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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하천에서 부유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탁

수는 오염물질 이동의 매개가 되거나 하천생물의 서

식처를 훼손하는 등 취수원의 수질 및 하천 생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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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urbidity has various effects on the water quality and ecosystem of a river. High turbidity during floods increases the operation

cost of a drinking water supply system. Thus, the management of turbidity is essential for providing safe water to the public.

There have been various efforts to estimate turbidity in river systems for proper management and early warning of high 

turbidity in the water supply process. Advanced data analysis technology using machine learning has been increasingly used

in water quality management processes. Artificial neural networks(ANNs) is one of the first algorithms applied, where the 

overfitting of a model to observed data and vanishing gradient in the backpropagation process limit the wide application

of ANNs in practice. In recent years, deep learning, which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ANNs, has been applied in water

quality management. LSTM(Long-Short Term Memory) is one of novel deep learning algorithms that is widely used in the 

analysis of time series data. In this study, LSTM is used for the prediction of high turbidity(>30 NTU) in a river from the

relationship of turbidity to discharge, which enables early warning of high turbidity in a drinking water supply system. The 

model showed 0.98, 0.99, 0.98 and 0.99 for precision, recall, F1-score and accuracy respectively, for the prediction of high

turbidity in a river with 2 hour frequency data. The sensitivity of the model to the observation intervals of data is also compared

with time periods of 2 hour, 8 hour, 1 day and 2 days. The model shows higher precision with shorter observation intervals, 

which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collecting high frequency data for better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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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중 하나이다 (Droppo et al., 2009; Singer et al., 
2013; Suttle et al., 2004). 강우 등으로 유량이 증가하

면서 하천 등 취수원의 탁도가 증가하여 정수장 유입 

탁도가 30 NTU를 넘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고탁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고탁도 발생 시 정수장의 약품투

입량, 역세척 증가 등 운영상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고탁도 발생의 예측 등 급격한 탁수 유입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Asrafuzzaman et al., 2011; 
Lin et al., 2004; Park et al., 2017a; Seo et al., 2011). 
이를 위해 하천 부유사 혹은 탁수 발생 농도의 추

정이나 예측을 위한 다양한 모형이 개발되어왔으며, 
가장 대표적인 모형 중 하나가 지수식 형태의 유량-유
사량 관계식을 이용하는 power law로 현재까지도 널

리 사용되고 있으나, 탁도 발생의 예측을 위해서는 장

기간의 지속적인 현장 측정 자료가 필요하며 계절별, 
시기별로 편차가 심한 탁수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 

(Walling, 1974, 1977; Warrick et al., 2013). 따라서 구

간별로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LOWESS(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ing)와 같이 기존 power law 기반의 

유량-유사량 관계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Gray et 
al., 2014; Hicks et al., 2000; Park et al., 2017b, 2018). 

2000년대 이후 데이터 분석기법의 발달로 머신러닝

을 이용한 수질예측 모형의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인
공신경망(ANNs: Artificial Neural Networks)은 McCulloch 
and Pitts (1943)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이후 Rosenblatt 
(1958)가 알고리즘을 구체화하면서 개발된 가장 오래

된 머신러닝 기법으로 조류(algae) 발생 지표중 하나인 

클로로필-a(Chl-a)의 예측에 사용되기도 했으나 학습

데이터의 특성을 과하게 학습하는 과적합문제 등으로 

활용이 제한적이다 (Burnham and Anderson, 2002; 
Huang et al., 2015; Wu et al., 2014). 
최근에는 rectified linear unit(ReLU)를 활성화함수로 

사용하여 다층 인공신경망구조에서 기울기 소실을 방

지하고, dropout 기법을 적용하여 기존 인공신경망의 

과적합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데이터 처리 기술을 획기

적으로 발전시킨 딥러닝이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적

용되고 있다 (LeCun et al., 2015; Nair and Hinton, 
2010; Srivastava et al., 2014). 

LSTM(Long-Short Term Memory)은 이전 단계의 정

보를 기억하는 장단기 메모리를 가지도록 구성되어 

있어 시계열 분석 등에 좋은 성능을 보이는 최신 딥

러닝 알고리즘중 하나로, 최근 LSTM을 수질 예측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Lee and Lee (2018)는 한국의 16개보의 일일 및 주간 

수질 측정 자료의 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용존산소, 수온을 이용하여, Chl-a 발생을 

