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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습지는 수문, 환경,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기능 및 역할을 하며, 특히 습지 내의 수위는 습지의 기능과 환경 등 다양한 분석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이다. 그러나 습지는 수위자료를 측정하지 않는 미계측 지역이 많기 때문에, 수위 예측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습지의 수위를 예측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주성분회귀분석, 인공신경망, DNN을 활
용하여 수위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대상지역으로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금정산 산지습지를 선정하였고, 2017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의 수위 측정자료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수문자료와 기상자료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예측력 평가결과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DNN을 활용한 수위 예측모형의 예측력 평가결과 RMSE는 6.359, NRMSE는 18.91%로 비교적 산지
습지의 수위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한다면 기존의 미비하였던 미계측 지점의 수위를 활용한 습지 
유지 및 관리 기법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딥러닝, 산지습지, 주성분분석, 인공신경망

Abstract

Wetlands play an important function and role in hydrological,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aspects of the watershed. 
Water level in wetlands is essential for various analysis such as for the determination of wetland function and its effects 
on the environment. Since several wetlands are ungauged, research on wetland water level prediction are uncommon.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a water level prediction model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 analysis, artificial neural network, and DNN to predict wetland water level. Geumjeong-Mountain Wetland 
located in Yangsan-city, Gyeongsangnam-do province was selected as the target area, and the water level measurement 
data from April 2017 to July 2018 was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On the other hand, hydrological and meteor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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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습지는 수위조절, 홍수 및 가뭄 저감 등 환경적, 생태적, 

수문학적 측면으로 인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유량, 수위 및 침수심 등 수리･수문학적인 조건은 습지를 

비롯한 수(水)환경에 대하여 중요한 제약조건이다(Kwak et 

al., 2017; Kim et al., 2017). 특히, 습지에 서식하는 생물 

종에 따라 침수심 또는 허용 수위의 제한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생물 종에 따라 수리･수문환경 조건이 매우 다르게 나

타나기 때문에, 적절한 습지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서는 수

위 측정 및 예측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eddy et 

al., 2000; Bittmann et al., 1965). 전 세계적으로 습지의 

수위를 측정 및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강조되고 

있지만, 람사르 습지(Ramsar wetlands) 등과 같은 일부 습

지에 국한되어 수위를 측정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습지의 수위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수위계를 

이용하여 수위를 측정하지만, 해당 연구가 끝난 경우 더 이

상 모니터링(monitoring)을 진행하지 않아 습지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람사르 습지와 같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 이외에도 하천 주변에는 많은 습지

가 존재하고 이러한 습지가 하천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강

한 생태계에 매우 중요하다(Kim et al., 2019). 단계적으로 

습지의 수위 관측소를 늘려가야 하지만, 모든 습지 유역에 

수위 관측소를 설치하기에는 예산 및 장비의 한계가 발생 

하기 때문에 기존에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습지의 수위를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외에서 수위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하천, 습지 등에 통계적 모형을 활용하여 

예측한 사례들이 있었다(Kumar et al., 2005; Yu et al., 

2006; Chau., 2006). 하천의 수위를 예측한 사례들을 살펴

보면 주로 시계열 모형(Time series model)과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을 활용하여 하천 수위를 

예측하였다(Tiwari et al., 2010; Jun et al., 2013; Byeon 

et al., 2014; Castillo et al., 2018). 습지의 수위를 예측한 

연구를 살펴보면, Rezaeianzadeh et al. (2015)은 수위를 

예측하는데 있어 인공신경망을 습지 수위예측에도 적용시

켜 Baseflow recession analysis와 같이 그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Rezaeianzadeh et al. (2018)은 습지 수

위 모델링을 통하여 미국 해안 Alabama 주 상류에 위치한 

습지에 적용하였다.

