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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분야에서의 딥러닝 적용 사례

1. 머리말

현재	우리는	빅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는	4차	산업혁명의	자양분이	된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t)의	역사는	약	80년가량

으로	꽤	오래된	기술이며	인공지능	범주에	속하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그

리고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은	부흥기와	침체기를	겪으며	발전해왔다(박해선,	

2020).	2016년	알파고의	등장으로	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현재	다양한	학문	또는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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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딥러닝	기술이	폭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유로	가용한	양질의	데이터의	양이	방

대해지고	컴퓨팅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들을	수	

있다.	특히,	2015년	구글에서는	딥러닝	라이브러

리인	Tensorflow를	오픈소스로	공개함으로써	사

용하려는	딥러닝과	관련된	알고리즘의	개념만	이

해하면	누구나	손쉽게	목적에	맞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수문분야의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머

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	Sit	et	al.	(2020)에	따르면	대규모	관측	네

트워크의	구축으로	다양한	물관련	데이터의	수집

이	가능해지고,	컴퓨터	자원의	급속한	발전과	더

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대응,	수자원	관리	등

의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딥러닝	기술이	물분야에서	적용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수문	분야에서	현재까

지	사용되고	있는	개념적	및	물리적	모형은	모형

별로	요구하는	자료의	종류와	양이	다르며,	입력

자료의	형태	및	매개변수의	종류에	따라	모의에	

필요한	계산량	및	계산시간이	다르다.	비선형적인	

자연계에서의	유출해석을	위해	충분한	물리적	데

이터와	매개변수	보정이	보장될	경우,	상기	모형

들은	시·공간적	수문해석에	유용한	도구임은	이

미	수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증명된	바	있다(Lee	

et	al.,	2018).	하지만	이러한	모형들은	모형구조	및	

매개변수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분석	및	예측결

과에	불확실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자료

구축	및	모의시간	등에서	여러	제약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반면에	딥러닝	기반	모형은	종속변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용한	독립변수들로	서

로의	인과관계를	학습하는	데이터	기반의	Black-

box	모형으로써	가용한	데이터의	양과	질,	모형의	

적용목적,	시공간적	범위	등에	따라	일종의	모듈

로	기존의	수문모형과	연계(보완)하거나	별도의	

모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고에서는	경북대학교	수재해연구실에	수

행된	수문분야에서	딥러닝	기법	-	순환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합성곱신경

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활용

한	연구	사례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LSTM 모형의 적용 사례

2.1 RNN ＆ LSTM 개요

순환신경망은	기본적인	인공신경망	모형과	달

리	선행된	출력값의	정보가	현재	시점	 에	영향

을	주는	루프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타임

스텝(time	step)	마다	모든	뉴런은	입력벡터	 와	

이전	스텝의	출력값인	출력벡터	 을	입력값으

로	받는다.	그리고	학습자료의	임의	시간적	길이

(sequence	length)를	매개변수로	하여	시계열	데

이터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순환신경망

에서	긴	시간의	자료를	훈련하려면	많은	훈련시간

이	소요되며	깊은	순환신경망층을	쌓아야	하고	이

러한	경우에	학습이	진행될수록	초기에	입력된	데

이터의	정보가	점차	사라져	학습에	반영되지	않는	

가중치	소실(Vanishing	gradient)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LSTM	(Long	Short-Term	Memory)은	순환

신경망의	가중치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

발되었으며	망각게이트(forget	gate),	입력게이트

(input	gate),	출력게이트(output	gate),	장기기억

메모리(cell	state)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구조

를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LSTM은	특정	시점의	

상태값( )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장기기억메모리	

(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내부에	가지고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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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업데이트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따라

서	순환신경망보다	더	많은	자료간의	변동량을	기

억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시계열	분석,	음성인식,	언

어모델링,	번역	등과	같은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수문분야	시계열	분석	및	예측에서	매

우	많이	이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다.