예측하는데 MLP(multilayer perceptron)와 순환신경망 

모형(RNN: recurrent neural network) 그리고 LSTM을 

적용하고 이중 LSTM이 가장 좋은 예측 성능을 가짐

을 보여주었으며, Zhou et al. (2018)은 중국 타이(Tai) 
호수와 빅토리아(Victoria) 만의 현장 실측 자료에 

LSTM 모형을 적용하여 용존산소 농도와 수온 변화 

등을 예측하였다. 보다 최근에 Hu et al. (2019)은 중국 

Xincun town 해양 양식장의 현장 측정 자료를 이용하

여 양식장 수질중 pH와 수온을 98% 정도의 정확도

(accuracy)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 수질 및 수생태 관리와 정수장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측정된 하천 

유량 및 탁도 자료를 활용한 LSTM 모형을 구축하여 

하천 고탁수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실무에 적

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재료 및 실험방법

2.1 LSTM 모형 개요 

딥러닝 알고리즘중 하나인 순환신경망(RNN: Recurrent 
Neural Network)은 시계열 자료와 같이 연속된 순서를 

가진 자료의 분석에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은닉층(hidden layer)이 늘어남에 따라 오차 

보정을 위한 역전파(backpropagation)시 기울기 손실

(vanishing gradient)이 발생하여 학습능력이 감소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Greff et al., 2016). LSTM은 이러

한 RNN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전 단계의 정보를 

기억하는 메모리를 가지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저장

하는 셀(cell) state와, 현 시점에서 단기간에 활용되는 

정보를 저장하는 은닉(hidden) state로 구분된다 (Greff 
et al., 2016; Hochreiter and Schmidhuber, 1997). LSTM
은 망각게이트(forget gate), 입력게이트(input gate) 및 

출력게이트(output gate)의 3개의 게이트 구조를 통하

여 연산을 위한 자료의 입력 및 출력을 수행한다. 
Olah (2015)는 복잡한 LSTM의 개념을 도식화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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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LSTM의 각 게

이트의 개념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Fig. 1).
1) 망각게이트(forget gate): 이전 단계의 상태(ht-1)와 

새로운 입력자료( )를 시그모이드(sigmoid) 활성화함

수를 이용하여 연사하여 셀에 저장할 자료와 저장하

지 않을 자료를 0∼1의 범위 내에서(0: 자료를 저장하

지 않음, 1: 자료를 모두 저장) 결정한다.
2) 입력게이트(input gate): 셀에 저장될 정보를 결정

하는 단계로, 우선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하여 새롭

게 업데이트할 정보를 결정하고, 하이퍼탄젠트

(hypertangent)함수를 이용하여 업데이트시 사용되는 

후보 자료( )를 생성하게 된다. 그리고 과거 셀의 자

료(  )와 후보 셀의 자료( )에 대한 연산을 통해 

현재 셀의 자료( )를 업데이트 한다.
3) 출력게이트(output gate):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

하여 셀 상태에서 출력할 부분을 결정하고, 하이퍼탄

젠트 함수를 통해 –1과 1사이의 값으로 변환된 셀의 

자료( )와 곱하여 새로운 출력 출력자료( )를 결정

한다. 

Fig. 1. A simple schematic of LSTM cell structure. 

2.2 LSTM 모형 구축

본 연구에서는 Keras 기반의 LSTM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tensorflow 2.0 환경에서 

python 3.5.4를 이용하여 구현되었다. LSTM 모형의 최

적화를 위한 손실값(loss)의 계산은 평균제곱오차

(mean squared error)를 이용하고 유량(Q)및 탁도(T) 두 

가지 항목을 모형의 입력 자료로 활용하였다.  모형의 

time step을 1로 하고 Qt-1와 Tt-1를 탁도 예측을 위한 

입력 값으로 하여 Tt의 값을 예측하도록 구성하였다

(Fig. 2). 본 연구에 사용된 LSTM 모형의 내부 뉴런

(neuron), dropout율 및 오차보정을 위한 1회 입력 자료

의 크기인 batch size와 최적화를 위한 전체 데이터의 

학습 횟수인 epoch값은 1일 관측빈도 자료를 기준으로 

Table 1. Model input parameter for optimization

Parameter Neuron Dropout Batch size Epoch
Value 3,000 0.5 100 15

Fig. 2. Schematic of LSTM model.

최적 값을 결정하고 다른 시간관측빈도에 대해서도 

동일 값을 적용하였다 (Table 1). 