수위 예측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통계적 

모형을 사용하였고, 강우, 온도 등 기상학적 자료를 독립변

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습지의 수위 예측연구의 경우 사

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을 만큼 매우 미비하였고, 다양한 통

계모형을 적용하여 지역에 맞는 통계모형을 평가 및 비교

하여 예측하였던 하천에서의 수위 예측 연구과는 달리 인

공신경망만을 활용하여 다양한 통계모형들과 적용 가능성

을 비교 및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기존의 인공신경망 이외에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주성분회귀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DNN(deep neural network)과 같은 다양한 통

계모형을 활용하여 습지에 적합한 수위 예측모형을 개발하

고자 한다. 개발된 모형을 통해 예측된 수위를 활용하여 습

지의 침수범위 및 침수심을 분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습

지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의 서식환경 변화와 기능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습지수위 예측에 관한 연구는 미흡

하여 미계측 습지 유역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 된 수위 예측 모형은 수위의 관측이 어려운 

미계측 유역에 대하여 수위 예측을 위한 대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금정

산 산지습지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고, 금정산 산지습지

의 수위자료를 종속변수로 구축하였다. 우포늪과 가장 가까

운 기상관측소의 기상자료를 독립변수로 구축하였다. 모형

의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를 학습구간(training)과 

예측구간(test)으로 구분하였고, 학습구간의 데이터를 활용

하여 다중회귀분석, 주성분회귀분석, 인공신경망, DNN과 

같은 다양한 통계모형을 활용하여 우포늪의 수위 예측모형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예측모형을 Test 구간의 데이터에 

입력하여 예측 수위를 산정하였고,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RMSE(Root Mean Square Eror)를 평가지표

를 활용하여 모형별 예측 성능을 평가하였다.

2. 연구방법

2.1 다중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수(dependent variable)가 2개 이

상으로 구성되고, 독립변수의 값을 이용하여 종속변수

(independent variable)의 값을 예측하는 통계적 기법을 이

야기한다. 다중회귀분석은 선형함수라고 가정하여 종속변

수 에 대하여 개의 독립변수  ⋯ 의 관계를 다

음 Eq. (1)과 같이 나타낸다.

data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study.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predictive power, the water level 
prediction model using DNN was selected as the final model as it showed an RMSE value of 6.359 and an NRMSE 
value of 18.91%. This research study is believed to be useful especially as a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wetl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techniques using the water level of the existing unmeasured points.

Key words : Deep Learning, Mountain Wetl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rtificial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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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여기서, 은 상수, ⋯은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은 종속변수를 예측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뜻한다. 또한, 

회귀모형에서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경우 다

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한다(Kim et al., 2018). 다중공선성

을 판별하기 위하여 분산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통해 평가하고, VIF가 10 이상일 때 다중공

선성이 높다고 판단한다(Kim et al., 2017). 다중공선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변수를 추출할 수 

있는 변수선택법을 고려할 수 있고, 변수선택법으로는 가장 

예측력이 좋은 단계적 선택법(Stepwise), 전진 선택법

(Forward), 후방 소거법(Backward)이 있다.

2.2 주성분 회귀 분석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은 일

부 변수를 추출하지 않고, 공분산 행렬이나 상관행렬의 연

산을 통하여 상관성이 강한 여러 가지의 변수들 사이에서 

소수의 성분만을 추출하는 통계기법이다(Kim et al., 

2018). 그리고 이러한 차원 축소 과정을 통하여 다중공선

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주성분 회귀분석은 전체 

변수의 90%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일부 변수만을 

추출하는 방법보다는 정보손실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Eq. (2)는 주성분 회귀분석에 대한 식을 

나타냈다.

     ⋯  

  ⋯
(2)

여기서, 는  행렬의 () 위치의 값이며, 이는 모든 

( = 1,......p)에 대하여 시행한다(임예지, 2017).

2.3 인공신경망

인공신경망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가 

Fig. 1. The Structure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입력 되어지는 입력층(input layer), 외부와 직접연결이 이

루어지지 않는 은닉층(hidden layer), 예측결과를 출력해 

주는 출력층(output layer)으로 구분된다(Choi et al., 2009). 

인공신경망은 학습(training)을 통하여 예측인자(predictor)

와 예측변수(predictand)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고, 예측인

자와 예측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한다(Kang et al., 2008). 

다음 Fig 1과 같이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도식화 하였다.

2.4 DNN(deep neural network)

딥러닝의 핵심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여 

예측하는 것이다. 기존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성능에 한계가 있으나, 딥러닝은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성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DNN의 구조는 인공신경망과 비슷하지만, Hidden layer에

서 2개 이상의 개수를 지니는 차이점이 있다. 다음 Fig. 2

와 같이 DNN의 구조를 도식화 하였다.