2.2  LSTM을 이용한 메콩강 하류 지점 유량 

예측

LSTM을	적용한	첫	번째	연구로는	물리기반

(Physics-based)	수문모형인	SWAT과	데이터기

반(Data-driven)	딥러닝	모형인	LSTM을	이용하

여	메콩강	하류	Kratie	지점의	유출모의를	수행하

고,	유출모의	정확도	및	두	가지	방법론의	장·단점

을	비교·분석하였다.	캄보디아	톤레삽	호수	및	베

트남	메콩델타	지역의	수리·수문	변동성	평가	등	

메콩강	하류	유역의	수자원	분석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메콩강	본류	주요	지점	중	하나인	Kratie	

지점의	일유량	예측을	위한	유출해석	시스템을	구

축하고	그	정확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ee	et	al.,	2018).	그림	2는	메콩강	상류(중국)를	

제외한	메콩강	중·하류의	주요	수위국	지점의	위

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	1은	해당	수위국을	기준

으로	한	유역면적과	유출량을	나타내고	있다.

SWAT	모형을	이용한	유출모의의	경우,	지역상

세데이터(local	data)	획득이	불가능함에	따라	범

용(globally-available)	입력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00~2002년	자료를	기반으로	모형의	warming-

up	및	매개변수	보정	후	2003~2007년	일유량	모

의를	수행하였다.	LSTM	모형의	경우,	Kratie	지

점을	기준으로	상류	10개	수위관측소의	두	기간

(2000~2002,	2008~2014)	일수위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시키고	SWAT	모형과	마찬가지로	2003~2007

년을	대상으로	Kratie	지점에	대한	일수위를	모의	

후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을	이용하여	일유량으로	

환산하였다.

SWAT	모형의	경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모

형	안정화	기간(2000년∼2002년)을	포함한	총	8년

 그림 1. LSTM 모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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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강우-유출모의를	수행하였으며	최적	매개

변수를	적용한	SWAT	모형의	강우-유출	모의결과

는	그림	3(a)에	나타내었다.	SWAT	모형의	정확도

를	검토한	결과	RMSE는	3941.71㎥/s,	NSE는	0.9,	

R²는	0.91로	산정되었으며	그림	3(a)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의기간	전반에	걸쳐	유출량	변동성이	

비슷하게	모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홍수기	

년도별	첨두	유량의	경우,	2003년과	2007년은	비

교적	정확하게	모의된	반면,	2004년∼2006년은	첨

두	발생일시와	첨두유량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특히,	2004년	6월	10일은	모의기간	중	

가장	과대모의(+20,685㎥/s)되었으며,	2005년	8월	

10일은	가장	과소모의(-16,548㎥/s)된	것으로	나

타났다.

LSTM	모형의	모의결과는	NSE	및	R²가	0.99	이

상으로	매우	우수하게	산정되었으며,	RMSE는	시

퀀스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약	10㎥/s씩	미세하게	

감소,	평균적으로	약	330㎥/s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b)은	sequence	length가	

7일	때,	즉	1일	뒤의	유량예측을	위하여	7일간의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한	경우의	유출수문곡선으

로	갈수기와	홍수기에	구분없이	전	모의기간에	걸

쳐	유출량이	매우	우수하게	모의되었다.

그림	4는	관측유량대비	오차(모의유량-관측유

 표 1. 메콩강 주요 수위관측지점의 연평균 유량

Station Name
Catchment 

area (㎢)

Mean annual 

discharge (㎥/s)

as % total 

Mekong

1 Chiang Saen 189,000 2,700 18

2 Luang Prabang 268,000 3,900 26

3 Chiang Khan 292,000 4,200 28

4 Vientiane 299,000 4,400 29

5 Nong Khai 302,000 4,500 30

6 Nakhon Phanom 373,000 7,100 47

7 Mukdahan 391,000 7,600 51

8 Pakse 545,000 9,700 65

9 Stung Treng 635,000 13,100 87

10 Kratie 646,000 13,200 88

Basin Total 795,000 15,000 100

그림 2. 메콩강 본류 주요 수위관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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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WAT

