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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ecasting dam inflow based on high reliability is required for efficient dam operation. In this study, deep learning technique, which 

is one of the data-driven methods and has been used in many fields of research, was manipulated to predict the dam inflow. The Long 

Short-Term Memory deep learning with Sequence-to-Sequence model (LSTM-s2s), which provides high performance in predicting 

time-series data, was applied for forecasting inflow of Soyang River dam. Various statistical metrics or evaluation indicators, including 

correlation coefficient (CC), Nash-Sutcliffe efficiency coefficient (NSE), percent bias (PBIAS), and error in peak value (PE), were used 

to evaluate the predictive performance of the model. The result of this study presented that the LSTM-s2s model showed high accuracy 

in the prediction of dam inflow and also provided good performance for runoff event based runoff prediction. It was found that the deep 

learning based approach could be used for efficient dam operation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during wet and dry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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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to Sequence based LSTM (LSTM-s2s)모형을 이용한 댐유입량 예측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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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효율적인 댐 운영을 위해서는 높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하는 유입량 예측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예측 방법 중 하나인 딥러닝을 댐 유입량 예측에 활용하였다. 그 중 시계열 자료 예측에 높은 성능을 보이는 Sequence-to-Sequence 구조 

기반의 Long Short-Term Memory 딥러닝 모형(LSTM-s2s)을 이용하여 소양강 댐의 유입량을 예측하였다. 모형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상

관계수, Nash–Sutcliffe 효율계수, 평균편차비율, 그리고 첨두값 오차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LSTM-s2s 모형은 댐 유입량 예측에 대한 높은 정확

도를 보였으며, 단일 유량 수문곡선 기반의 예측 성능에서도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홍수기와 이수기에 수자원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댐 

운영에 딥러닝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댐 유입량 예측, 딥러닝, LSTM with Sequence-to-Sequenc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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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확한 유량 예측은 홍수 방지, 가뭄 완화, 저수지 운영, 생

태계 보존 등의 수자원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Zhang et al., 

2012; Chen et al., 2016; Blöschl et al., 2019; Palmer and Ruhi, 

2019). 현재 국내에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 21개의 다목적댐과 

14개의 용수댐, 약 17,000개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한 

많은 댐이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댐 상류로부터의 유입

량과 현재 저수량을 고려하여 하류의 방류량을 결정하는 것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댐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Mok et al., 

2020). 이를 위해서는 상류로부터 들어오는 유입량에 대한 보

다 정확한 예측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유량 예측을 위해 물리적 모형(Physically based 

models)과 경험적 모형(Empirical models) 등의 다양한 수문 

모형을 이용하는데, 연구 초창기에는 수문 시스템을 단순화

한 물리적 모형을 이용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Bicknell 

et al., 1996; Kim et al., 2007; Neitsch et al., 2011; Kang et 

al., 2013; Devia et al., 2015; Noh et al., 2016). 그러나 물리적 

모형은 복잡한 수문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기상학

적, 지형학적, 지질학적 다양한 변수를 모두 고려하기가 어려

운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산과정을 거

치는 동안 오차가 누적되는 단점이 있다(Jung et al., 2018). 

데이터 기반의 경험적 모형은 통계적 관점에서 입력-출력 관

계를 추정하는 모형으로 연구 초기에는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AR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와 같은 선형 모형을 통해 유량을 예측하였지만, 현

실의 비선형적인 요소들을 선형 모형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

분들이 있어 유연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Montanari et 

al., 1997; Kim, 2010).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의 발전

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비선형 모형이 유량 

예측에 사용되었는데,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sup-

port vector machine (SVM), random forest (RF), extreme 

gradient boosting (XGBoost), adaptive neuro fuzzy inference 

system (ANFIS) 등 다양한 모형들을 통한 시도들이 있었다

(Riad et al., 2004; Abrahart et al., 2004; Ghumman et al., 

2011; Granata et al., 2016; Mosavi et al., 2018; Yan et al., 

2018; Bae et al., 2019). 최근에는 머신러닝 기법 중 인간 두뇌 

신경망 구조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에 바탕을 둔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의 모형들이 기존 머신러닝 기반의 모형보다 높

