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유량의 정확한 예측은 홍수 방지, 저수지 운영 및 가뭄 

완화 등 수자원관리에 중요한 요인이다(Zhang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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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내에는 수자원 관리를 위한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운영되고 있다. 다목적댐의 경우 21개, 용수댐의 경우 14개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약 17,000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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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ccurate prediction of water levels is essential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hydraulic structures such as dams. However, such

predictions are impossible when considering all factors affecting water level changes.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there has been research on water level prediction using deep learning models. In this study, the deep learning

technique of Multi-Layer Perceptron (MLP) was combined with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and Long Short-Term Memory 

(LSTM) techniques, which afford advantages in time series data processing to predict the water level of Daecheong Dam. Three

data preprocessing processes were applied to improve accuracy in water level predictions by taking travel time into account, adding

the outflow data of the dam, and normalizing the data. Eight cases were created with the three data preprocessing processes. When

normalization was performed for the data that took travel time into account and the data were then used as input data for LSTM,

the best prediction result was found for the peak water level of the dam. If various other data preprocessing techniques are applied 

in addition to those applied in this study, RNN and LSTM will show improved predic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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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정확한 수위의 예측은 댐과 같은 수공구조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자들을 고려하여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인공신경망의 발달로 인해 딥러닝 모형을 통한 수위예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청댐의 수위예측을 위해 딥러닝 기법 중 Multi Layer Perceptron (MLP)와 시계열 데이터

처리에 장점이 있는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및 Long Short-Term Memory (LSTM)을 사용하였다. 수위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세 가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적용하였다. 적용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지체시간의 고려,

댐의 방류량 추가, 자료의 정규화이다. 세 가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총 8개의 case를 생성하였다. 지체시간을 고려한 

자료로 정규화를 실시하여 LSTM의 입력자료로 사용한 경우 댐의 첨두수위 예측에서 가장 좋은 예측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데이터 전처리 기법뿐만이 아닌 다양한 데이터 전처리 기법을 적용하면 RNN 및 LSTM은 기존보다 좋은

예측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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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et al., 2021). 댐의 수문 개방 및 폐쇄 등 댐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높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댐으로 

유입하는 유입량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다(Han et al., 2021).

유량예측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형은 물리적 

모형(Physically based models) 및 경험적 모형(Empirical 

models)과 같은 다양한 수문모형이다. 과거에는 물리적 모형

을 통한 수위 예측이 진행되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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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의 경우 

수문시스템의 복잡한 특성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기상학

적, 지질학적 및 지형학적인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기 어렵다

는 단점이 있다(Jung et al., 2018).

경험적 모형의 경우 데이터 기반 모형으로 통계적 관점에

서의 입력-출력 관계를 추정하는 모형이다. 경험적 모형은 

대표적으로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ARMA) 및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등의 

모형이 있으나, 비선형적인 요소들로 인해 유연성이 떨어졌

다(Montanari et al., 1997; Kim, 2010).

과거의 경우 수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모두 

고려한 후 물리적 모형을 구축해 모든 영향인자들과 수위 

사이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였

다. 그러나 많은 양의 정보 수집의 가능함과 함께 빅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의 발전으로 인

해 입력 및 출력자료 기반 학습 및 예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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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신러닝을 통한 수위예측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머신러닝 기법 중 인간의 두뇌 신경망 

구조를 모방해 개발된 딥러닝(Deep Learning)을 통한 수위예

측의 연구가 진행되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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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구글(Google)에서 지원하는 딥러닝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인 텐서플로우(Tensorflow)를 사용하여 

ANN, RNN 및 LSTM을 구축해 대청댐 수위를 예측하고 

각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고수위를 나타내는 홍수기뿐

만 아니라 저수위를 나타내는 갈수기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위해 딥러닝 모델의 학습 및 예측을 위한 자료는 대청댐 

상류의 수위관측소 중 옥천(산계교), 옥천(이원대교) 및 영동

(심천교)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의 시(hr)단위 수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학습을 위한 자료는 2010년부터 2020년 

수위자료 중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단위 수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예측을 위한 자료는 2020년의 시단위 수위자

료를 사용하였다.

수위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지체시간, 

방류량 및 정규화와 같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한 예측성

능을 검토하였다. 예측정확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 

전처리를 활용한 예측결과를 비교하였다. 비교결과를 바탕

으로 대청댐 수위 예측에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2.1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인공신경망 구조 중 ANN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다. 

ANN은 입력층(Input Layer), 은닉층(Hidden Layer) 및 출력

층(Output Layer)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층은 하나 이상의 

뉴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입력과 출력을 하기 

위해 각 층의 연결강도(가중치 및 편향)가 매개변수로 설정

된다. 이전 층에서 출력된 값들의 연결강도가 매개변수로 

입력되며, 비선형의 함수를 통해 다음층으로 출력이 된다. 