Fig. 2. The Structure of Deep Neural Network

2.5 예측력 평가 기법

예측력 평가 방법으로는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와 RMSE를 표준화한 NRMSE(Normalized 

Root Mean Squared Error)를 사용하였다. 두 가지 방법 

모두 0에 가까울수록 예측이 실제값과 유사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RMSE, NRMSE, CC는 다음과 Ep. (3), (4)와 같

이 표현된다.

RMSE =






  



  (3)

NRMSE =  

 
(4)

3. 산지습지 수위 예측함수 개발

3.1 대상유역 선정

본 연구의 대상유역은 경상남도 금정산에 위치한 장군습

지이다. 장군습지는 금정산 장군봉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동현･김정욱･곽재원･아이미･김종성･김형수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Vol. 22, No. 2, 2020

109

Fig. 3. Study Area(Janggun wetland, Oh et al, 2018)

해발고도는 약 590m이다. 주변 하천으로는 낙동강 수계에 

양산천이 위치하고 있다. 장군습지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습지의 경사는 완

만하게 이루어져 있다. 다음 Fig. 3과 같이 금정산에 위치

한 산지습지(장군습지)를 도식화 하였다.

3.2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설정

금정산 산지습지의 수위를 예측하기 위한 예측모형을 개

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2017년 4월 20일부터 2018년 7

월 31일까지의 금정산 산지습지의 수위(water level) 관측자

료를 사용하였다. 금정산 산지습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

리를 위하여 2017년 4월부터 금정산 산지습지 내에 수위측

정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1시간 단위로 수위를 측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수위 자료를 일 평균 수위

자료로 변환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기

상청에서 관리하는 종관기상관측(ASOS)의 시간단위 강우

자료 및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일 평균 자료로 변환하여 사

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일 평균 강우량(mm), 일 평균기온

(℃), 일 최저기온(℃), 일 최고기온(℃), 일 최대 순간 풍속

(m/s), 일 최대 풍속(m/s), 일 평균 풍속(m/s), 일 평균 이슬

점 온도(℃), 일 평균 최소 상대습도(%), 일 평균 상대습도

(%), 일 평균 증기압(hPa), 일 평균 현지기압(hPa), 일 평균 

최고 해면기압(hPa), 일 평균 최저 해면기압(hPa), 일 평균 

해면기압(hPa)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급정산 산지습

지의 수위를 예측하는데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를 활용하였

으며(Oh et al, 2018), 표준화 방법으로는 Re-scaling방법

을 활용 하였다.

4. 산지습지 예측함수 개발

4.1 다중회귀모형 개발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산지습지 예측함수를 개발함에 

있어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성으로 인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통해 이를 

검토하였고, 통상적으로 VIF가 10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

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수선택법 중 단계적 

선택법(Stepwise)을 활용하였다. 다음 Eq. (6)과 같이 다중

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단계적 선택법을 활용하여 

변수를 선택하였을 경우, 다음 Table 1과 같이 나타냈다.

Table 1. Dependent Variable and Independent Variable

Variable VIF Variable VIF

Average Maximum 
Sea Level Pressure

2.96 Average Precipitation 2.77

Average Relative 
Humidity 

4.10 Average Wind Speed 10.75

Average Temperature 2.26
Average Maximum 

Wind Speed
62.96

Average Maximum 
Temperature

3.46
Average Vapor 

Pressure
9.88

4.2 주성분 회귀모형 개발

주성분 회귀모형을 구축하기 이전에 독립변수의 신뢰도 

검정 및 모형의 적용성 평가를 선행하였다. 독립변수들 간 

상관성으로 인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

성분 분석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구

축된 다중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다수 발생했던 

독립변수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을 통해 소수의 주성분을 

도출하였고, 이를 다시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뢰도 검정을 통해 모형

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수행함에 있

어 회전방법은 Varimax 방법을 사용하여 주성분 점수를 

Table 2. KMO and Bartlett’s Test Result of Independent Variables

Test Result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0.95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90914.184

Degree of freedom 405

P-Value 0.0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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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였다. 성분의 개수 선정 방법은 누적 기여율이 90% 

이상일 때로 결정하였다. 신뢰도 검정 결과는 KMO가 

0.95이며, Bartlett의 유의확률이 0.000014로 나타났다. 선

정한 성분 개수는 총 3개로 총 분산의 약 9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에서 성분적재량이 0.5 이상

으로 도출되었다. 다음 Table 2와 같이 나타냈다.