은 성능의 결과를 제공한다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Chen et al., 2013; Shoaib et al., 2016; Assem et al., 2017; Park 

et al., 2018; Choi et al., 2020; Kim et al., 2020; Lee et al., 

2020), 기존의 recurrent neural networks (RNN) 모형에 long 

short-term memory (LSTM)을 도입하면 예측 성능이 향상된

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Tian et al., 2018; Lee et 

al., 2018; Kratzert et al., 2018; Hu et al., 2018; Mok et al., 

2020). Fan et al. (2020)은 LSTM 모형을 이용하여 강우-유출 

모의를 수행하였고, 모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대표적인 머

신러닝 기법인 ANN과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SWAT)모형의 결과와 비교 및 분석하였다. 비교결과 LSTM 

모형이 다른 모형에 비해 강우-유출 모의에 대한 높은 적용 가

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Feng et al. (2020)은 유량 예측

을 위해 LSTM 모형과 data-integration 기법을 함께 사용하였

다. 또한 ANN 및 Sacramento Soil Moisture Accounting Model 

(SAC-SMA)모형과의 비교 및 분석을 수행하여 딥러닝 기법

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딥러닝 기반의 유량 예측모형을 통해 예측 정확도가 향상

되었지만, 예측모형에 시계열 요소 간의 시간적 종속성은 여

전히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시간적 종속성은 서로 

다른 시간 빈도에서 시계열 데이터의 변동 관련성을 반영하

기 때문에, 시간적 종속성을 활용한다면 모형의 정확도는 향

상될 여지가 있다. Cho et al. (2014a)와 Sutskever et al. (2014)

는 LSTM에 시간적 종속성을 고려할 수 있는 Sequence-to- 

Sequence 구조를 이용한 모형(LSTM-s2s 모형)의 학습을 통

해 향상된 언어번역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방법

을 통해 연구자들은 언어번역 뿐만 아니라 음성인식, 게임, 데

이터 분석, 지능형 시스템 및 기타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성능 

개선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문분야에서 LSTM-s2s 

모형을 사용한 해외 연구는 매우 미비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연

구 사례는 없다(Xu et al., 2019; Xiang et al., 2020). LSTM-s2s 

모형을 이용한 해외의 수문분야 연구로는 Xiang et al. (2020)

이 hourly 기반의 강우-유출 예측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LSTM- 

s2s 모형을 이용하여 최대 24시간 이후의 유량 예측을 수행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모형의 입력자료로 관측 강우, 유량, 그리

고 증발산량 자료를 이용하였고, 다양한 평가 지표를 통해 

LSTM-s2s 모형의 우수한 성능을 제시하였을뿐만 아니라 다

른 모형들의 유량 예측 결과 비교를 통해 강우-유출 예측에 대

한 LSTM-s2s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이전 연구들은 주로 시계열 요소 간 시간적 종속성

을 고려하지 못하는 머신러닝과 LSTM 모형만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한 모형에 비해 예

측 성능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LSTM-s2s 모형을 강우-

유출 모의에 활용하여 시간적 종속성을 고려한 LSTM-s2s 모

형의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의 대표적인 

다목적댐인 소양감댐 유역을 대상으로 댐 유입량 예측을 위해 

LSTM-s2s 모형을 활용한 유량예측 도구를 개발하였다. 2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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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연구 자료 및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LSTM-s2s 

모형의 구축 방법과 예측 성능을 검토하고, 4장에서는 연구결

과에 대한 고찰을 제시하였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2.1 대상지역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북한강의 상류에 위치한 소양강댐 유역을 대

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소양강은 강원 중부지역을 지나 북한

강에 합류하는 하천이며, 소양강의 총 유로연장은 166.2 km로 

한강수계를 형성하는 남한강의 최대지류이다. 소양강댐은 북

한강 유역의 유일한 다목적댐으로 춘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

다(Bae et al., 2019). 소양강댐 유역의 유역면적은 2,694 km2

이며, 유역평균표고 650 m, 유역평균경사가 46%이고 유역면

적의 9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Han et al., 2017). 