ANN은 연결강도의 입력과 비선형함수을 통한 출력을 반복

하여 입력층부터 출력층까지 진행하게 된다(Mahsa and Lee, 

2018). ANN은 은닉층의 개수를 추가하여 Deep Neural 

Network (DNN)으로 구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Multi 

Layer Perceptron (MLP) 중 은닉층을 1개로 설정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Fig. 1은 MLP의 구조를 단순하게 나타낸 그림이다.

Fig. 1에 따르면, MLP는 입력된 자료가 입력층에서 은닉

층을 거쳐 출력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q. 

(1) 및 Eq. (2)는 MLP의 연산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낸 식이다.


 



 (1)

  
  



  (2)

여기서,  및 는 연결강도를 나타내는 매개변수이며, 

 및 는 편차를 보정하는 매개변수,  및 는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이다. Eq. (1)과 Eq. (2)를 통해 산출

된 결과값을 실제 값과 비교한 후 그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MLP에서 사용되는 목적함수이다.

2.2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순환신경망인 RNN은 MLP의 구조와 달리 과거의 데이터

Fig. 1. Structure of M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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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의의 시점에 영향을 주는 루프형 구조이다. Fig. 2는 

RNN의 구조를 간단히 나타낸 그림이다.

Fig. 2에 따르면, RNN은 직전 데이터의 정보가 임의의 

시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루프형의 구조로 인해 임의의 시점 에서 하나의 뉴런 

객체의 출력 는 시점 의 이전 출력 을 포함한 모든 

입력값 에 대한 함수이다. Eq. (3)은 임의의 시점 에 

대한 출력 를 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

×
 (3)

여기서, 는 계산을 위한 활성화 함수를 나타내며,   

및 는 가중치, 는 편향(Bias)을 나타낸다. Eq. (3)과 같이 

가중치에 대한 업데이트를 위해 사용되는 역전파(Back- 

propagation) 알고리즘은 층마다 포함되어 있는 다수의 뉴런

에 개별적으로 오차경사를 전파시키며 진행한다. 그러나 

RNN은 오랜 기간의 자료를 입력자료로 사용함과 동시에 

은닉층의 개수를 늘릴 경우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차

경사의 기울기가 소실되는 가충치 소실(Vanishing Gradient)

문제가 발생하며, 가까운 층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정보를 

기억하지 못해 학습능력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2.3 Long Short-Term Memory (LSTM)

LSTM은 시계열 자료에 대해 특화된 알고리즘인 RNN의 

단점을 개선한 모델이다. RNN의 단점인 가중치 소실 및 

가중치 폭주(Exploding Gradient)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이다(Hochreiter and Schmidhuber, 1997). Fig. 3은 LSTM

의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이다.

Fig. 3에 따르면, LSTM은 RNN의 구조를 기반으로 임의의 

시점에서 가중치와 편향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셀(Cell)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LSTM에 적용된 셀은 입력과 현재까지

의 상태를 통해 모델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가중치와 편향에 

대한 업데이트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

LSTM에 적용된 셀은 데이터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세 가지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가지 게이트는 입력게이

트(Input Gate, ), 망각게이트(Forget Gate, ) 및 출력게이

트(Output Gate, )로 구성되어 있다. LSTM은 셀 내부에서 

출력을 위해 망각게이트, 입력게이트 및 출력게이트의 순서

로 진행된다. 첫 번째 과정인 망각게이트는 Fig. 3에서 주황색

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망각게이트는 직전 단계에서 출력된 

과 새로운 값 를 통해 0과 1사이의 값을 출력한다. 

출력된 값을 바탕으로 입력된 값에 대한 정보를 유지 및 

제거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Olah, 2015). Eq. (4)는 망각게

이트인 에 사용되는 수식이다.

 ×


 (4)

여기서, 는 활성화 함수를 나타내며, 는 가중치, 는 

편향을 나타낸다. 두 번째 단계인 입력게이트는 Fig. 3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입력게이트는 망각게이트 이후 

과정으로 입력하고자 하는 값의 결정과 함께 새로운 셀 

상태를 갱신하는 과정이다. 입력게이트인 에서는 Eq. (5)를 

통해 어떤 정보를 셀에 저장할지 결정을 하게 된다.

  ×


 (5)

여기서, 는 활성화 함수이며, 은 이전 셀의 출력, 

는 현재의 입력, 는 셀의 가중치 는 편향을 나타낸다. 

Eq. (5)를 통해 저장을 할 정보를 선택한 후, Eq. (6)을 통해 

셀의 새로운 업데이트 시 사용될 후보 셀을 생성하게 된다.


 ×


 (6)

여기서, 은 후보 셀이며, 은 셀 상태의 가중치, 

Fig. 2. Structure of RNN

Fig. 3. Structure of L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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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전 셀의 출력, 는 현재의 입력, 는 편향을 나타낸다. 

LSTM의 입력게이트는 Eq. (6)을 통해 생성된 후보 셀과 

과거의 셀을 조합하여 현재의 셀 상태를 업데이트 한다. 