4.3 인공신경망 모형 개발

수집된 자료들의 통계 단위 및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인공신경망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e-scaling방법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1개의 종속변수 

및 15개의 독립변수에 대하여 표준화 하였다. 인공신경망 

모형은 블랙박스(Black-Boxes) 모형이기 때문에 다중회귀

모형 및 주성분 회귀모형과는 다르게 식이 도출되지 않는

다. 반면 다음 Fig. 4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하여 각 노드들의 가중치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 중 히든노드의 수를 1씩 증가시키며 매개변수를 

보정하여 최적의 인공신경망 모형을 개발하였다.

Fig. 4. Visualization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4.4 DNN(deep neural network) 모형 개발

딥러닝의 학습 모형 성능은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

기도 한다. 또한, 모형을 구성하는 매개변수 및 하이퍼 파

라미터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모형 학습에 의하여 최적

의 값이 결정되는 가중치 및 바이어스를 매개변수라 하고, 

이외에 모형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정해야 

하는 요소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한다. 하이퍼 파라미터에

는 학습률, 은닉층 수, 은닉층 노드 수, Dropout, Epoch 등

Table 3. Setting of Hyper-parameter

Hyper-parameter Values

Learning Rate 0.1, 0.01

Hidden layer 2, 3, 4, 5, 6, 7, 8, 9, 10

Hidden Nodes 5, 10, 15

Dropout 0.5

Epoch 1,000

Batch Size 1, 10, 100

Optimizer Adam

Activation ReLU

이 있으며 매개변수와 달리 사용자가 모형에 대한 최적의 

조합을 직접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각 모델은 입력 및 출

력 변수에 따라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은 모형에 따라

서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한 값이 최적의 값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 따라서 시행 착오법을 활용하여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도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하이

퍼 파라미터 설정값은 다음 Table 3과 같다.

4.4 예측력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금정산 산지습지의 수위를 예측하기 위하

여, 다중회귀모형, 주성분 회귀모형, 인공신경망 모형, 

DNN 모형을 개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금정산 산지습지의 

수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기상자료를 활용하

였다. 예측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학습 구간은 

2017년 4월 20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로 설정하였으

며, 평가 구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로 설정하였다. 예측력 평가 방법으로는 RMSE와 NRMSE

를 활용하였다. 다음 Table 4와 Fig. 4와 같이 각각의 모형

에 대한 예측력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4. Result of Water Level Prediction Functions

Classification RMSE NRMSE(%)

Multiple Regression Model 15.576 46.31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12.761 37.93

Artificial Neural Network 8.848 26.31

Deep Neural Network 6.359 18.91

다중회귀모형의 예측력 평가 결과 RMSE는 15.576, 

NRMSE는 46.31%로 나타났으며, 주성분 회귀모형의 예측

력 평가 결과 RMSE는 12.761, NRMSE는 37.93%로 나타

났다. 인공신경망 모형의 예측력 평가 결과 RMSE는 

8.848, NRMSE는 26.31%로 나타으며, DNN 모형의 예측

력 평가 결과 RMSE는 6.359, NRMSE는 18.91%로 나타

났다. 예측력 평가 결과 DNN 모형을 활용한 예측력이 가

장 우수하게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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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습지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위 자료는 활

용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관측에 대

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습지의 수위를 예

측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수위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은 습지 환경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지역의 수위 및 기상자료와 같

은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위 예측 모형을 개

발하였다.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DNN을 활용한 수위 예측모형의 

예측력 평가결과 RMSE는 6.359, NRMSE는 18.91%로 비

교적 산지습지의 수위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인공신경망에 비해 예측 성능

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성과

를 활용한다면 기존의 미비하였던 수위를 이용한 습지 관

리에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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