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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블릿 패킷변환과 신경망을 결합한 하천수위 예측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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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liable streamflow forecasting is essential for flood disaster prevention, reservoir operation, water supply and water 
resources management. This study proposes a hybrid model for river stage forecasting and investigates its accuracy. The 
proposed model is the wavelet packet-based artificial neural network(WPANN). Wavelet packet transform(WPT) module in 
WPANN model is employed to decompose an input time series into approximation and detail components. The decomposed 
time series are then used as inputs of artificial neural network(ANN) module in WPANN model. Based on model performance 
indexes, WPANN models are found to produce better efficiency than ANN model. WPANN-sym10 model yields the best 
performance among all other models. It is found that WPT improves the accuracy of ANN model.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conjunction of WPT and ANN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ANN model and can be a potential 
tool for forecasting river stage more accu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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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뭄, 집중호

우 및 돌발홍수와 같은 극한수문사상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

로 이루어져 있어 산악지형으로 인한 국지적 기상조건 

때문에 이러한 극한수문사상의 발생이 빈번하게 나타나

고 있다. 극한호우, 특히 태풍사상은 하류 하천유역에서 

극심한 홍수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지형 및 수문학

적 특성과 더불어 인구과밀, 도시화 및 산업화는 국내의 

홍수방재 및 수자원 관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강우의 시·공간적 변동성과 강

우-유출관계의 비선형성으로 인하여 하천유역에서의 유

출량 예측은 수자원 분야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Chang 등, 2007). 따라서 비선형 

하천유출량 시계열에 대한 예측 정확도 및 신뢰성 향상

은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저감, 토양침식저감 및 토양보

존, 저수지 유입량 예측, 용수공급 및 수자원관리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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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천유량 또는 수위예측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과

거에 주로 개념적 및 추계학적 모델(conceptual and 

stochastic model)에 기초하여 수행되었다(Calvo와 Savi, 

2009; Chang과 Hwang, 1999; Mishra 등, 2004). 비록 

개념적 모델들이 수문곡선의 주요 특성을 예측하는데 많

이 적용되어 왔으나 이러한 모델들의 실행과 검정은 복잡

한 수학적 모델의 개발, 많은 매개변수들의 추정 및 숙련

된 모델링 경험 등의 필요성 때문에 매우 많은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다(Duan 등, 1992; Grayson 등, 1992). 추계

학적 모델을 이용한 홍수예측은 주로 AR(autoregressive), 

ARMA(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및 ARMA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with exogenous inputs)

과 같은 선형모델 및 비선형 회귀모델을 이용하여 수행

되었다(Chang과 Hwang, 1999; Mishra 등, 2004). 그

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장기간 동안 측정된 하천유량자료

를 포함해야 하고 유역의 조건이 크게 변하지 않은 하천

유역으로 국한되는 등 적용성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Baratti 등, 2003).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또는 소프트 컴

퓨팅(soft computing) 기법은 비선형 수문시스템에 대한 

모델링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특히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및 ANFIS(adaptive neurofuzzy inference 

system) 모델은 각종 수문변수 예측을 위한 효과적인 도

구로서 널리 적용되어 왔다(Deshmukh와 Ghatol, 2010; 

Nguyen과 Chua, 2012; Patel과 Parekh, 2014; Seo 등, 

2013a, 2013b, 2015a, 2015b). ANN 모델은 생물학적 

신경회로망을 모사한 병렬계산모델로서 모델의 일반화 

능력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며, ANFIS 모델은 신경망과 

퍼지추정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이다. 비록 ANN 

및 ANFIS 모델이 하천유량, 지하수 및 증발량과 같은 

수문학적 변수들을 예측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기는 

하지만 수문시계열은 여러 성분들을 포함하고 비선형 관

계를 가지기 때문에 자료의 전처리과정을 포함하거나 다

른 기법들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hybrid model)을 

개발하는 것은 예측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Okkan, 2012).