(b) LSTM

 그림 3. SWAT 모형과 LSTM 모형의 kratie 지점 유량 예측 결과 비교

 그림 4. SWAT 모형과 LSTM 모형의 상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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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비인	상대오차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

는	과대모의,	-는	과소모의를	의미한다.	SWAT	모

형은	모의기간에	대해	평균적으로	–11.2%의	상대

오차율을	나타냈으며,	최대	294%,	최소	–76%의	

범위로	매우	불규칙하게	분포된	반면,	LSTM	모형

은	평균적으로	–0.5%,	최대	10%,	최소	12%의	상

대오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우-

유출	모의	시	여러	제약사항이	있는	특정	지점에

서의	시계열	분석이	목적일	경우,	선행	자료의	정

보를	기억하고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LSTM	모형

은	수문자료	시계열	예측에	있어	개념적	및	물리

적	유출	모형을	충분히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2.3 LSTM을 이용한 감조하천 수위 예측

LSTM을	적용한	두	번째	연구는	물리적	수리·

수문	모형의	적용이	제한적인	감조하천에서의	수

위예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한

강	잠수교를	대상으로	딥러닝	오픈소스	라이브러

리인	Tensorflow를	활용하여	LSTM	모형을	구성

하였다.	사용한	자료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10분	단위	잠수교	수위,	팔당댐	방류량과	한강하

구	강화대교	지점의	예측조위	자료를	이용하였으

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모형의	학습자료로	

활용하고	2017년의	잠수교	지점	수위	예측을	목적

으로	한다(Jung	et	al.,	2018).	2017년	잠수교의	실

측	수위는	그림	5와	같으며	4번의	보행자	제한,	2

번의	차량통제	및	완전침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잠수교	지점의	수위	예측을	위하여	강우자료	및	

지류	유입량	등	수문기상	정보를	배제하고,	10분

단위의	각	잠수교의	수위자료와	팔당댐의	방류량	

자료	및	강화대교의	예측조위	세	가지	최소한의	

자료만을	사용하여	LSTM	모형을	학습한다.	그리

고	6개의	선행시간(1,	3,	6,	9,	12,	24시간)에	대한	

잠수교의	수위	예측을	진행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

였으며	본	고에서는	선행시간이	1,	3,	6,	12시간일	

때의	결과를	표	2	및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5. 2017년 잠수교 실측 수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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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LSTM 모형의 잠수교 수위 예측 결과 그래프 및 산포도

표 2. Sequence length에 따른 RMSE 및 NSE 결과 비교

Sequence 

length

Lead Time

RMSE(m) NSE

1h 3h 6h 12h 1h 3h 6h 12h

1hr 

(t-5 ~ t)
0.065 0.090 0.147 0.235 0.986 0.973 0.928 0.815

3hr 

(t-17 ~ t)
0.079 0.118 0.208 0.237 0.979 0.953 0.855 0.811

6hr 

(t-35 ~ t)
0.092 0.113 0.203 0.224 0.971 0.957 0.862 0.831

Average 0.079 0.107 0.186 0.232 0.979 0.961 0.882 0.819



 Vol. 54  No 6. 2021. 6  53

수자원시스템분과위원회

표	2는	LSTM	모형의	각	시퀀스길이에	따른	

RMSE와	NSE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결

과,	학습에	사용되는	시퀀스길이가	길어질수록	전

반적으로	예측	정확도는	낮아지고	있으며	예측

되는	첨두수위	또한	과소모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LSTM	모형의	선행시간이	길어질

수록	평균적으로	RMSE는	0.08 	에서	0.28 	로	

0.2 	오차가	증가하였으며,	NSE는	0.99에서	0.74

로	모형의	예측	정확도가	감소하였다.	예측	정확

도의	경우	시퀀스길이를	1시간으로	주었을	때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선행시간에	대한	

