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집중호우 및 슈퍼태

풍 등 극한기후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Kim et 

al. 2016). 기후변화는 인간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생태

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도 여러 모양으

로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usilio and 

Conte 2005, Yasuhara et al. 2007, Shahriar et al. 2014, 

Park et al. 2017). 특히, 기상 및 수문학적 영향으로 인

한 지하수위의 변동은 지반의 유효응력에 변화를 일으

키고, 결과적으로 기초구조물의 지지력 감소 및 침하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2018) 5(3): 125-133

https://doi.org/10.17820/eri.2018.5.3.125

http://www.kseie.or.kr/

Online ISSN: 2288-8527

ORIGINAL ARTICLE

 Special feature: Special Issue of Yonsei Univ. Creative Human Resources Center for Resilient Infrastructure (II)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지하수위 예측과 계절효과 반영을 위한 입력치의 영향

The Effect of Seasonal Input on Predicting Groundwater Level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김인철1
ㆍ이준환2*

1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2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Incheol Kim
1
 and Junhwan Lee

2
*

1Schoo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Seoul 03722, Korea
2Schoo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Seoul 03722, Korea

Received 11 September 2018, revised 18 September 2018, accepted 18 September 2018, published online 30 September 2018

ABSTRACT: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is a powerful model to predict time series data and have been frequently adopted 

to predict groundwater level (GWL). Many researchers have also tri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ANN prediction for GWL 

in many ways. Dummies are usually used in ANN as input to reflect the seasonal effect on predicted results, which is necessary 

for improving the predicting performance of ANN. In this study, the effect of Dummy on the prediction performance was 

analyz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using several graphical method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performance index. It 

was observed that results predicted using dummies for ANN model indicated worse performance than those without 

dum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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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은 간편히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로 지하수위를 

예측하는데 빈번히 사용되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ANN으로 지하수위 예측에 있어서 높은 예측 신뢰성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ANN를 이용한 지하수위 예측 시 계절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input으로 사용되는 Dummy가 지하수위 예측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성적 및 정량적인 분석을 위하여 도해법과 상관계수, 에러 지수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하천변 

도심지역에서는 ANN의 input으로 사용된 Dummy가 오히려 예측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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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기초구

조물 설계에는 지반조사 당시 관측된 지하수위를 고정

수위로 간주하고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Kim and 

Lee 2018).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점진

적인 환경변화 및 급진적인 재난에 대비하고, 기초구조

물의 장기간 안전성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해서 적절한 지

하수위 변동 평가와 예측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를 기초구조물 건설시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할 필요

가 있다.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은 관

측된 기상 ․ 수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하수위를 예측

할 수 있는 데이터처리 방법 중 하나로써 여러 연구자들

에 의하여 채택되어 왔다 (Daliakopoulos et al. 2005, 

Trichakis et al. 2011, Sahoo and Jha 2013). 지하수위

를 예측하는 절차와 사용법이 수학과 물리적인 배경으

로 제안된 방법 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지반공학을 비롯

한 여러 공학적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 ANN은 기본

적으로 input layer, hidden layer, 그리고 output layer

로 구성되어 있으며, input layer와 output layer에 영향

인자들 및 지하수위를 각각 설정하여 input layer와 

output layer의 사이에 위치한 hidden layer에서 영향인

자들과 지하수위간의 최적 연결강도를 결정 (학습)하

는 형태이다. 이렇게 결정된 최적 연결강도는 지하수위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값만으로 지하수위의 

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 Dawson and Wilby (2001)은 

ANN을 이용하여 지하수위와 같은 수문학적 요소들을 

예측하기 위한 여러 학습 모델들과 예측결과를 정량적

으로 평가하는 정리하였으며, Daliakopoulos et al. 

(2005)는 데이터 학습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여러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지하수위를 예측하였고, 지하수위 예

측에 가장 적합한 학습 알고리즘을 제시 하였다. Sahoo 

and Jha (2013)는 매우 많은 연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ANN과 선형다중회귀모델과 지하수위 예측 퍼포먼스

를 비교 분석하였고, ANN의 지하수위 예측에 대한 우

수성을 보였다.