최근 인공지능에 기반한 예측모델의 정확성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인공지능모델과 다른 기법들을 결합한 형태

의 하이브리드 모델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

를 들어, 카오스 기반 ANN(chaotic-based ANN) 모델

(Karunasinghe와 Liong, 2006), SPA(set pair analysis) 

및 주성분 분석에 기반한 ANN 모델(Wang 등, 2006a; 

Wang 등, 2006b; Wu 등, 2009), 임계치 ANN 모델

(Wang 등, 2006b), 군집기반 ANN 모델(Cigizoglu와 

Kisi, 2005), bootstrap 기반 ANN 모델(Jia와 Culver, 

2006; Kim 등, 2013a; Seo 등, 2013a, 2013b; Tiwari

와 Chatterjee, 2010a, 2010b), 웨이블릿(wavelet) 기반 

인공지능모델(Adamowski와 Prasher, 2012; Nejad와 

Nourani, 2012; Seo 등, 2015a, 2015b; Tiwari와 Chatterjee, 

2010b) 등이 대표적이다.

웨이블릿 패킷변환(wavelet packet transform, WPT)

과 인공지능모델의 결합과 관련된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

면, Amiri와 Asadi(2009)는 웨이블릿 패킷과 최적기저

탐색 알고리즘(best basis search algorithm)을 이용하여 

지반운동기록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Chen 등(2010)은 웨이블릿 패킷분해(wavelet packet 

decomposition), 위상공간 재구성(phase space recons 

-truction), SVR(support vector regression) 모델을 이

용하여 10분 해상도로 예측시간 1 6시간에 대하여 풍

속예측 방법을 제안하였다. Gokhale와 Khanduja(2010)

는 다양한 웨이블릿 기저집합을 적용한 웨이블릿 패킷해

석을 이용하여 시계열 신호의 분석과 합성을 위한 기법

을 제안하였다. Liu 등(2013)은 풍속예측을 위하여 웨이

블릿, 웨이블릿 패킷, 시계열 해석 및 ANN 모델에 기초

한 세 가지 하이브리드 모델, 즉 Wavelet Packet-BFGS, 

Wavelet Packet-ARIMA-BFGS 및 Wavelet-BFGS를 

제안하였다. Ravikumar과 Tamilselvan(2014)은 비선

형 시계열에서 경향성 예측에 기반한 WPT를 제안하였

다. Raghavendra와 Deka(2015)는 월지하수위 변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WPT와 SVR 모델의 결합을 통하여 

SVR 모델의 예측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역에서 유출량 또는 수위 예측

에 대한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WPT와 ANN 모

델을 결합한 WPANN(wavelet packet-based artificial 

neural network)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안동댐 유역을 

대상으로 한 적용분석을 통하여 WPANN 모델의 성능

을 기존의 ANN 모델과 비교하였다. 또한 WPT에 적용

되는 웨이블릿의 종류에 따른 WPANN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13개의 웨이블릿, 즉 Haar wave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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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region and locations of observations.

(db1), Daubechies-2(db2), Daubechies-4 (db4), Daube 

-chies-6(db6), Daubechies-8(db8), Daubechies-10(db 

10), Symmlet-2 (sym2), Symmlet-4 (sym4), Symmlet 

-8 (sym8), Symmlet-10(sym10), Coiflet-6 (coif6), 

Coiflet-12(coif12) 및 Coiflet-18 (coif18)에 따른 모델

성능을 비교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제안한 WPANN 모델의 효율성 평가를 

위하여 분석유역으로서 안동댐 유역을 선정하였다. 