2.3 입력 데이터

LSTM 알고리즘을 이용한 모형의 구축과 검증에는 

장기간에 걸쳐 측정된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며, 본 연

구에는 미국지질조사국(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5분 간격으로 미국 California Guerneville 측정소(USGS 
site number: 11467000)에서 측정하여 공개한 Q 및 T 자료

를 이용하였다 (자료출처: https://waterdata.usgs.gov/nwis). 
Guerneville 측정소는 미국 California의 Russian River 하
류 하구에서 약 30 km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면

적은 약 3,465 km2이다. 
입력변수의 관측 빈도에 따른 모형 성능을 비교하

기 위하여 15분 간격으로 측정된 Q와 T 원자료의 2, 
8, 24, 48 시간 간격 평균을 구하여 4개의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자료가 측정된 미국 California 
지역은 10월부터 강우가 시작되어 이듬해 봄까지 우

기가 계속되며, 이후 9월까지 강수량이 적은 건기가 

계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질 및 수자원 분야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의 기간을 연단위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4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모형의 

훈련(train),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데이

터를 예측(prediction)에 활용하였으며, 훈련과 예측에 

사용된 데이터의 비율은 0.79:0.21로 구성되었다 (Fig. 3,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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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of data for model simulation

Simulation 
No.

Observation
intervals

Total Train Prediction

1 2 hour 26,292 20,808 5,484
2 8 hour 6,573 5,202 1,371
3 1 day 2,191 1,734 457
4 2 day 1,096 867 229

2.4 LSTM 모형 성능 검정 및 비교

2.4.1 모형 성능 비교

모형의 시나리오별 탁수 예측 성능에 대한 비교를 

위해 평균 제곱근 오차(RMSE: Root Mean Square 
Error)와 데이터 특성이 다른 경우에도 모형 성능의 비

교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평균 제곱근 오차-관측값 표

준편차비(RSR: Root Mean Squared Error-Observation 
Standard Deviation Ratio)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시나

리오별 수행결과를 비교하였다 (Eq. 1과 2). 
RSR은 0∼1의 범위를 가지고 0에 가까울수록 모형

의 성능이 좋으며 일반적으로 RSR이 0.7 이하일 경우 

모형이 실측값을 잘 예측한 것으로 판단한다 (Bennett 
et al., 2013; Moriasi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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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bserved value at time t, mod: Predicted 
value at time t

2.4.2 고탁수 발생 예측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는 LSTM의 실무 적용방안의 하나로 30 
NTU 이상의 고탁수 발생에 대한 LSTM 모형의 예측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탁도가 30 
NTU 이상인 고탁수 발생을 예측한 결과를 머신러닝

의 범주형 데이터 분석에 주로 활용되는 정밀도

(precision), 재현율(recall), F1-score 및 정확도(accuracy)
의 4개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Eq. 3∼6). 정밀

도는 고탁수 발생을 예측한 경우 실제 고탁수가 발생

한 경우의 비율, 재현율은 실제 고탁수가 발생한 경우

중 고탁수 발생을 예측한 비율로 정밀도가 높더라도 

재현율이 낮을 경우 모형의 성능이 좋다고 볼 수 없

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함께 사용된다. F1-score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평균이며, 정확도는 전체 빈

도 중 올바르게 분류한 빈도의 비율이다. 4가지 평가

지표는 모두 0∼1사이의 값을 가지고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Pr   
 (3)

   
 (4)

   Pr  

Pr×  (5)

       
   (6)

- TP(True positive): Estimated turbidity is higher than 
30 NTU where observed turbidity is higher than 30 NTU

- FP(False positive): Estimated turbidity is higher than 

Fig. 3. Data for training and prediction of L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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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NTU where observed turbidity is less than 30 NTU
- FN(False negative): Estimated turbidity is less than 30 

NTU where observed turbidity is higher than 30 NTU
- TN(True negative): Estimated turbidity is less than 30 

NTU where observed turbidity is less than 30 NTU

2.4.3 Time step에 따른 모형 성능 평가

LSTM 알고리즘의 모형 구축시 time step의 설정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모형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1 day 관측 빈도 데이터에 대해 

Table 1에 제시된 입력 parameter를 동일하게 사용하되 

2, 3, 5, 10, 20의 time step을 추가로 적용하여 time 
step이 모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모형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는 15분 간격 측정 데이터를 평균한 데

이터를 이용하였으므로, Fig.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처럼 관측 빈도가 낮을수록 평균으로 계산된 관측 값

의 최대 탁도는 낮아지게 된다. 
관측 빈도별 RMSE와 RSR 값은 각각 8.31∼38.92와 

0.16∼0.82의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관
측 빈도가 가장 높은 2 hour 빈도 데이터에서 RMSE
와 RSR이 각각 8.31 및 0.16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

였으며, 관측 빈도가 높을수록 모형의 예측 능력이 개

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Table 3. Model simulation results in various observation 
intervals

Observation intervals 2 hour 8 hour 1 day 2 days
RMSE 8.31 21.06 33.64 38.92
RSR 0.16 0.41 0.68 0.82