ANN는 관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적 방

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질과 

양이 예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ANN의 학

습에 사용되는 인풋데이터를 확대하거나 정제하여 지

하수위 예측에 사용하는 연구도 사례도 있다 (Makridakis 

et al. 2008, Seo et al. 2015, Nourani and Mousavi 

2016). Seo et al. (2015)는 wavelet decomposition 기

술을 이용하여 제한된 input을 여러 개의 인풋으로 확

장하여 목표 수문인자를 예측하였으며, Nourani and 

Mousavi (2016)는 Wavelet transform 기법으로 관측

된 영향인자들을 정제하여 학습 및 예측을 위한 input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Makridakis et al. (2008)와 

Sahoo and Jha (2013)는 ANN을 이용하여 지하수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계절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수문

학적 관측 데이터 이외의 Dummy라는 input을 추가하

였다. 이후 Kim and Lee (2018)은 ANN으로 하천변 도

심지역에서 지하수위를 예측하는데 Dummy를 인풋으

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ANN을 이용한 지하수위 예측

에 있어서, 계절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Dummy가 ANN의 예측 퍼포먼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변 도심지역이라는 특정한 지역

에서 ANN으로 지하수위를 예측함에 있어서, 계절 영

향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Dummy의 영향을 분석하

였다.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곡동을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국가기관으로부터 신뢰

할 수 있는 관측데이터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여러 문

헌에서 지하수위를 예측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알고

리즘을 차용하였으며, Dummy를 input으로 추가한 경

우와 추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정성적 및 정량적 비교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도해법 및 

상관계수, 에러 인덱스 등을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지역

본 연구에서는 하천변에 위치한 도심지역으로써 서

울시 마곡동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지

역은 Fig. 1과 같이 서울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부

근의 경도와 위도는 각각 37˚34´35˝와 126˚50´12˝이다. 

Fig. 1의 빨간색 표시는 도시화된 지역으로써 불투수 

지표면으로 분류되며 대상지역의 대부분이 불투수 지

표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 위로 흐르고 있는 

한강은 유역면적이 24,753.2 km2, 하폭이 1013 m, 하

상경사가 330인 규모가 매우 큰 강이다. 지질상태는 상

부층에 자갈섞인 모래가 존재하며 깊이 4.3 m부터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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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까지 모래층이, 그 하부층에는 암반층이 존대한다. 

이지역은 대부분 충적층으로 분류되며 투수성이 매우 

높은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 (GIDS).

Fig. 2는 대상지역에서 30년간 관측된 월별 평균 강

우 및 온도 분포를 보여준다. 이 지역의 연평균 강우량

은 약 1,376.5 mm이고, 강우는 대부분 7 - 8월에 집중되

어 있으며 7월의 월평균 강우량이 366 mm로 연중 가장 

많은 양의 강우가 이 달에 발생한다. 반면, 겨울에는 강

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Fig. 3은 2008 - 2013년의 

6년간 대상지역에서 관측된 지하수위, 강우량, 하천수

위 그리고 기온을 나타낸다. Fig. 2와 같이 Fig. 3에서도 

강우량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천수위와 지하수위도 여름에 크게 상승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1년에 매우 많은 강우

량이 관측되었으며 이시기에 지하수위와 하천수위도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기온을 포함한 모든 인자들이 

강한 주기성을 보이며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인공신경망 (ANN)

ANN은 지하수위를 예측하는데 빈번히 사용되는 데

이터처리 모델 중에 하나이다. Fig. 4에 나타나 있는 것

과 같이 ANN의 구조는 input layer, hidden layer 그리

고 output lay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

로 표현될 수 있다.