예측을	위해	LSTM	학습	진행	시	시퀀스길이를	선

행시간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예측의	정확도

를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을	의미한다.	선행시간	1

시간의	경우	RMSE는	0.065 	,	NSE는	0.99로	매

우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6은	sequence	

length가	1시간(t-5	~	t,	10분)의	LSTM	모형을	이

용한	선행시간별	2017년	잠수교	수위	예측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예측	수위의	정량적	결과	비교

에서도	나타났듯이	선행시간이	짧을수록	2017년	

예측기간에	대해	저수위뿐만	아니라	고수위까지	

안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에	선행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위의	시간적	패턴은	

유사하게	모의하고	있으나	우측	산포도에서	볼	수	

있듯이	중고수위에서	실측수위의	오차가	크게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물리적	수리·수

문	모형의	적용없이	조위영향을	받는	감조하천의	

수위예측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며	홍수기에	완

전잠수상태(6.5	m)를	초과한	사상에	대하여	선행

시간	6시간	이하의	경우에는	첨두수위에	대해	어

느	정도의	정확도가	확보되었으나	9~12시간	이후

에서는	첨두수위	및	전체적인	수위곡선이	과소모

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CNN 모형의 적용 사례

3.1 CNN ＆ ConvAE 개요

Convolutional	Autoencoder	(ConvAE)은	합성

곱신경망(CNN)과	오토인코더(Autoencoder,	AE)

가	합성된	알고리즘이며	본	연구에	사용된	모델구

조의	예시는	그림	7과	같다.	먼저,	합성곱신경망은	

합성곱층(Convolution	layer)과	풀링층(Pooling	

 그림 7. ConvAE 모형 구조 (Karimpouli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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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차원	행렬을	입력

자료로	받아	학습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간·구

조적	정보를	기억할	수	있다.	또한	오토인코더

는	인코딩(Encoding)	과정과	디코딩(Decoding)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력자료를	압축하

는	과정에서	입력데이터의	특성(feature)을	추

출하고	그	특성을	이용하여	고차원으로	재구성

하며	학습이	진행된다.	따라서	모델의	출력이	입

력	자료에	최대한	근사하는	방향으로	재구성	손

실(reconstruction	error)을	최소화	시킴으로써	

입력	자료의	핵심적인	특징(feature)을	학습하도

록	한다(Park	and	Ko,	2020).	두	가지	알고리즘을	

응용한	CAE	알고리즘은	AE	알고리즘의	layer를	

Convolution	layer로	사용하여	2차원	다채널	입력	

자료의	특징을	추출하여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가중치가	입력의	모든	위치	간에	공유되며	

공간적	인접성을	보존하기	때문에	기존의	AE	알

고리즘과의	차별성을	가진다(Masci	et	al.,	2011).

3.2 ConvAE를 이용한 위성강우 보정

CNN	기반의	ConvAE을	활용한	연구는	메콩

강	유역	위성강우의	시·공간적	편의	보정을	위

하여	국제협력프로그램에서	생산한	격자형	강

수인	APHRODITE	(Asian	Precipitation-Highly	

Resolved	Observational	Data	 Integration	

Towards	Evaluation	of	Water	Resources)를	관

측값으로	활용하여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에서	사용중인	통계적	모형

과	합성곱신경망	기반의	ConvAE	모형을	이용하

여	각	방법론의	위성강우	편의	보정	정확도를	비

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Le	et	al.,	2020).	

연구에	사용된	위성	강수는	PERSIANN-CDR	

(Precipitation	Estimation	from	Remotely	Sensed	

Information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Climate	Data	Record)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시간해상도는	일자료,	공간해상도는	0.25˚	x	

0.25˚,	기간은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총	1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관측값인	APHRODITE	자료	

또한	각	모형의	정확도	비교를	위하여	위와	동일

하게	구축하였다.	그림	8은	해당	연구	기간의	메콩

강	연평균	강우량을	나타낸	것이며	전반적으로	관

측	강우와	위성강우와의	패턴은	유사하나	그	편의

 그림 8. 메콩강 유역의 연평균 강우량 비교(1998~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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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고	2000년도에	570	mm로	가장	큰	편의

가	발생하였다.