WPANN 및 ANN 모델링을 위한 자료는 안동댐 유역에 

위치한 2개의 수위관측소인 도산 및 소천에 대한 일수위

자료(2002 2013년)로서 국토교통부에 의해 운영 및 관

리되고 있는 WAMIS(Wa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로부터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2002

2010년(9년)의 자료는 WPANN 및 ANN 모델의 학습

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2011 2013년(3년) 자료는 모

델의 검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Fig. 1은 분석대상유역 

및 수위관측소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2.2. 분석방법

(1) ANN 모델

ANN 모델은 생물학적 신경회로망의 구조 및 기능 측

면에 근거하여 개발된 병렬계산시스템으로서 각 층(layer)

마다 배열된 노드(node) 또는 뉴런(neuron)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룬다. 다층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MLP)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ANN 모델 구조로서 일반

적으로 여러 노드들을 가지는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된

다. 입력층(input layer)은 ANN 모델의 첫 번째 층으로

서 외부의 정보(입력자료)를 받아들이며, 문제의 해(출력

자료)는 마지막 층인 출력층(output layer)에서 얻게 된

다. 은닉층(hidden layer)이라고 불리는 하나 이상의 중

간층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위치하며, 인접한 층에

서 노드들은 시냅스(synapse)라고 불리는 비순환 아크

(acyclic arc)에 의해 입력층으로부터 출력층까지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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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neral architecture of ANN.

연결된다(Kim 등, 2012, 2013). 

각각 하나의 입력층, 출력층 및 은닉층으로 구성되고 

개의 은닉노드(hidden node)를 가지는 다층퍼셉트론

은 가장 일반적인 ANN 모델 구조로서 Eq. (1)과 같은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여 출력자료를 산출하게 된다

(Günther와 Fritsch, 2010).

x   




·





  





·wjTx
              (1)

여기서, 는 출력노드의 절편(intercept), 는 번

째 은닉노드의 절편, 는 번째 은닉노드로부터 시작하

여 출력노드에 이르는 시냅스에 상응하는 시냅스 가중치, 

wj  wj ··· wnj 는 번째 은닉노드에 이르는 시냅

스에 상응하는 모든 시냅스 가중치의 벡터, x 
··· 은 공변량 벡터(covariant vector)이고 는 활성

화 함수(activation function)이다. Fig. 2는 일반적인 

ANN 모델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2) 웨이블릿 패킷변환 

웨이블릿은 자료를 다른 주파수 영역으로 분해하여 

그것의 스케일에 부합하는 해상도로 각 영역을 분석하는 

작은 파(wave) 형태의 수학적 함수로서 불연속 및 매우 

급한 경사의 첨두를 가지는 신호가 발생하는 물리적인 

상황 하에서 기존의 푸리에 기법(Fourier method)에 비

해 더욱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WPT는 DWT(discrete wavelet transform)를 일반

화한 기법으로서 어떤 신호의 시간영역을 주파수 영역으

로 레벨(level)별 변환을 가능케 하는 기법이다. DWT는 

웨이블릿 기저(wavelet basis)를 이용하여 자료벡터, 즉 

신호 또는 스펙트럼의 좌표를 추정하며, 웨이블릿 기저

는 다른 스케일의 신호를 적합시키기 위하여 웨이블릿

을 연장하거나 신호의 모든 부분들을 포함하기 위하여 

웨이블릿을 이동시킴으로써 생성된다. 즉, DWT는 신호

에 대한 시간-스케일 또는 시간-주파수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DWT에서 신호는 상세성분(detail)과 근사성분

(approximation)으로 분해되는데, 첫 번째 단계로부터 

얻어진 근사성분은 새로운 상세성분과 근사성분으로 분

해되고 이러한 과정은 반복된다. DWT는 신호의 근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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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을 분해하기 때문에 고주파수 요소에서 국부적으로 

존재하는 의미 있는 정보를 분석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

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WPT에서는 DWT와 달리 

근사성분 뿐만 아니라 상세성분도 분해되기 때문에 

DWT에서는  레벨에서 개의 웨이블릿 성분을 생

성하지만 WPT는 개의 웨이블릿 성분을 생성하게 된

다. 즉, WPT는 저주파수 하위대역 뿐만 아니라 고주파

수 하위대역을 분해함으로써 DWT에 비해 더욱 정확한 

주파수 해상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WPT는 DWT보

다 신호에 대한 훨씬 더 많은 특징을 얻을 수 있게 된다

(Lei 등, 1994). 