소양강댐 유역 인근 강우관측소로는 다음 Fig. 1에 제시된 것

과 같이 인제, 홍천, 춘천 3개의 관측소가 위치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LSTM-s2s 모형의 입력 및 검증 자료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ter Resources Manage-

ment Information System, WAMIS)에서 제공하는 2013년

부터 2019년까지의 소양강댐에서 관측된 일 유입 유량과 지

상강우관측 지점인 인제, 홍천 그리고 춘천에서 관측된 일 강

우량 자료를 사용하였다. 

2.2 LSTM-s2s 모형

LSTM 모형은 시계열 데이터 처리를 위한 알고리즘인 

RNN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RNN을 이용하여 장기

간 데이터를 분석할 때 발생하는 gradient vanishing과 gradient 

explod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ochreiter and Schmidhuber 

(1997)에 의해 제안되었다. 수문 분야에서 LSTM 모형은 유

량, 강우, 하천수위, 그리고 토양수분 등 다양한 수문학적 요소

들의 분석과 예측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Adeyemi et al., 

2018; Hu et al., 2018; Zhang et al., 2018; Fan et al., 2020; 

Xiang et al., 2020). 

LSTM 모형은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 수많은 블록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블록은 세 개의 비선형 게이트인 입력(Input 

gate; ), 망각(Forget gate; ), 그리고 출력 게이트(Output 

gate; )를 포함하고 있다. 모형에 입력된 입력 데이터는 게이

트들을 통해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얼마나 제거하고 

유지할지 결정하게 된다. 망각게이트()에서는 이전 셀에서 

들어온 데이터 정보를 얼마나 제거 및 유지할지 결정하는 역할

을 한다. 입력게이트()에서는 새로운 데이터 정보 중 어떤 정

보를 저장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출력게이트

()에서는 셀에 저장된 정보 중 출력할 최종 결과물을 결정한

다. 이러한 과정을 기반으로 LSTM 모형은 Eqs. (1) ~ (6)의 

과정을 통해 구동된다. 

 ∙    (1)

  ∙ 
    (2)

  ∙    (3)

 tanh∙    (4)

Fig. 1. Study area of this study; Soyang River dam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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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tanh  (6)

여기서,  = 활성화함수,  = 전 단계 출력값,  

= 게이트 가중치,  = 입력값,     = 편향값,  = 활성화

함수를 통해 생성된 새로운 셀(cell) 상태,  = 이전 단계의 

셀(cell) 상태,  = 셀 상태의 가중치,  = 셀에서의 출력값이

고 tanh = 활성화함수이다.

댐 유입량 예측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LSTM 기반의 LSTM- 

s2s 모형을 적용하였다. LSTM-s2s 모형은 Encoder-Decoder 

모형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Cho et al. (2014b)에 의해 제안

되었다. LSTM-s2s 모형은 출력값과 입력 자료 사이에 시간차

가 존재할 경우 적용성이 높으며, 주로 언어번역, 이미지 인식

과 같은 연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료의 분석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강우와 예측하고자 하는 

유량의 경우, 두 변수 사이의 시간차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LSTM 모형에서 발전된 LSTM-s2s 

모형을 댐 유입량 예측에 적용하였다. LSTM-s2s 모형에 대한 

추가적인 자세한 설명은 Cho et al. (2014a)와 Cho et al. 

(2014b)에서 확인 할 수 있다. Fig. 2는 LSTM 셀과 LSTM-s2s 

모형의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Xiang et al., 2020). 