Eq. (7)은 생성된 후보 셀과 과거의 셀을 통해 현재의 셀 

상태를 조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이다.


×

× (7)

여기서, 는 현재의 셀 상태를 나타내며, 은 활성화 

함수를 통해 생성된 새로운 셀 상태, 은 셀 상태의 가중

치, 는 편향을 나타낸다. 세 번째 단계인 출력게이트는 

Fig. 3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출력게이트는 망각

게이트, 입력게이트 이후 진행되는 과정으로 셀 내에서 출력

되는 값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Eq. (8)은 셀 상태 중 출력하고

자 하는 부분을 결정하는 식이다.

 ×


 (8)

여기서, 는 활성화 함수이며, 은 셀 상태의 가중치, 

는 출력되는 새로운 값, 는 현재의 입력, 는 편향을 

나타낸다. 출력게이트인 는 Eq. (9)를 통해 와 활성화

된 셀의 상태를 곱하여 특정 시점의 상태를 업데이트 한다.


×

 (9)

여기서, 는 출력게이트이며, 는 활성화된 셀의 상태이다.

2.4 대상유역 및 자료구축

본 연구의 대상유역은 금강에 위치한 대청댐으로 선정하였

다. 대청댐의 유역면적은 금강유역의 총 42.25%인 4,189 km2

이며, 만수면적은 72.8 km2, 유효저수량은 790백만 m3이다. 

대청댐 인근 수위관측소는 옥천(산계교), 옥천(이원대교) 

및 영동(산계교)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위자료 수집을 

위해 대청댐 상류의 수위관측소 중 결측치가 많이 존재하는 

수위관측소를 제외하여 3개소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수위관

측소는 옥천(산계교), 옥천(이원대교) 및 영동(산계교)이며, 

Fig. 4는 각 수위관측소의 위치를 나타낸 그림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청댐의 수위자료 및 각 수위관측소의 

수위자료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AMI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WAMIS에서 제공하는 2010년부터 2020

년까지의 대청댐에서 관측된 시단위 수위자료와 옥천(산계

교), 옥천(이원대교) 및 영동(산계교)에서 관측된 시단위 

수위자료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시단위 수위자료 중 2010년

부터 2019년까지의 수위자료는 학습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2020년의 수위자료는 수위예측을 위해 사용되었다.

각 수위관측소와 댐에서 측정된 수위자료는 원자료이기 

때문에 학습 및 예측에 좋은 성능을 나타내기 어렵다. 원자료

를 기반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하기 위해 총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각 수위관측소의 수위자료

와 대청댐 수위자료의 첨두시간을 고려하여 수위관측소의 

수위자료를 지체시켰다. 수위자료를 지체시키기 위해 2020

년 각 수위관측소와 대청댐의 수위자료 중 첨두수위를 바탕

으로 수위자료를 보정하였다. 각 수위관측소와 대청댐 사이

의 지체시간은 영동(심천교)는 13시간, 옥천(산계교)는 15시

간 및 옥천(이원대교)는 14시간이다. 각 수위관측소의 수위

자료를 지체시켜 수위자료를 보정하였다. 두 번째 방법으로

는 대청댐의 방류량(Outflow)을 통해 자료를 보정하였다. 방류

량은 대청댐의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자이다. 대청댐 

방류량을 학습자료에 적용하여 수위 예측을 위한 학습자료를 

보정하였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정규화(Normalization)이다. 

자료에 대한 정규화는 자료가 넓은 범주를 가지고 있을 

경우 반드시 진행하는 과정이다(Mok et al., 2020). 정규화를 

통해 모든 자료는 0과 1사이의 값으로 변환된다. Eq. (10)은 

정규화를 위한 식이다.

 
max min

 min
(10)

여기서, 는 정규화된 변수값이며, 는 실제 변수값, 

min은 변수의 최솟값, max는 변수의 최댓값이다. 세 가지 

데이터 전처리 방법을 통해 생성된 Case는 총 8개이다.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Case를 비교한 표이다.

MLP, RNN 및 LSTM의 예측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Root Mean Square Error (RMSE) 및 Mean Absolute Error 

(MAE)의 평가지표를 사용하였다. Eqs. (11)과 (12)는 RMSE

와 MAE의 식을 나타낸 것이다.

Fig. 4. Location of Gaug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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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각 관측소에서 관측된 수위이며, 는 각 

기법을 통해 예측한 수위이다. 각 기법의 예측결과를 RMSE 

및 MAE를 통해 비교하였으며, 데이터 전처리를 하지 않은 

원자료 기반 예측결과와 데이터 전처리를 한 자료 기반 

예측결과를 비교하였다.

3. 연구결과

MLP, RNN 및 LSTM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각 기법의 

은닉층은 1개로 설정하였으며, 은닉층의 노드(Node)는 100

개, 학습을 위한 Epoch는 10, Optimizer는 Adaptive Moment 

Estimation (Adam)으로 설정하였다. MLP의 활성화 함수는 

Swish함수로 설정하였다(Ramachandran et al., 2017). RNN 

및 LSTM의 활성화함수는 Hyperbolic Tangent (tanh)로 사용

하였다.