웨이블릿 패킷은 Eq. (2)와 같이 함수 
 로서 나

타낼 수 있다(Raghavendra와 Deka, 2015).


                                       (2)

여기서, 는 모듈화 매개변수(modulation parameter), 

는 확장 매개변수(dilation parameter), 는 전이 매개

변수(translation parameter),     ··· 이고 은 

웨이블릿 패킷 트리(wavelet packet tree)에서의 분해레

벨(decomposition level)을 나타낸다. 한편, 웨이블릿은 

Eqs. (3) (4)로 나타낼 수 있다.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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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기서, 는 모웨이블릿(mother wavelet),   

및 는 각각 스케일링 함수(scaling function) 및 모

웨이블릿 함수(mother wavelet function)에 대한 필터

(filter)이다. 

신호 에 상응하는 웨이블릿 패킷 계수(wavelet 

packet coefficient) 
 는 Eq. (5)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

∞


                                    (5)

웨이블릿 패킷계수가 직교조건(orthogonality condi 

-tion) (Fan과 Zuo, 2006)을 만족시킬 경우 특정 노드에

서 주어진 신호에 대한 웨이블릿 패킷성분은 Eq. (6)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

∞


 

                                    (6)

번째 레벨까지 웨이블릿 패킷분해가 수행된 이후에 

원신호는 Eq. (7)과 같이 번째 레벨에서의 모든 웨이블

릿 패킷성분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7)

WPT는 LPF(low-pass filter) 및 HPF(high-pass 

filter)로 구성된다. 웨이블릿 패킷은 웨이블릿의 선형조

합이며, 선형조합에서의 계수는 웨이블릿 패킷 계수를 

생성하는 재귀알고리즘(recursive algorithm)에 의해 산

정된다. WPT는 주어진 스케일에서 하나 이상의 기저함

수, 즉 웨이블릿 패킷을 가질 수 있다. 모든 LPF 및 HPF

가 반복될 경우 완전트리기저(complete tree basis)가 형

성된다. WPT의 상위 레벨은 신호에 대한 시간표현(time 

representation)이며, 하위 레벨은 신호에 대한 더 나은 

주파수 해상도를 제공한다. Fig. 3은 WPT를 이용한 레

벨 3 분해를 나타내고 있다. 

(3) WPANN 모델

WPANN 모델은 WPT와 ANN 모델을 결합한 하이

브리드 모델로서 먼저 원자료(학습자료 및 검증자료)를 

WPT를 이용하여 근사성분 및 상세성분으로 분해하고, 

다음으로 분해된 성분들을 ANN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

하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WPANN 모델은 다음과 같

은 3단계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1단계: WPANN 모델의 WPT 모듈에 의한 시계열 

분해과정으로서 주어진 레벨에 따라서 원자료(학습

자료 및 검증자료)를 근사성분 및 상세성분으로 분

해한다.

2단계: WPANN 모델의 ANN 모듈에 의한 학습단

계로서 1단계에서 분해된 근사성분과 상세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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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1 WP2 WP3 WP4 WP5 WP6 WP7 WP8

S: Signal, D: Detail, A: Approximation, : Decomposed signal

Fig. 3. Wavelet packet decomposition tree for three levels.

학습자료로 사용하여 WPANN 모델의 학습을 수

행한다.

3단계: WPANN 모델의 검증단계로서 2단계에서 

학습된 WPANN 모델과 검증자료를 이용하여 

WPANN 모델의 예측 및 모델성능지표 산정을 수

행한다.

