0, 1, 1)(0, 1, 1)s=24모형을 EL. −44.56 m EC

자료에 대한 시계열 모형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4.3. 시계열 모형을 통한 예측

앞서 EL. –44.56 m의 EC 시계열 모형인 SARIMA

(0, 1, 1)(0, 1, 1)s= 24으로 추정된 모수는 다음과 같다.

(12a)

 (12b)

위 모형을 이용하여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EL. −44.56 m의 EC를 예측하였다. 2006년 6월 23일부

터 7월 5일 까지는 관측 값이 존재하여 이 구간의 실측

값을 이용하여 예측검증을 실시하였다. 예측 결과 95%

신뢰 구간 내에서 예측 값과 실제 값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Fig. 9). 4.2절에서 검토한ARIMA(1, 1, 1)

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예측오차가

작게 나타났다. 또한 잔차 역시ARIMA(1, 1, 1) 모형에 비

해 작게 나타나고 있어, ARIMA 모형에 비해 SARIMA

모형이 예측을 하는데 있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L. −59.56 m의 EC 경우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

여 모형을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SARIMA(1, 1, 1)

(0, 1, 1)s=24 모형을 선정하였다. 2007년 11월 26일부

터 2007년 2월 9일의 EC 자료를 시계열 모형에 적합시

켜, 선정된 시계열 모형과 추정된 모수는 다음과 같다.

(13a)

(13b)

위의 시계열 모형을 이용하여 2007년 2월 9일부터

2007년 3월 18일까지 예측하였다. 관측 자료가 있는 2

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예측 값과 실제 값을 비교

하면, 실제 값이 95% 신뢰 구간 내에서 비교적 잘 일

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Fig. 10). 검증구간 이후 예

측 값도 주기적 변동과 추세적 변화 양상을 잘 나타내

고 있어, 선정된 SARIMA(1, 1, 1)(0, 1, 1)s=24모형이

EL. −59.56 m의 EC 변동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도를 보면 예측오차가 일정한

값의 범위로 유지되고 있고 평균과 분산이 일정하여

예측이 잘된 것으로 판단된다. 

1 B–( ) 1 B
24

–( )Zt δ 1 θ1B–( ) 1 Θ1B
24

–( )at+=

Zt 0.002 Zt 1– Zt 24– Zt 25– at 0.667at 1– 0.979at 24–––+–+––=

0.653at 25–+

1 φB–( ) 1 B
24

–( )Zt δ 1 θ1B–( ) 1 Θ1B
24

–( )at+=

Zt 0.003 0.037Zt 1– Zt 24– 0.037Zt 25– at 0.940at 1––+–+ +=

0.998at 24– 0.9381at 25–+–

Fig. 9. Predictions and residuals of EC measured at EL.–44.56 m with SARIMA(0, 1, 1)(0, 1, 1)
s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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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해수침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연안 대수층의 경우

지하수의 염수화로 인해 지하수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수침투가 진행 중인 전남 무안 지역의 연

안 암반 대수층에서 관측된 EC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

열 모형을 구축하고, 해수침투와 연관된 지표인 EC의

변동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연구지역의 모니터링 관정에서 1년 이상 EC를 측정한

결과, EL. –45.56 m와 EL. –59.56 m 심도에서 EC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해수침투에 의한 염수화가 진

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C자료는 시간에 따라 상

승하는 양상을 보여 비정상성 시계열에 해당되며, 비

정상 시계열에 적용 가능한 ARIMA 모형, SARIMA

모형으로 식별될 수 있었다. 

ARIMA 모형과 SARIMA 모형을 관측 자료에 적용

시켜 예측한 결과, ARIMA 모형은 예측시점에서 시간

이 지날수록 예측 값과 실제 관측이의 오차가 커졌다.

이는 EC가 조석에 의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주기적

인 변화와 양수에 의한 지하수위 변동에 의한 추세적

변화를 복합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주기적 변동과 추세적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SARIMA 모형을 적용한 결과, ARIMA 모형에 비해

주기적 변동을 잘 표현할 수 있었다. 예측에서도 오차

가 상대적으로 작아 예측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L. –45.56 m의 EC 시계열 자료는 SARIMA(0, 1, 1)

(0, 1, 1)s=24모형이, 그리고 EL. –59.56 m의 경우는

SARIMA(1, 1, 1)(0, 1, 1)s= 24모형이 적합한 모형으로 나

타났다. 두 경우 모두 차분 차수 1로 정상 시계열로

전환 가능하지만, AR, MA의 차수는 약간 다른 조합

으로 적합되었다. 같은 관정이라도 심도에 따라 AR,

MA의 차수의 조합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도에 따라 염수화의 진행이 다소 다르게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시계열 분석 연구결과, 해수침투의 영향을 받고

있는 대수층의 EC 변화는 SARIMA모형이 다른 모형

에 비해 변동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측 수행 결과 95% 신뢰 구간 내에서 관측 자

료에 잘 부합하였다. 이러한 시계열 모형은 암반 대수

층에서 해수침투양상을 파악하고 예측을 통해 해안가

암반 지하수의 해수침투를 관리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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