  
  




                      (Eq. 1)

여기서 xi와 yj는 각각 이전 층의 i번째와 현재 층의 j번

째 노드값이며, bj는 현재층의 j번째 노드의 편중값, wji

는 xi와 yj의 연결강도, n은 이전 층의 노드 개수, F는 층

에 할당된 active fucntion을 나타낸다. ANN에서는 

input에 의한 신호가 hidden layer의 hidden node들에 

전달되고 이들은 다시 active function을 통해 output으

로 출력된다. 이때 출력된 output은 예측하고자 하는 목

표 값과 비교하여 적절한 오차범위안에 들어 올 때까지 

각 layer와 node간의 연결강도를 수정하여 반복 계산하

게 되며 이를 ‘학습 (learning)’ 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ANN을 이용하여 지하수위를 예측하는 

Fig. 1. The location, surface condition and soil profile of study site.

Fig. 2. Monthly mean precipitation and temperature for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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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1) 지하수위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들

의 선정, 2) 지하수위 예측에 적합한 학습모델 선정, 3) 

적합한 active function 결정, 4) 최적의 hidden node와 

hidden layer 수 결정, 5) 데이터 학습을 통한 최적 연결

강도 결정, 6) 지하수위 예측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

으로 ANN을 이용하여 지하수위를 예측하는데 기상 ․

수문 자료로써 하천수위, 강우량 그리고 기온 등이 이

용된다. 일반적으로 지하수위와 같은 수문 인자들은 

input과 output사이에 시간지연이 발생한다. ANN에

서는 시간지연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의도로써, 특정 

일의 지하수위를 예측하기 위하여 1 - 4일 전에 관측된 

인자들을 인풋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빈번히 이용된다. 

또한, 계절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Dummy를 추가

하기도 한다 (Makridakis et al. 2008, Sahoo and Jha 

2013). Dummy는 11개 또는 12개의 사용자가 인위적

으로 기입하는 input이며 D1, D2, ⋯, D12로 표현하며, 1

월에는 D1 값은 1이며 D2 - D12의 값들은 0이 되고 2월

에는 D2 값은 1이며 D1과 D3 - D12 값은 0이 된다. ANN

의 학습 알고리즘은 이 규칙적으로 설정된 값들로부터 

개월 및 개절 등을 인식하며 그 시기의 수문학적 특성 

또한 반영 될 수 있다. ANN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

하는데 여러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으며, Gradient 

descent with momentum and adaptive learning rate 

backpropagation (GDX), Levenberg-Marquardt (LM) 

그리고 Bayesian regularization (BR)은 가장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학습 알고리즘이다. 이 중 지하수위와 그

의 영향인자들의 연결강도를 학습할 때 가장 효율적이

고 신뢰성이 높은 모델은 LM 알고리즘인 것으로 알려

      (a)     (b)

      (c)    (d)

Fig. 3. Observed meteorological and hydrological data. (a) GWL, (b) precipitation, (c) river stage, (d) temperature.

Fig. 4. The structure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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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있다 (Daliakopoulos et al. 2005, Sahoo and Jha 

2013). 또한, 적절한 active function을 결정해야 한다. 

Input과 output이 서로 선형적인 관계에 있다면 linear 

function을 사용하여 적은 계산 용량과 시간으로도 신

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하수

위와 지하수위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비선형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input과 output의 비선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logistic sigmoid function과 같은 비

선형 함수를 active function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식은 linear fucntion과 logistic sigmoid function을 나

타낸다. 

  
exp


                   (Eq. 2)

                                (Eq. 3)

 
  




                                            (Eq. 4)

또한, ANN을 이용한 예측결과는 사용자가 설정한 

hidden layer와 hidden node의 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Trial-and-error 방법은 최적의 hidden layer와 hidden 

node를 결정하기 위하여 빈번히 사용된다. 용어를 통

해 유추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 경우의 수로 hidden 

layer와 hidden node를 설정하여 예측하고 가장 신뢰성 

높은 예측결과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을 위하여 Fig. 3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관측된 지하수위, 강우량, 하천수위, 

온도 자료를 이용하였고, 2013년에 관측된 강우량, 하

천수위, 온도 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의 지하수위를 

예측하였다. 그리고 계절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

진 Dummy를 추가하여 지하수위를 예측하였으며, 추

가하지 않고 예측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시간지연

을 반영하기 위하여 어느 특정일 (t)의 지하수위를 예측

하기 위하여 t, t-1, t-2, t-3 그리고 t-4일 등의 관측 영향

인자 데이터를 인풋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된 input 구성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학습 모델로는 