3.1 Case 1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적용하지 않은 자료인 원자료를 

통해 학습 및 예측을 진행한 결과 대청댐 수위가 높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은 예측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2는 전체 기간에 대한 RMSE 및 MAE를 

나타낸 표이다.

Table 2에 따르면, RMSE가 가장 낮은 딥러닝 기법은 RNN

이었으며, LSTM, MLP의 순으로 RMSE가 낮았다. MAE가 

가장 낮은 딥러닝 기법은 RNN이었으며, LSTM, MLP의 

순으로 MAE가 낮았다. RMSE 및 MAE를 통해 전체 기간에 

대한 예측성능은 RNN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으며 MLP

가 가장 좋지 않은 성능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MLP는 은닉층이 1개이기 때문에 학습 

및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RNN 및 LSTM보다 낮은 성능을 

나타냈다. RNN 및 LSTM의 경우 시계열 데이터 처리에 장점

이 있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인 댐 수위예측에 대해 MLP보

다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RNN은 장기간의 데이터에 대해 

가중치 소실 및 가중치 폭발로 인한 기울기 소실의 단점이 

있으나, 현재 적용된 학습자료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MLP 

및 LSTM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Fig. 5는 전체 예측기간에 

대한 각 기법의 예측수위 및 관측수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5에 따르면 대청댐의 수위가 가장 높았던 날인 2020년 

7월 31일 03:00의 수위예측결과는 MLP가 가장 좋은 예측결

과를 나타냈으며, RNN, LSTM의 순서로 좋은 예측결과를 

나타냈다. MLP는 실제 첨두수위와 예측결과 사이의 오차가 

약 5.41 m였으며, RNN의 오차는 약 5.97 m, LSTM의 오차는 

약 6.22 m로 나타났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적용하지 않은 원자료를 통한 학습 

및 예측결과를 통해 전체 기간에 대해서는 순환신경망 계열

인 RNN 및 LSTM은 MLP보다 낮은 RMSE를 나타냈다. 

그러나 첨두수위에서는 MLP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3.2 Case 2

정규화를 실시한 자료를 통해 학습 및 예측을 진행한 

결과 대청댐 수위가 높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은 예측

Case Travel time Outflow Normalization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Table 1. Comparison by Cases

Prediction Method RMSE MAE

MLP 2.87 2.51

RNN 2.38 1.87

LSTM 2.62 2.25

Table 2. RMSE by Prediction Method in Case 1

Fig. 5. Comparison of the Results in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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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은 전체 

기간에 대한 RMSE 및 MAE를 나타낸 표이다.

Table 3에 따르면, RMSE가 가장 낮은 딥러닝 기법은 LSTM

이었으며, RNN, MLP의 순으로 RMSE가 낮았다. MAE가 

가장 낮은 딥러닝 기법은 LSTM이었으며, RNN, MLP의 

순으로 MAE가 낮았다. RMSE 및 MAE를 통해 전체 기간에 

대한 예측성능은 LSTM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으며 MLP

가 가장 좋지 않은 성능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적용하지 않은 Case 1과 비교하였을 

경우, MLP의 RMSE와 MAE는 각각 0.41, 0.4가 증가하였으

며, RNN의 RMSE와 MAE는 각각 0.86, 0.89가 증가하였다. 

LSTM의 RMSE는 0.1이 증가하였으나, MAE는 0.13이 감소

하였다. Table 3을 통해 전체기간에 대한 예측성능이 Case 

1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6은 전체 예측기간에 

대한 각 기법의 예측수위 및 관측수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6에 따르면 대청댐의 수위가 가장 높았던 날인 2020년 

7월 31일 03:00의 수위예측결과는 LSTM이 가장 좋은 예측

결과를 나타냈으며, RNN, MLP의 순서로 좋은 예측결과를 

나타냈다. LSTM은 실제 첨두수위와 예측결과 사이의 오차

가 약 5.43 m였으며, RNN의 오차는 약 5.81 m, MLP의 

오차는 약 7.46 m로 나타났다.

정규화를 실시한 자료를 통한 학습 및 예측결과를 통해 

전체 기간에 대해서는 순환신경망 계열인 RNN 및 LSTM이 

MLP보다 낮은 RMSE을 나타냈다. 그러나 첨두수위에서는 

MLP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3.3 Case 3

방류량을 추가한 자료를 통해 학습 및 예측을 진행한 

결과 대청댐 수위가 높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은 예측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는 전체 

기간에 대한 RMSE 및 MAE를 나타낸 표이다.