 
(4) 모델성능평가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하천수위 예측모델, 즉 ANN 및 

WPANN 모델의 성능은 모델성능평가지표를 이용

하여 평가하였다. 모델성능평가지표로서는 효율성 계수

(coefficient of efficiency, CE), IOA(index of agree 

-ment, d),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제곱근 평균제곱오차(root-mean-square error, RMSE), 

평균절대오차(mean absolute error, MAE), 평균제곱오

차(mean squared error, MSE), 평균제곱상대오차(mean 

squared relative error, MSRE) 및 평균고차오차(mean 

higher order error, MS4E)를 적용하였으며, 각 지표들

은 Eqs. (8) (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Dawson과 

Wilb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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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예측치, 는 관측치, 는 관측치의 

평균, 는 예측치의 평균이며, 은 관측자료의 개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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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분석

하천유역의 수위예측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구축한 

ANN 및 WPANN 모델의 입력변수에 대한 결정은 동일

한 유역에서의 선행연구인 Seo 등(2015a)의 연구결과를 

적용하였다. Seo 등(2015a)은 자기상관함수(autocorrela 

-tion function), 교차상관함수(cross correlation function) 

및 부분자기상관함수(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를 적용하여 ANN 및 WANN(wavelet-based artificial 

neural network) 모델의 입력변수를 결정을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Seo 등(2015a)의 연구결과로부터 Eq. 

(16)과 같은 입력 및 출력변수 구성을 적용하였다.

  
 
 
 

 

(16)

여기서, 은 수위, 는 시간, 는 ANN 또는 

WPANN 모델, 첨자   및 는 도산 및 소천 수위관

측소를 각각 나타낸다.

ANN 및 WPANN 모델을 이용한 하천수위 예측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MLP 타입의 ANN 모델을 적용하

였다. MLP 타입의 ANN 모델의 경우 정확한 모의결과

를 얻기 위해서는 모델구조와 모의매개변수를 최적화해

야 한다. 특히 은닉노드의 수는 ANN 및 WPANN 모델

의 예측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은닉노드의 수에 따른 RMSE 값의 변화를 분석하여 최

소 RMSE 값을 가지는 은닉노드의 수를 최적 은닉노드

수로 결정하였다. ANN 및 WPANN 모델에 대한 기타 

모델링 과정은 ANN 모델링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을 따랐다(Kisi, 2007; Kim 등, 2012; Kim 등, 

2013). ANN 및 WPANN 모델의 학습을 위하여 역전파 

알고리즘(backpropagation algorithm)을 적용하였으며, 

활성화 함수로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logistic sigmoid function)

를 적용하였다. 또한 모의매개변수는 시행착오법으로 결

정하였으며, ANN 및 WPANN 모델의 입력자료는 자료

의 상대적 크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0, 1]

로 정규화하였다. 

WPANN 모델링에서는 WPT를 이용하여 입력 시계

열 자료(학습자료 및 검증자료)를 분해하였으며, 분해레

벨 은 Eq. (17)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Seo 등, 2015a, 

2015b).

 int  log                                               (17)

여기서, 은 분해레벨, 은 입력 시계열 자료의 개수, 

int ·는 정수부를 출력하는 함수이다. Eq. (17)을 적용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 분해레벨이 결정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웨이블릿의 종류에 따른 WPANN 모

델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총 13개의 

웨이블릿, 즉 Haar wavelet(db1), Daubechies-2(db2), 

Daubechies-4(db4), Daubechies-6(db6), Daubechies 

-8(db8), Daubechies-10(db10), Symmlet-2(sym2), 

Symmlet-4(sym4), Symmlet-8(sym8), Symmlet-10 

(sym10), Coiflet-6(coif6), Coiflet-12(coif12) 및 Coiflet 

-18(coif18)을 WPT에 적용하였다. Fig. 4는 학습기간에 

대하여 sym10을 이용하여 분해된 도산 수위관측소의 일

수위 시계열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3.2. 모델성능평가

Table 1은 ANN과 WPANN 모델의 모델성능을 비

교한 것이다. ANN과 WPANN 모델의 성능 비교는 모

델성능평가지표, 즉 CE, d, r2, RMSE, MAE, MSE, 

MSRE 및 MS4E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모델성능평가

지표 중에서 CE, d 및 r2 값은 클수록, RMSE, MAE, 

MSE, MSRE 및 MS4E 값은 작을수록 더 우수한 모델

성능을 나타낸다. Table 1로부터 WPANN 모델의 CE, 

d 및 r2 값은 ANN 모델의 값보다 크고, WPANN 모델

의 RMSE, MAE, MSE, MSRE 및 MS4E 값은 ANN 

모델의 값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델성능지표에 근거하여 WPANN 모델이 ANN 모델