3.2 고탁수 발생 예측 성능 평가

전체 측정 데이터중 탁도가 30 NTU 이상인 고탁수 발

생은 약 20%였다. 30 NTU이상의 고탁도에 대해 모형의 

(a) (b)

(c) (d)

Fig. 4. Result of model simulation with various observation intervals. The blue line represents observed turbidity and red 
dotted line represents predicted turbidity between Oct. 2011 and Sept. 2013 at the Guerne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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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del simulation results for high turbidity prediction

Observation 
intervals

Precision Recall F1-score Accuracy

2 hour 0.98 0.99 0.98 0.99
8 hour 0.89 0.96 0.92 0.97
1 day 0.88 0.80 0.84 0.94
2 days 0.90 0.79 0.84 0.94

실측값 대비 예측 값의 비율(예측값/ 실측값)의 평균

은 2 hour, 8 hour, 1 day 및 2 days에 대해서 각각 

1.00, 1.12, 0.89 및 0.96으로 분석되었다. 
관측 빈도별로 탁도 30 NTU 이상인 고탁수 발생 

예측을 수행한 결과 정밀도, 재현율, F1-score 및 정확

도가  2 hour, 8 hour, 1 day 및 2 days에 대해서 각각 

0.98∼0.99, 0.89∼0.97, 0.88∼0.94 및 0.79~0.94로 2 
hour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지며, 2 days 관측빈

도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다 (Table 4). 또한 관

측빈도가 높을수록 모형의 성능이 향상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Time step에 따른 모형 성능 비교

관측 빈도 1 day 데이터에 대해 time step 1, 2, 3, 5, 
10, 20를 적용한 결과 RSR이 각각 0.68, 0.75, 0.70, 
0.72, 0.80, 1.32로 time step이 1인 경우에 가장 모형의 

성능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5). 
또한 time step 2~5 사이에서는 RSR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10이상일 경우 현저한 RSR의 증가가 관찰

되어 모형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밀도, 재현율, F1-score, 및 정확도의 경우 일부 지표

는 time step이 높은 경우에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기도 

Fig. 5. LSTM model sensitivity in various time step.

했으나, time step 2, 3, 5, 20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밀

도는 0.9이상으로 높더라도 재현율이 0.7이하로 현저

하게 감소하거나, time step 10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

밀도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등 모형의 안정성이 떨어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5).

3.4 유량-탁도 관계의 이격현상 분석 및 모형 개선 

방안

하천에서 탁도는 유량에 비례하나 그 상관관계는 

유역특성 등 다양한 환경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일정

하지 않다. 본 연구의 대상지점인 Guerneville에서도 

2016년 1월에 발생한 2회의 홍수(Flood 1, 2)와 2019년 

2월에 발생한 2회의 홍수(Flood 3, 4)를 비교하면 이러

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Fig. 6). 
Flood 1과 Flood 2는 각각 2016년 1월 7일과 18일에 

약 10일간의 간격을 두고 발생했다. Flood 1에서는 최

대 Q 및 T가 각각 344 m3/s와 284 NTU이고, Flood 2
에서는 최대 Q는 Flood 1에 비해 67% 증가한 573 
m3/s였으나, 최대 T는 불과 18% 증가한 336 NTU로 

조사되었다. 비슷한 경향을 Flood 3과 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Flood 3에서는 최대 Q와 T가 각각 1,278 m3/s
와 477 NTU이고, Flood 4에서는 최대 Q가 Flood3 대
비 58% 증가한 2,018 m3/s였으나 최대 T는 525 NTU
로 불과 10%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Flood 1~4 모두 동일한 홍수 사상 내에서도 

유량이 증가하는 구간(rising limb)과 유량이 최대치에 

도달한 후 감소하는 구간(falling limb)에서 동일한 유

량에 대해 탁도가 다른 이격현상(hysteresis)이 발생하

며, 같은 Q값에 대해 유량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감소

하는 구간보다 탁도가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Fig. 
6b, c).
홍수발생 시기별 유량-탁도 상관관계의 차이는 선

행강우에 의해 탁수 유발 물질이 제거됨으로써 후속

되는 강우에서는 탁수 유발 물질이 감소하는 경우 등

과 같이 다양한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 

(Alexandrov et al., 2007; Warrick, 2015). 또한 탁수 발

생의 원인 지점과 측정지점의 거리, 선행 강우 여부, 
강우 빈도, 연도별･계절별 유황특성, 유역 크기 등 다

양한 환경 요인에 따라 시계방향(clock wise) 및 반시

계방향(counter clock wise)등 다양한 형태의 이격 현상

을 확인 할 수 있다 (Nistor and Church, 2005; Park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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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7b; Williams, 1989). 예를 들어 탁수발생의 원