LSTM-s2s 모형은 기본적으로 LSTM 모형의 개념을 기반

으로 하지만 LSTM-s2s 모형의 가장 큰 장점은 서로 다른 길이

와 시간차를 가진 입력 자료와 출력값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강우-유량 관계를 모의하기 위해 LSTM-s2s 모

형에서 는 관측 강우 자료를, context vector는 로부터 필

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Decoder part의 초기 hidden state 역할

을 한다. 그리고 는 예측된 유량 값을 의미한다. 여기서, 입력 

자료와 출력값의 시간적 길이를 나타내는 m과 n 값은 모형의 

적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2.3 입력자료 구축

본 연구에서는 LSTM-s2s 모형을 활용하여 소양강 댐의 일

유입량을 예측하기 위해 과거에 관측된 일유입량과 주변 강우 

관측소에서 관측된 일강우량 자료를 모형의 입력 자료로 사용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모형에 적용하기 전에 자료의 시간적 

연속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결측값의 보정이 필요하다. 특히, 

자료의 시간적 연속성을 이용하는 LSTM 기반의 모형의 경우, 

자료의 결측값을 보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유량 및 강우량의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값을 

전후 1일 관측자료의 평균치로 보정하였다. 유량 예측을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

 ⋯ 
      

(7)

여기서, 은 예측 시간, 은 입력 자료의 선행 시간, 그리고 

는 강우 관측소 개수이다. Gholami et al. (2015)에 따르면 일

반적으로 총 데이터의 70 - 80%는 모형의 학습에, 그리고 20 - 

30%는 검증 및 평가에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3

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관측 유입량 및 강우

량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학습한 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댐 유입량을 예측 및 평가하였다. 또

한 모형의 구축을 위해 m = 6, n = 1값을 이용하였다. 

Fig. 2. Conceptual diagram of LSTM cells and LSTM-s2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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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평가 지표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예측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지표로

는 상관계수(CC), Nash-Sutcliffe 효율계수(NSE), 평균편차

비율(PBIAS), 그리고 첨두값 오차(PE)를 사용하였으며, 각

각에 대한 지표들을 Eqs. (8) ~ (11)에 나타내었다. 

 








 



 (8)

  










 (9)

 





× (10)

  









× (11)

여기서, 은 관측값, 은 예측값을 나타내고,  , 
은 관

측값, 예측값의 평균, 그리고 

와 


은 유량 수문곡

선의 첨두 유량값을 나타낸다. 

상관계수(CC)는 관측값과 예측값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

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어주는 지표이며, -1에서 1의 범위

의 값을 가진다.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예측값이 관측값

과 양의 상관관계가 강함을 의미하고,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강함을 의미한다. NSE는 관측값 간의 차이에 대

비하여 관측값과 모의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정규화한 무차원

의 통계지표이다(Jeong et al., 2018). NSE는 -∞ ~ 1 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값을 의미한다(Wilcox et 

al., 1990; Legates and McCabe, 1999; Bang and Kim, 2018). 

PBIAS는 관측값과 예측값의 총량을 비교하는 기초적인 통

계지표이며, PBIAS는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예측 성능이 우수

함을 의미한다(Jeong et al., 2018; Kim et al., 2018). PE는 유

량의 첨두값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문곡선 기반의 평가에

서 활용될 수 있다. 

3. 모형 적용 및 분석

3.1 유입량 예측을 위한 LSTM-s2s 모형의 최적화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데이터 기반의 모형은 모형의 특

성과 사용 목적에 맞는 적절한 입력 자료의 종류와 시간적 특

성, 모형의 hyperparameter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형 예

측 결과의 성능은 입력 자료의 특성과 모형의 hyperparameter

를 이용한 학습 성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형 학습 전 최

적의 입력 자료와 매개변수 선정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적으로 hyperparameter의 값이 클수록 자료의 복잡성을 학습

하는데 유리하지만, 과적합(overfitting) 문제가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에 모형 학습을 위한 적절한 매개변수 값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 (b)

(c) (d)

Fig. 3. Optimization results of different parameters. Each plot shows model performances using three evaluation metrics. (a) ‒ (d) indicate 

evaluation results for different four hyperparameters, including sequence length, number of layers, batch size, and epoch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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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학습하는데 사용되는 입력 자료인 강