Table 4에 따르면, RMSE가 가장 낮은 딥러닝 기법은 LSTM

이었으며, RNN, MLP의 순으로 RMSE가 낮았다. MAE가 

가장 낮은 딥러닝 기법은 LSTM이었으며, RNN, MLP의 

순으로 MAE가 낮았다. RMSE 및 MAE를 통해 전체 기간에 

대한 예측성능은 LSTM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으며 MLP

가 가장 좋지않은 성능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ase 

1과 비교하였을 경우, MLP의 RMSE와 MAE는 각각 7.36, 

3.62가 증가하였으며, RNN의 RMSE와 MAE는 각각 0.51, 

0.62가 증가하였다. LSTM의 RMSE와 MAE는 각각 0.09, 

0.06이 증가하였다. Table 4를 통해 전체기간에 대한 예측성능

이 Case 1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7은 

전체 예측기간에 대한 각 기법의 예측수위 및 관측수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7에 따르면 대청댐의 수위가 가장 높았던 날인 2020년 

7월 31일 03:00의 수위예측결과는 RNN이 가장 좋은 예측결

Prediction Method RMSE MAE

MLP 3.28 2.91

RNN 3.24 2.76

LSTM 2.72 2.12

Table 3. RMSE by Prediction Method in Case 2

Fig. 6. Comparison of the Results in Case 2

Prediction Method RMSE MAE

MLP 10.23 6.13

RNN 2.89 2.49

LSTM 2.71 2.31

Table 4. RMSE by Prediction Method in Case 3

Fig. 7. Comparison of the Results in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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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나타냈으며, LSTM, MLP의 순서로 좋은 예측결과를 

나타냈다. RNN은 실제 첨두수위와 예측결과 사이의 오차가 

약 4.00 m였으며, LSTM의 오차는 약 6.74 m, MLP의 오차는 

약 28.63 m로 나타났다. 방류량을 추가한 자료를 통한 학습 

및 예측결과를 통해 전체 기간에 대해서는 순환신경망 계열인 

RNN 및 LSTM이 MLP보다 낮은 RMSE을 나타냈다. MLP의 

경우 방류량을 추가한 자료를 통해 학습 및 예측을 할 경우 

과도한 예측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4 Case 4

방류량을 추가한 자료를 이용해 정규화를 실시한 자료 

통해 학습 및 예측을 진행한 결과 대청댐 수위가 높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은 예측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5는 전체 기간에 대한 RMSE 및 MAE를 

나타낸 표이다.

Table 5에 따르면, RMSE가 가장 낮은 딥러닝 기법은 LSTM

이었으며, RNN, MLP의 순으로 RMSE가 낮았다. MAE가 

가장 낮은 딥러닝 기법은 LSTM이었으며, RNN, MLP의 

순으로 MAE가 낮았다.

RMSE 및 MAE를 통해 전체 기간에 대한 예측성능은 LSTM

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으며 MLP가 가장 좋지 않은 

성능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ase 1과 비교하였을 

경우, MLP의 RMSE와 MAE는 각각 0.64, 0.33이 증가하였으

며, RNN의 RMSE와 MAE는 각각 0.69, 0.74가 증가하였다. 

LSTM의 RMSE와 MAE는 각각 0.36, 0.26이 증가하였다. 

Table 5를 통해 전체기간에 대한 예측성능이 Case 1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8은 전체 예측기간에 

대한 각 기법의 예측수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8에 따르면 대청댐의 수위가 가장 높았던 날인 2020년 

7월 31일 03:00의 수위예측결과는 RNN이 가장 좋은 예측결

과를 나타냈으며, MLP, LSTM의 순서로 좋은 예측결과를 

나타냈다. RNN은 실제 첨두수위와 예측결과 사이의 오차가 

약 2.16 m였으며, MLP의 오차는 약 3.08 m, LSTM의 오차는 

약 4.43 m로 나타났다. 방류량을 추가한 자료를 통한 학습 

및 예측결과를 통해 전체 기간에 대해서는 순환신경망 계열

인 RNN은 MLP보다 낮은 RMSE를 나타냈다.

MLP의 경우 방류량을 추가한 자료를 이용해 정규화를 

실시한 자료를 통해 학습 및 예측을 할 경우 과도한 예측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 Case 5

원자료를 기반으로 지체시간을 고려한 자료를 통해 학습 

및 예측을 진행한 결과 대청댐 수위가 높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은 예측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6은 전체 기간에 대한 RMSE 및 MAE를 나타낸 표이다.