위성	강우의	편의보정에	사용된	통계적	모형

은	보정된	자료가	같은	기간에	측정된	자료와	유

사한	통계적	특성(평균,	표준	편차,	확률	분포	또

는	상관관계)를	갖도록	데이터를	조정하는	방법이

다.	해당	방법은	각	격자별로	수행되며	수식에	대

한	자세한	사항은	Le	et	al.	(2020)	또는	Immerzeel	

(2010)에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통계적	방법과의	비교를	위해	구축된	

ConvAE	모형은	3.1에서	기술한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을	거쳐	입력된	위성	강우자료를	재구축한다.	

이때	같은	시기의	관측값인	APHRODITE	자료와

의	오차를	계산하게	되며	그	오차를	최소화하는	

최적화	학습이	진행된다.	

통계적	모형은	1988년부터	2013년까지	16년의	

격자별	통계적	특성을	추출한	후	그	특성을	2014

년과	2015년	자료에	대입하여	편의	보정을	수행하

였으며,	딥러닝	기반	ConvAE	모형은	1988년부터	

2011년까지	14년의	자료를	학습에	사용하고,	2012

년과	2013년의	검증	기간을	거쳐,	2014년과	2015

년	강우	자료의	편의	보정을	수행하였다.

두	가지	방법론의	편의보정	결과	그래프는	그림	

9에	도식화하였으며,	원시	위성강우	대비	두	가지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강우의	편의가	상당히	개선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의	경우	두	모형	모

두	월별	강우	패턴이	잘	보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통계적	모형이	7월과	8월에	각각	과소	추정되거나	

과대	추정되었지만,	전체적인	강우의	양적	편의	

보정은	잘	수행되었다.	

하지만	메콩강과	같은	대유역에서	물리적	분포

형	수리·수문	모형의	정확한	유출	모의를	위하여	

강우의	양적	보정만이	아닌	공간적	보정이	같이	

수반되어야	모의결과의	불확실성이	감소될	수	있

다.	그러므로	편의	보정된	강우의	공간적	분포	결

과를	그림	10에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	ConvAE	모

형은	양적	보정뿐만	아니라	강우의	공간분포와	거

의	유사하게	추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통계적	모형은	비교적	우수한	강우의	양적	보정

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분포는	실측	강우와	비교

 그림 9. 편의 보정 결과의 월별 강우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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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공간적	상관관계가	매우	낮아	강우-유

출	모형	활용	시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

서	ConvAE	모형은	강수	자료에서	격자간의	공간	

관계를	설명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시·공간적으로	개선된	편의	보정	능력을	보여준

다.	따라서	메콩강	유역과	같이	관측자료	품질의	

불확실성이	높고	APHRODITE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황에서	정확도	높은	대유역	수문해석을	위하여	

위성	강우를	활용하는	경우	학습된	ConvAE	모형

의	강우	보정값은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자료로	활

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맺음말

본	고에서	소개한	연구사례들은	수문분야에서	

딥러닝	기법	모형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	중	몇가

지	예시를	소개한	것이며,	Sit	et	al.	(2020)에	따

르면	수문분야에서는	본고에서	소개한	LSTM과	

CNN	모형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높은	강우강도

의	지속	기간이	짧은	돌발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

변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	대응	및	수자원	관

리에서	신속하고	정확도	높은	강우-유출	해석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즉,	시·공간적	변동

성이	강한	강우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점	관측	강

우를	이용하여	정확한	유출해석을	수행하기에	많

은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원격탐사

자료	또한	강우	추정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

다.	그리고	물리적	데이터와	매개변수	보정이	보

장될	경우	신뢰도	높은	유출해석	결과를	제공하지

만,	자료의	부재	및	모의	시간	등	여러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LSTM과	CNN과	같은	딥러닝	

기반의	모형은	기개발된	모형들과	상호보완적으

로	결합하거나	독립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

율적인	수문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ConvAE 모형과 통계적 방법의 연강우량 분포(2014년)

(a) Observed (b) ConvAE (c) Statistic (d) 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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