우의 시간 길이(sequence length)를 결정하기 위해 2시간부터 

10시간 범위에 대한 입력 자료를 평가하였다. 또한, LSTM-s2s 

모형의 최적화를 위해 모형의 3가지 hyperparameters인 layers 

개수, batch size, 그리고 epoch size를 각각 변화시켜 모형의 

예측 성능을 확인하였다. 각 hyperparameter는 서로 복합적으

로 작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hyperparameter의 조합에 

따른 결과의 평균값을 평가에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2hours- 

sequence length의 경우, 나머지 3가지 hyperparameters의 조

합에 따른 모의 결과의 평균치를 이용하였다. 성능 평가를 위

해서는 CC, NSE 그리고 PBIAS를 이용하였다. Fig. 3은 각 

hyperparameter에 따른 모형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모형의 최적화 과정을 통해 결정된 각 매개변수는 sequence 

length는 6시간, layer 개수는 64개, batch size와 epoch size는 

각각 96, 250개로 설정되었고, 결정된 매개변수를 기반으로 

모형의 학습을 수행하였다. 각 매개변수에 대한 3가지 평가 

지표의 값은 CC는 0.75, NSE는 0.45, 그리고 PBIAS는 22%

로 나타나 각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유입량 예측에 대한 모형

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LSTM-s2s 모형을 활용한 댐 유입량 예측

3.2.1 예측 유입량의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습된 LSTM-s2s 모형을 적용하여 2018년

부터 2019년까지 댐의 일 유입량을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모

형의 입력값으로는 2018년 1월-2019년 12월 사이에 관측된 

일강우량과 댐의 일유입량을 이용하였다. Fig. 4는 예측기간 

동안의 관측 유입량과 학습된 LSTM-s2s 모형을 이용한 예측 

유입량의 시계열 자료와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4(a)에

서 볼 수 있듯이, 예측된 유입량은 관측 유입량의 값과 변동성

을 유사하게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b)에서 전체 

유입량에 대한 예측값의 R2값은 0.65로, 저유량의 경우는 0.61

로 분석되었고, 최대 오차값은 1,550 cms로 나타났다. 

관측 유입량 대비 예측값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지수를 이용하였는데, 그 값은 CC가 

(a)

(b)

Fig. 4. Comparison of observed and predicted inflow with lead time of 1 day from LSTM-s2s model, (a) time-series of observed and predicted 

inflows and (b) scatter plots of two inflows. Blue rectangle represents a scatter plot for inflows ranged between 0 ‒ 500 cms

Table 1. Evaluation results for wet and dry seasons

Seasons CC NSE PBIAS (%)

Wet season 0.71 0.28 29.51

Dry season 0.90 0.7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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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 NSE가 0.46, 그리고 PBIAS는 26.5%로 나타났다. 이는 

LSTM-s2s 모형으로부터 예측된 유입량은 관측 유입량의 전

반적인 경향성을 매우 비슷하게 반영하였고, 전체 유입량은 

관측 대비 약 26.5%의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Table 1은 홍수기(6월 - 9월)와 이수기(10월 - 5월)에 대한 평

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홍수기 보다 이수기 시즌에 대한 모

형의 예측 성능이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그 차이는 NSE에서 

크게 나타난 반면에, CC와 PBIAS 결과는 두 시즌 모두 비교적 

높은 성능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Xiang et al. (2020), Moriasi 

et al. (2007)에 따르면, NSE > 0.5에 대한 평가 결과는 해당 

모형을 이용한 수문학적 분석 성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이러한 결과는 LSTM-s2s 모형을 이용하여 홍수기보다 이

수기에 대한 유입량 예측에 더 효율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3.2.2 단일 수문곡선 기반의 유입량 예측 평가

댐 유입량의 양과 첨두 유량값은 댐 운영과정에서 매우 중요

한 요소이다. 특히, 효율적인 홍수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예측이 요구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LSTM-s2s 