Table 6에 따르면, RMSE가 가장 낮은 딥러닝 기법은 MLP

Prediction Method RMSE MAE

MLP 3.51 2.84

RNN 3.07 2.61

LSTM 2.98 2.51

Table 5. RMSE by Prediction Method in Case 4

Fig. 8. Comparison of the Results in Case 4

Prediction Method RMSE MAE

MLP 2.43 2.05

RNN 2.66 2.14

LSTM 2.69 2.32

Table 6. RMSE by Prediction Method in Case 5

Fig. 9. Comparison of the Results in Cas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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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였으며, RNN, LSTM의 순으로 RMSE가 낮았다. MAE가 

가장 낮은 딥러닝 기법은 MLP이었으며, RNN, LSTM의 

순으로 MAE가 낮았다. RMSE 및 MAE를 통해 전체 기간에 

대한 예측성능은 MLP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으며 LSTM

이 가장 좋지 않은 성능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ase 1과 비교하였을 경우, MLP의 RMSE와 MAE는 각각 

0.44, 0.46이 감소하였으며, RNN의 RMSE와 MAE는 각각 

0.28, 0.27이 증가하였다. LSTM의 RMSE와 MAE는 각각 

0.07, 0.07이 증가하였다. Table 6을 통해 지체시간을 고려한 

자료를 사용해 학습 및 예측을 진행할 경우 MLP의 예측성능

이 개선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9는 전체 예측기

간에 대한 각 기법의 예측수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9에 따르면 대청댐의 수위가 가장 높았던 날인 2020년 

7월 31일 03:00의 수위예측결과는 MLP가 가장 좋은 예측결

과를 나타냈으며, RNN, LSTM의 순서로 좋은 예측결과를 

나타냈다. MLP는 실제 첨두수위와 예측결과 사이의 오차가 

약 0.45 m였으며, RNN의 오차는 약 1.91 m, LSTM의 오차는 

약 5.08 m로 나타났다. 방류량을 추가한 자료를 통한 학습 

및 예측결과를 통해 전체 기간에 대해서는 순환신경망 계열

인 RNN은 MLP보다 낮은 RMSE를 나타냈다. MLP 및 RNN

의 경우 지체시간을 고려한 자료를 통해 학습 및 예측을 

할 경우 과도한 예측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6 Case 6

원자료를 기반으로 지체시간을 고려한 자료를 이용해 

정규화를 실시한 자료를 통해 학습 및 예측을 진행한 결과 

대청댐 수위가 높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은 예측성능

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7은 전체 기간에 

대한 RMSE 및 MAE를 나타낸 표이다.

Table 7에 따르면, RMSE가 가장 낮은 딥러닝 기법은 RNN

이었으며, MLP, LSTM의 순으로 RMSE가 낮았다. MAE가 

가장 낮은 딥러닝 기법은 LSTM이었으며, RNN, MLP의 

순으로 MAE가 낮았다. LSTM이 가장 낮은 MAE를 나타냈으

나, RNN와 약 0.02의 작은 차이를 나타냈다. RMSE 및 MAE

를 통해 전체 기간에 대한 예측성능은 RNN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으며 LSTM이 가장 좋지 않은 성능을 나타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ase 1과 비교하였을 경우, MLP의 RMSE와 MAE는 각각 

0.13, 0.15가 감소하였으며, RNN의 RMSE와 MAE는 각각 

0.27, 0.38이 증가하였다. LSTM의 RMSE는 0.21이 증가하였

으며, MAE는 0.02가 감소하였다. Table 7을 통해 지체시간을 

고려한 자료를 이용해 정규화를 실시한 자료를 통해 학습 

및 예측을 진행할 경우 MLP의 예측성능이 개선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은 전체 예측기간에 대한 각 기법의 

예측수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10에 따르면 대청댐의 수위가 가장 높았던 날인 2020

년 7월 31일 03:00의 수위예측결과는 LSTM이 가장 좋은 

예측결과를 나타냈으며, RNN, MLP의 순서로 좋은 예측결

과를 나타냈다. LSTM은 실제 첨두수위와 예측결과 사이의 

오차가 약 0.12 m였으며, RNN의 오차는 약 2.57 m, MLP의 

오차는 약 9.98 m로 나타났다. 방류량을 추가한 자료를 

통한 학습 및 예측결과를 통해 전체 기간에 대해서는 순환신

경망 계열인 RNN은 MLP보다 낮은 RMSE을 나타냈다. 

MLP 및 LSTM의 경우 지체시간을 고려한 자료를 이용해 

정규화를 실시한 자료를 통해 학습 및 예측을 할 경우 과도한 

예측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7 Case 7

방류량을 추가하여 지체시간을 고려한 자료를 이용해 

정규화를 실시한 자료를 통해 학습 및 예측을 진행한 결과 

대청댐 수위가 높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은 예측성능

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8은 전체 기간에 

대한 RMSE 및 MAE를 나타낸 표이다.