보다 성능이 우수함을 나타낸다. 웨이블릿 종류에 따른 

WPANN 모델의 모델성능을 살펴보면, WPANN- 

sym10, WPANN-coif18 및 WPANN-sym8 모델이 다

른 WPANN 모델에 비해 CE, d 및 r2 값은 크고, RMSE, 

MAE, MSE, MSRE 및 MS4E 값은 작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WPANN-sym10, WP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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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CE  
RMSE

(m)
MAE
(m)

MSE
(m2)

MSRE
(10-6)

MS4E
(10-4m4)

ANN 0.965 0.991 0.967 0.0787 0.0525 0.00619 0.215 11.909 

WPANN-db1 0.976 0.994 0.978 0.0652 0.0426 0.00425 0.148 2.006 

WPANN-db2 0.977 0.994 0.979 0.0634 0.0414 0.00402 0.140 1.710 

WPANN-db4 0.977 0.994 0.978 0.0644 0.0435 0.00415 0.145 1.541 

WPANN-db6 0.974 0.993 0.976 0.0680 0.0448 0.00462 0.161 2.326 

WPANN-db8 0.976 0.994 0.977 0.0650 0.0436 0.00423 0.148 1.557 

WPANN-db10 0.975 0.993 0.976 0.0670 0.0446 0.00449 0.157 1.976 

WPANN-sym2 0.976 0.994 0.977 0.0650 0.0425 0.00422 0.147 1.971 

WPANN-sym4 0.977 0.994 0.979 0.0640 0.0457 0.00410 0.143 1.240 

WPANN-sym8 0.979 0.994 0.980 0.0615 0.0438 0.00378 0.132 1.223 

WPANN-sym10 0.981 0.995 0.982 0.0588 0.0418 0.00345 0.121 0.842 

WPANN-coif6 0.977 0.994 0.979 0.0636 0.0456 0.00404 0.141 1.098 

WPANN-coif12 0.978 0.994 0.981 0.0629 0.0444 0.00395 0.138 1.303 

WPANN-coif18 0.980 0.995 0.981 0.0590 0.0410 0.00349 0.122 1.325 

Table 1. Comparison of model performance

coif18 및 WPANN-sym8 모델이 다른 WPANN 모

델에 비해 모델성능지표에 근거하여 성능이 우수함을 

나타낸다. 동일 웨이블릿 계열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Daubechies 웨이블릿 중에서는 WPANN-db2 모델이 

가장 우수한 모델성능을 나타내었으며, Symmlet 중에서

는 WPANN-sym10 모델, Coiflet 중에서는 WPANN 

-coif18 모델이 가장 우수한 모델성능을 나타내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WPANN-sym10은 모든 비교 모

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모델성능을 나타내었다. WPANN 

-sym10 모델은 ANN 모델에 비하여 CE의 경우 1.66%, 

d의 경우 0.40%, r2의 경우 1.55%, RMSE의 경우 25.29 

%, MAE의 경우 20.38%, MSE의 경우 44.26%, MSRE

의 경우 43.72%, MS4E의 경우 92.93 %의 성능향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5는 ANN 및 WPANN 모델에 대한 관측치와 