모형을 이용한 유입량 예측 결과를 각 수문곡선에 대해 평가 

하였다. 전체 유입량 곡선에서 수문곡선 분리를 위해서 곡선

의 기울기 변화를 기반으로 수문곡선을 분리하였다. 기울기

의 변화에 따라 각 수문곡선의 시작 및 종료 지점을 결정한 후, 

첨두 유량을 결정하였다. 여기서 첨두 유량값이 전체 유입량

의 평균 이상인 경우, 수문곡선으로 결정하였고, 예측기간 동

안 총 19개의 수문곡선으로 구분되었다. Fig. 5는 19개의 수문

곡선 중에서 유입량의 값이 상대적으로 큰 6개의 수문곡선에 

대한 관측 및 예측 유입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6개 유량 수문곡선에 대한 LSTM-s2s 

모형의 모의 성능은 비교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유량의 양과 변동성을 전반적으로 잘 모의할 뿐만 아니라 첨

두 유량이 발생한 시간을 잘 예측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첨두 유량값에 대한 모의 성능을 나타내는 PE (%)값은 최대 

57%로 나타나 첨두 유량값에 대한 성능은 다소 낮은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6개의 수문곡선 중에서 일 유입량이 1000 cms

를 넘는 경우는 2개(b, d)로 나타났고, 이 수문곡선들에 대한 

CC는 0.73, 0.96, NSE는 0.51, 0.89로 나타나 LSTM-s2s 모형의 

높은 예측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첨두 유량값에 대한 

오차가 -11%, -41%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모형이 관측 대비 

다소 과소 추정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첨두 유량에 대한 

예측 결과 6개의 수문곡선 중 3개의 수문곡선이 관측 대비 약 

22% 과대 추정하였고, 나머지 3개 수문곡선은 약 36% 과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Observed and predicted hydrographs from LSTM-s2s model at the validation stage in 6 runoff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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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댐 운영을 위해서는 2개 이상의 크고 작은 수문곡

선으로 구성된 복합 수문 곡선에 대한 높은 모의 성능이 필요

하다. 6개의 수문곡선 중에서, c, d, e, f의 경우는 2개 이상의 

유량 수문곡선으로 구성된 복합 수문곡선의 특성을 보이는

데, LSTM-s2s 모형은 이러한 수문곡선의 유량의 부피와 시간

적 변동성을 비교적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첨두 

유량값에 대한 모의 결과는 다소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양강댐의 유입량을 예측하기 위해 시계

열 자료 예측에 높은 성능을 보이는 LSTM-s2s 모형을 적용하

였다. 댐의 유입량 예측을 위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소양강댐에서 관측된 유입량과 지상강우관측 지점인 인제, 

홍천 그리고 춘천에서 관측된 강우량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LSTM-s2s 모형으로부터 예측된 댐 유입량은 관측 유입

량의 전체적인 특성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예측된 유입

량과 관측 유입량을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유입량의 

변동성을 잘 모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 유입량에 대한 모

의 결과의 높은 예측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최대 

유입량이 관측된 시점에 대해서는 예측 성능이 다른 시점

에 비해 다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입력변

수의 종류와 모형의 최적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 예측기간 동안 발생 된유량 수문곡선은 총 19개로 LSTM- 

s2s 모형은 유량의 부피와 첨두 유량, 변동성과 같은 수문

곡선 특성을 관측값과 비슷하게 모의하는 결과를 보였다. 

19개 유량 수문곡선에 대한 평균 CC는 0.69, PBIAS는 

24%, 그리고 PE는 37%로 나타났다. 또한 LSTM-s2s 모형

은 복합 수문곡선으로 이루어진 유량에 대한 모의 성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홍수예방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한 활용도가 높은 댐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홍수기와 이수기에 대한 높은 예측 

정확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LSTM-s2s 모형

의 댐 유입량 예측 성능은 홍수기보다는 이수기에 대해 보

다 높은 결과를 보였지만, 홍수기의 유입량 역시 시간적 변

동성 및 전반적인 예측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LSTM-s2s 모형이 효율적인 댐 운영을 위한 복잡

한 물리적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수문모형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점을 의미한다. 

LSTM-s2s 모형은 댐 유입량 예측에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

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댐 유입량 예측

을 위해 주변 관측 지점의 강우와 댐의 과거 유입량 자료를 입

력 자료로 활용하였지만, 유입량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을 

모형의 추가 입력 자료로 활용한다면 보다 높은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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