Table 8에 따르면, RMSE가 가장 낮은 딥러닝 기법은 LSTM

이었으며, RNN, MLP의 순으로 RMSE가 낮았다. MAE가 

가장 낮은 딥러닝 기법은 LSTM이었으며, RNN, MLP의 

순으로 MAE가 낮았다. RMSE 및 MAE를 통해 전체 기간에 

대한 예측성능은 LSTM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으며 

MLP가 가장 좋지 않은 성능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rediction Method RMSE MAE

MLP 2.74 2.36

RNN 2.65 2.25

LSTM 2.83 2.23

Table 7. RMSE by Prediction Method in Case 6

Fig. 10. Comparison of the Results in Cas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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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과 비교하였을 경우, MLP의 RMSE와 MAE는 각각 

9.86, 4.55가 증가하였으며, RNN의 RMSE와 MAE는 각각 

0.56, 0.74가 증가하였다. LSTM의 RMSE와 MAE는 각각 

0.42, 0.42가 감소하였다. Table 8을 통해 방류량을 추가하여 

지체시간을 고려한 자료를 이용해 학습 및 예측을 진행할 

경우 LSTM의 예측성능이 개선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Fig. 11은 전체 예측기간에 대한 각 기법의 예측수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11에 따르면 대청댐의 수위가 가장 높았던 날인 2020

년 7월 31일 03:00의 수위예측결과는 RNN이 가장 좋은 

예측결과를 나타냈으며, LSTM, MLP의 순서로 좋은 예측결

과를 나타냈다. RNN은 실제 첨두수위와 예측결과 사이의 

오차가 약 2.60 m였으며, LSTM의 오차는 약 4.40 m, MLP의 

오차는 약 75.42 m로 나타났다. 방류량을 추가하여 지체시간

을 고려한 자료를 통한 학습 및 예측결과를 통해 전체 기간에 

대해서는 순환신경망 계열인 RNN은 MLP보다 낮은 RMSE

을 나타냈다. MLP의 경우 방류량을 추가하여 지체시간을 

고려한 자료를 이용해 정규화를 실시한 자료를 통해 학습 

및 예측을 할 경우 과도한 예측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8 Case 8

방류량을 추가하여 지체시간을 고려한 자료를 이용해 

정규화를 실시한 자료를 통해 학습 및 예측을 진행한 결과 

대청댐 수위가 높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은 예측성능

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9는 전체 기간에 

대한 RMSE 및 MAE를 나타낸 표이다.

Table 9에 따르면, RMSE가 가장 낮은 딥러닝 기법은 RNN

이었으며, MLP, LSTM의 순으로 RMSE가 낮았다. MAE가 

가장 낮은 딥러닝 기법은 RNN이었으며, MLP, LSTM의 

순으로 MAE가 낮았다. RMSE 및 MAE를 통해 전체 기간에 

대한 예측성능은 RNN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으며 

LSTM이 가장 좋지 않은 성능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ase 1과 비교하였을 경우, MLP의 RMSE와 MAE는 각각 

0.33, 0.18이 증가하였으며, RNN의 RMSE와 MAE는 각각 

0.70, 0.80이 증가하였다. LSTM의 RMSE와 MAE는 각각 

0.72, 0.48이 증가하였다. Table 9를 통해 전체기간에 대한 

예측성능이 Case 1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2는 전체 예측기간에 대한 각 기법의 예측수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12에 따르면 대청댐의 수위가 가장 높았던 날인 2020

년 7월 31일 03:00의 수위예측결과는 LSTM이 가장 좋은 

예측결과를 나타냈으며, RNN, MLP의 순서로 좋은 예측결

과를 나타냈다. LSTM은 실제 첨두수위와 예측결과 사이의 

오차가 약 4.21 m였으며, RNN의 오차는 약 4.87 m, MLP의 

Prediction Method RMSE MAE

MLP 12.73 7.06

RNN 2.94 2.61

LSTM 2.20 1.83

Table 8. RMSE by Prediction Method in Case 7

Fig. 11. Comparison of the Results in Case 7

Prediction Method RMSE MAE

MLP 3.20 2.69

RNN 3.08 2.67

LSTM 3.34 2.73

Table 9. RMSE by Prediction Method in Case 8

Fig. 12. Comparison of the Results in Cas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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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는 약 5.22 m로 나타났다. 방류량을 추가하여 지체시간

을 고려한 자료를 이용해 정규화를 실시한 자료를 통한 

학습 및 예측결과를 통해 전체 기간에 대해서는 순환신경망 

계열인 RNN은 MLP보다 낮은 RMSE를 나타냈다. MLP의 

경우 방류량을 추가하여 지체시간을 고려한 자료를 이용해 

정규화를 실시한 자료를 통해 학습 및 예측을 할 경우 과도한 

예측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10은 Case별 가장 낮은 RMSE, MAE 및 오차(Difference)

를 나타낸 기법과 RMSE, MAE 및 오차를 나타낸 표이다. 

오차는 각 Case의 예측결과 중에서 첨두수위가 발생한 2020

년 7월 31일 03:00에서 측정된 수위와 예측된 수위사이의 

차이를 나타낸 값이다.

Table 10에 따르면, 모든 Case 중 LSTM이 4개의 Case에서 

낮은 RMSE를 보여주었다. RNN의 경우 3개, MLP의 경우 

1개 동안 낮은 RMSE를 보여주었다. 8개의 Case에서 가장 

낮은 RMSE를 나타낸 기법은 LSTM이며, 가장 높은 RMSE

를 나타낸 기법은 RNN이었다. Table 10을 통해 LSTM이 

다양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 모든 기간의 RMSE가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Case 중 LSTM이 5개의 Case에서 낮은 MAE를 보여

주었다. RNN의 경우 2개, MLP의 경우 1개 동안 낮은 MAE를 

보여주었다. 8개의 Case에서 가장 낮은 MAE를 나타낸 기법

은 LSTM이며, 가장 높은 MAE를 나타낸 기법은 RNN이다. 