지하수위와 수문학적 인자들의 학습에 가장 일반적이

며 효율적이라고 알려진 Levenberg-Marquardt algo-

rithm을 채택하였다. 또한, Table 1에 명시된 input 모

델들에 대하여 1 - 10개의 hidden node와 1 - 5개의 

hidden layer를 각각 적용하여 (input model 당 50 케이

스) 지하수위 예측을 수행하였다. 예측결과의 신뢰성

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상관계수 (r)과 에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RMSE를 사용하였다 (Dawson 

and Wilby 2001). r의 값은 1에 가까울수록 관측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변동함을 나타내고 RMSE의 값이 0

에 가까울수록 예측값의 에러가 작다는 것을 나타낸다.

3. 연구결과

Fig. 5는 Table 1의 input 모델 M1의 hidden node에 

따른 지하수위와의 r와 RMSE의 값을 나타낸다. 5 

hidden layers의 경우 3과 9의 hidden node에서 튀는 값

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서로 다른 수의 hidden node

Table 1. Used input models for predicting groundwater level using ANN

Model Inputs Output

M1 RS(t),Pre(t),Temp(t)

GWL(t)

M2 RS(t),(t-1),Pre(t),(t-1),Temp(t),(t-1)

M3 RS(t),(t-1),(t-2),Pre(t),(t-1),(t-2),Temp(t),(t-1),(t-2)

M4 RS(t),(t-1),(t-2),(t-3),Pre(t),(t-1),(t-2),(t-3),Temp(t),(t-1),(t-2),(t-3)

M5 RS(t),(t-1),(t-2),(t-3),(t-4),Pre(t),(t-1),(t-2),(t-3),(t-4),Temp(t),(t-1),(t-2),(t-3),(t-4)

MD1 RS(t),Pre(t),Temp(t),D1~D12

MD2 RS(t),(t-1),Pre(t),(t-1),Temp(t),(t-1),D1~D12

MD3 RS(t),(t-1),(t-2),Pre(t),(t-1),(t-2),Temp(t),(t-1),(t-2),D1~D12

MD4 RS(t),(t-1),(t-2),(t-3),Pre(t),(t-1),(t-2),(t-3),Temp(t),(t-1),(t-2),(t-3),D1~D12

MD5 RS(t),(t-1),(t-2),(t-3),(t-4),Pre(t),(t-1),(t-2),(t-3),(t-4),Temp(t),(t-1),(t-2),(t-3),(t-4),D1~D12

RS: River stage, Pre: Precipitation, Temp: Temperature, D: Dummy, T: Current data, GWL: Groundwat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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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r과 RMSE의 값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ANN 학습 모델

과 대상지역에서는 hidden node의 수가 지하수위 예측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편의를 위하여 이후로는 hidden node가 4

인 경우의 예측결과만을 선택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Fig. 6 (a)는 Table 1의 input 모델에 따른 예측 지하

수위와 관측 지하수위의 상관계수 (r) 값을 보여준다. 

여기서, x축은 각각의 input 모델 명을 나타내며, M1 - 

M5는 지하수위를 예측하기 위하여 강우량 그리고 하

천수위, 기온을 input으로 사용한 모델이며, MD1 - 

MD5는 계절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Dummy를 

input에 추가한 모델이다. 또한, Table 1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숫자 1 - 5는 지하수위 예측에 시간지연을 고

려하기 위하여 추가된 input에 대한 구분이다. Fig. 6 (a)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M1 - M5의 r은 대체적

으로 0.90 - 0.93 사이의 값을 보이며, MD1 - MD5는 

0.83 - 0.88의 값을 보인다. 이 것은 M1 - M5의 input 모

델로 예측한 지하수위가 MD1 - MD5의 input 모델로 

예측한 지하수위보다 관측된 지하수위 변동 경향을 더 

잘 따르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M3의 3 hidden layers

에서 튀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MD1 - MD5의 모델에

서는 4개의 튀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Dummy

를 추가한 경우가 추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튀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b)는 input 모델에 따른 RMSE 값을 나타낸