예측치의 관계를 도시한 산점도(scatter plot)를 나타내

고 있다. Fig. 5에서 파란 색 직선은 1:1 경사 직선을 나

타내고 붉은 색 직선은 산점도에 대한 선형적합직선

(  , 여기서, 는 관측치, 는 예측치, 는 직선

의 경사, 는  절편)을 나타낸다. 산점도에서 1:1 직선 

가까이에 점들이 분포할수록 더욱 정확한 모델성능을 나

타내며, 선형적합직선의 경사 가 1에 근접하고  절편 

가 0에 근접할수록 더욱 정확한 모델성능을 나타낸

다. 모델성능 상위 3개의 모델, 즉 WPANN- sym10, 

WPANN-coif18 및 WPANN-sym8 모델과 ANN 모델

에 대하여 비교해 보면, ANN 모델보다 WPANN-sym10, 

WPANN-coif18 및 WPANN-sym8 모델이 1:1 경사 직선 

가까이에 점들이 분포하고 값이 1에 더 가까우며, 값

은 0에 더 가까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산점도에 근

거하여 WPANN-sym10, WPANN-coif18 및 WPANN 

-sym8 모델이 ANN 모델보다 모델성능이 더 우수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Fig. 6은 모델성능 상위 3개의 모델, 즉 WPANN- 

sym10, WPANN-coif18 및 WPANN-sym8 모델과 

ANN 모델에 대한 관측 및 예측 수위수문곡선, 예측오차 

및 오차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Fig. 6으로부터 수위수문

곡선의 예측오차의 경우 고수위 값에 대한 오차가 저수

위 값보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ANN 모델은 

WPANN-sym10, WPANN-coif18 및 WPANN-sym8 

모델에 비하여 특히 고수위 값에 대한 오차가 크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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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composed time series using sym10 wavelet for training period.

남을 알 수 있다. 오차분포 측면에서 살펴보면, ANN 모

델의 경우 오차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0.5566 및 

1.003으로서 1.5596의 범위(최대값-최소값)를 나타내고 

있으며, WPANN-sym10 모델의 경우 오차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0.3290 및 0.3256으로서 0.6546의 범

위를, WPANN-coif18 모델의 경우 오차의 최대값과 최

소값이 각각 0.3558 및 0.4788로서 0.8346의 범위를, 

WPANN-sym8 모델의 경우 오차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0.3522 및 0.4414로서 0.7936의 범위를 나타내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예측수위수문곡선의 오차

범위에 근거하여 WPANN-sym10, WPANN- coif18 

및 WPANN-sym8 모델은 ANN 모델에 비해 작은 오차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WPANN-sym10 모델은 가장 

작은 오차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예측 수위수문

곡선의 오차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모델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ANN 모델에 비하여 약 58%의 

성능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영민

(a) ANN

(b) WPANN-sym8

Fig. 5. Scatter plots for ANN and WPAN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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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WPANN-sym10

(d) WPANN-coif18

Fig. 5. Scatter plots for ANN and WPANN models(Co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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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N

(b) WPANN-sym8

(c) WPANN-sym10

(d) WPANN-coif18

Fig. 6. Stage hydrographs and their error p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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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하천유역에서의 수위예측에 있어서 ANN 

모델의 예측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WPT과 ANN 

모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인 WPANN 모델을 제

안하였으며, 안동댐 유역을 대상으로 한 적용분석을 통

하여 WPANN 및 ANN 모델을 구축하고 모델성능평가

지표를 이용하여 구축된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또한 WPANN 모델의 WPT 모듈에서 적용되는 웨이블

릿의 종류에 따른 모델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13개의 

웨이블릿, 즉 db1, db2, db4, db6, db8, db10, sym2, 

sym4, sym8, sym10, coif6, coif12 및 coif18에 따른 

WPANN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WPANN 

모델은 ANN 모델보다 우수한 모델성능을 나타내었으

며, WPANN 모델 중에서 WPANN-sym10, WPANN 

-coif18 및 WPANN-sym8 모델은 다른 WPANN 모델

에 비해 우수한 모델성능을 나타내었다. 모든 비교 모델 

중에서 WPANN-sym10 모델은 가장 우수한 모델성능

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WPT와 ANN 모델을 결합한 

WPANN 모델은 ANN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

며, WPANN 모델은 하천유역에서 신뢰성 있는 수위예

측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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