Table 10을 통해 LSTM이 다양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 

모든 기간의 MAE가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Case 중 RNN과 LSTM이 3개의 Case에서 낮은 오차

를 보여주었다. 8개의 Case 동안 가장 낮은 오차를 나타낸 

기법은 LSTM이며, 가장 높은 오차를 나타낸 기법 또한 

LSTM이었다. LSTM은 정규화를 실시한 자료로 학습 및 

예측을 할 경우, RNN 및 MLP보다 낮은 오차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NN은 방류량을 추가한 자료로 

학습 및 예측을 할 경우, MLP 및 LSTM보다 낮은 오차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LP는 원자료 및 지체시간

을 고려한 원자료로 학습 및 예측을 진행할 경우 RNN 및 

LSTM보다 낮은 오차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10을 통해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장점이 있는 RNN 

및 LSTM이 다양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 첨두수위의 오차

가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10에 따르면 Case 7은 오차의 경우 8개의 Case 

중 4번째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RMSE 및 MAE

가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ase 7은 데이터 전처리를 

하지 않은 원자료인 Case 1과 비교하였을 경우 RMSE는 

0.18, MAE는 0.07, 오차는 2.81 감소하였다. Case 1과 Case 

7의 결과를 바탕으로 딥러닝을 통한 수위예측을 진행할 

경우 지체시간과 방류량을 고려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예측정확도를 개선하는데 효율적이다.

4. 결 론

일반적인 딥러닝 기법을 통한 수위예측의 경우 한 가지 

방법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적용한 수위자료를 바탕으로 

수위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적용하여 수위예측에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데이터 전처리 기법에 대해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대청댐

의 수위예측을 위해 딥러닝 기법인 MLP, RNN 및 LSTM을 

사용해 원자료 및 다양한 데이터 전처리 기법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성능을 비교하였다.

RMSE를 바탕으로 결과를 비교할 경우, MLP는 지체시간

을 고려한 자료를 기반으로 학습 및 예측을 할 경우 다른 

Case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1개의 Case를 제외한 

모든 Case에서 RNN 및 LSTM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

다. LSTM은 데이터 전처리를 실행한 자료를 기반으로 학습 

및 예측을 할 경우, MLP 및 RNN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Case가 많았다.

MAE를 바탕으로 결과를 비교할 경우, MLP는 지체시간

을 고려한 자료를 기반으로 학습 및 예측을 할 경우 다른 

Case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1개의 Case를 제외한 

대부분 Case에서 RNN 및 LSTM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LSTM은 데이터 전처리를 실행한 자료를 기반으

로 학습 및 예측을 할 경우, MLP 및 RNN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Case가 많았다.

첨두수위를 바탕으로 결과를 비교할 경우, 8개의 Case 

중 Case 7에서 LSTM이 가장 낮은 오차를 나타냈으며, Case 

Case
RMSE

(Method)

MAE

(Method)

Difference

(Method)

1
2.38

(RNN)

1.87

(RNN)

5.41 m

(MLP)

2
2.72

(LSTM)

2.12

(LSTM)

5.43 m

(LSTM)

3
2.71

(LSTM)

2.31

(LSTM)

4.00 m

(RNN)

4
2.98

(LSTM)

2.51

(LSTM)

2.16 m

(RNN)

5
2.43

(MLP)

2.05

(MLP)

0.45 m

(MLP)

6
2.65

(RNN)

2.23

(LSTM)

0.12 m

(LSTM)

7
2.20

(LSTM)

1.86

(LSTM)

2.60 m

(RNN)

8
3.08

(RNN)

2.67

(RNN)

4.12 m

(LSTM)

Table 10. Comparison RMSE, MAE and Difference (between

Observed Data and Predicted Data) by Each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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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서 LSTM이 가장 높은 오차를 나타냈다. 그러나 8개의 

Case 중 RNN 및 LSTM이 3개의 Case 동안 가장 낮은 오차를 

나타냈다.

다양한 Case를 이용한 대청댐 수위예측결과를 통해 데이

터 전처리 과정을 적용한 자료를 기반으로 학습 및 예측을 

할 경우 RNN 및 LSTM은 MLP보다 댐 수위예측에 대해 

낮은 RMSE, MAE 및 첨두수위에서는 오차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개의 Case 중 지체시간 및 정규화를 

적용한 Case 7은 다른 Case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다양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 중 지체시간 및 정규화를 적용하

였을 때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향후 연구를 통해 각 기법에 대한 은닉층 및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의 자료구축과 함께 수위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데이터 전처리 과정의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기존보다 향상

된 수위예측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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