다. RMSE의 경향도 r과 같이 Dummy를 인풋으로 추

가하지 않은 모델이 Dummy를 추가한 것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즉, Dummy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하

수위 예측결과의 에러가 작은 것을 나타낸다. D1 - D5

모델에서 튀는 RMSE가 2개 확인되었으며, MD1 - 

MD5 모델에서는 비교적 넓은 분포의 RMSE값을 보였

다. Fig. 6 (b)를 통하여 Dummy를 사용했을 경우 input 

모델과 hidden layer에 따라 튀는 값이 나올 확률이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input model과 hidden layer에 따른 r과 

       (a)

       (b)

Fig. 5. (a) The correlation coefficient and (b) RMSE values 
of the predicted GWL with hidden nodes.

      (a)

      (b)

Fig. 6. (a) The correlation coefficient and (b) RMSE values 
of the predicted GWL with input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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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의 값을 우수한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고 순위대

로 색을 입혀 도식화 한 결과를 보여준다. 색이 진할수

록 예측결과의 신뢰성이 우수한 것을 나타내고 연한 색

일수록 예측결과의 신뢰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것을 나

타낸다. r과 RMSE 모두 대부분의 진한색이 M1 - M5

에서 관찰된다. 또한, Fig. 7을 통하여 어떤 input 모델

과 hidden layer가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이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3모델의 2 hidden 

layers (M3-2)가 r과 RMSE에서 모두 신뢰성이 가장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D1 - MD5 모델 중에서는 

MD3모델의 1 hidden layer가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였다.

Fig. 8은 Dummy를 사용하지 않은 모델과 Dummy

를 사용한 모델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M3-2와 

MD3-1의 예측결과를 관측 지하수위와 함께 보여준다. 

두 모델 모두 관측 지하수위의 경향을 잘 예측하고 있으

나, 8월 이후에 MD3-1이 M3-1보다 과대 예측하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는 Fig. 8의 관측 지하수

위와 예측 지하수위를 산점도 (scatter plot)로 도시한 

그림이다. M3-2의 포인트들이 Dummy를 input으로 

추가한 MD3-1의 포인트들 보다 더욱 1:1라인에 집중

                         (a)                                                 (b)

Fig. 7. Graphical comparison of predicting performance with different input models and hidden layers. (a) correlation 
coefficient and (b) RMSE.

Fig. 8. Compared GWL observed and predicted using two input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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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며. MD3-1의 결과는 포인트들

이 더욱 산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

로,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서울시 마곡동은 ANN

을 이용하여 지하수위를 예측할 경우 계절의 효과를 반

영하기위에 제안된 Dummy를 인풋으로 사용하지 않

는 것이 보다 우수한 예측신뢰성을 보인다. 

4. 결 론

지하수위는 기상 및 수문학적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초구조물의 지속적인 안정성과 

사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

경망 (ANN)을 이용하여 서울시 마곡동의 지하수위를 

예측하였고, 지하수위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

자로써 강우량, 하천수위, 기온을 input으로 사용하였

다. 또한, 계절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된 Dummy

를 추가하여 Dummy를 추가하지 않은 결과와 비교하

였다.

본 연구 지역에서 ANN으로 지하수위를 예측할 경

우, Dummy를 추가하지 않은 input 모델과 Dummy를 

추가한 input 모델 모두 지하수위의 전반적인 변동을 

잘 예측하였다.

계절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Dummy를 

input으로 사용했을 경우, 오히려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다 좋지 않은 예측 결과를 얻었다. 이는 input으로 들

어가는 기온이 어느 정도 계절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

며, 매월 마다 일괄적으로 값을 적용되는 형태의 Dummy

는 강우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연구 지역에서 오히려 예

측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결과는 한 연구 대상지역에서 수행한 결과이므로 

이를 일반화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향후 수문, 지

질 및 지형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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