인이 되는 지역이 측정지점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경우 유량-탁도 관계에서 시계방향의 이격현상(clock 
wise hysteresis)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이격현상 등 다양한 요인이 유량-탁도 상관관

계의 비선형성을 야기하며, 탁도 혹은 유사량(sediment 
load) 발생을 예측하는 모형 개발에 어려움을 주는 원인

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물리적 환경요인 

등은 고려하지 않고 유량과 탁도 2항목만을 이용하여 

LSTM 기반의 하천 고탁도 발생 예측 모형을 구축하여 

제시하였으며, 향후 선행 강우, 강우 빈도 등 다양한 환

경요인을 정량화 하고 이를 지표화하여 모형에 포함시

키는 것도 모형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로 판단된다. 하지만 모형의 입력 인자가 늘어날 경우 

모형이 복잡해질 뿐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의 확보를 위

한 측정이 필요해 모형의 활용성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

서 측정이 용이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추가적

인 입력 인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연구를 통해 모형의 

실제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LSTM의 변형된 형태로 별도의 출력 게이트를 두지 

않아 좀 더 간단한 구조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데이터

수가 적은 경우에 LSTM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

으로 알려진 GRU(gated recurrent unit)가 개발되는 등 

딥러닝 분야는 지금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Cho et 
al., 2014; Chung et al., 2014). 하지만,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이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기술을 보다 효

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특성에 맞는 데

이터의 전처리 및 구성과, 물리적 영향요인의 반영 등 

활용분야에 대한 모형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

적 연구가 필요하다. 

3.5 딥러닝 모형의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 확보

탁도는 정수장운영시 수질관리를 위해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Asrafuzzaman et al., 2011; Park et al., 
2017a).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측정된 Q 및 T
를 기반으로 하천의 T를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였

다. 향후 유량 변화에 따라 변하는 하천 T의 예측을 

통해 적정 약품 투입량을 결정하고, 특히 홍수기 등 

급격히 T가 변할 경우에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정수장의 안정적 운영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

을 기대할 수 있다.

(a)

(b) (c)

Fig. 6. Turbidity and discharge in Jan 2016 and Feb 2019(a) and hysteresis analysis(b and c) at the Guerne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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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등에서 정기적인 수질측정을 수행하는 목적중 

하나는 수질 현황의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수질관

리 및 개선대책의 수립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부 국립환경과학원의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식적인 

물환경측정 결과가 공개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1,945개의 수질측정망 및 337개의 총량측정망 등을 운

영 중에 있다 (MOE, 2019). LSTM 등 고도화된 데이

터 분석기술의 적용을 확대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높은 빈도의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질측정망 및 총량측정망은 월간 및 주

간조사를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수질정보

를 모니터링 하는 수질자동측정망은 70개소에 불과하

다. 또한 총량측정망을 제외하면 수질과 유량측정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빈도가 다른 다수의 항목이 포함된 경우 데이터의 

활용이 측정 빈도가 낮은 항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측정자료의 활용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LSTM 등 고도화된 모형의 활용성 및 정

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시간 측정 센서 등을 활용

한 측정 빈도 및 지점의 확대와 함께 측정 시기를 표

준화 하는 등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반의 물환경관리 기술

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

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련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

4. 결  론

다양한 관측 빈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LSTM 모형을 

구축하고 하천 탁수 발생에 대한 예측을 수행한 결과 

2 hour~2 days 관측 빈도 데이터에 대해 0.16~0.82 범
위의 RSR값을 얻어 LSTM 모형의 안정적인 탁도 예

측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데이터의 측정 빈

도가 높을수록 모형의 예측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고탁수(>30 NTU) 발생 예측에 대한 LSTM 모형이 

정밀도, 재현율, F1-score 및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2 
hour 관측 빈도에서는 각각 0.98, 0.99, 0.98 및 0.99의 

높은 예측 성능을 보였으며 2 days의 낮은 관측 빈도

에서도 지표 값이 0.79~0.94의 범위로 관찰되어 LSTM
의 안정적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LSTM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딥러닝 알고리즘중의 

하나로 시계열 데이터 분석 등에 우수한 성능을 보여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수질관

리 실무에 직접적인 적용은 아직까지 초기단계로 볼 

수 있어 향후 수질분야의 특성에 맞는 모형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LSTM 모형의 수질관리 실무 도입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수질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모형의 개발로 모형의 실무 도입가능성을 높

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최적 수질관리 체계 구

축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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