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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방재

LSTM 기반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섬진강 구례교 지점의
홍수위 예측
Flood Stage Forecasting at the Gurye-Gyo Station in Sumjin
River Using LSTM-Based Deep Learning Models
정재원* · 모혜림** · 이준형*** · 유영훈**** · 김형수*****
Jung, Jaewon*, Mo, Hyelim**, Lee, Junhyeong***, Yoo, Younghoon****, and Kim, Hung Soo*****
Abstract
Instances of flood damage caused by extreme storm rainfall due to climate change and variability have been showing an increasing
trend. Particularly, a flood forecasting and warning system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nonstructural measure for flood
damage reduction, including loss of life. Flood forecasting and warning have been performed by the forecasts of flood discharge
and flood stage using the physically based rainfall-runoff models. However, recently, studies involving the application of a machine
learning-based flood forecasting models, which addresses the limitations of extant physically based flood stage forecasting models,
have been performed. We may require various case studies to determine more accurate methods. Therefore, this study performed
the real-time forecasting of the river water level or stage at the Gurye station of the Sumjin river with lead times of 1, 3, and
6 h by applying a long short-term memory (LSTM)-based deep learning model. In addition, the applicability of the LSTM model
was evaluated by comparing the results with those from widely used models based on support vector machine and multilayer perceptron.
Consequently, we noted that the LSTM model exhibited a relatively better forecasting performance. Therefore, the applicability
of the LSTM model should be extensively studied for flood forecasting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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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기후변화와 기후변동으로 인한 극한 호우의 발생으로 홍수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인명 손실을 포함한 하천홍수
피해 저감을 위해 비구조적 방법인 홍수예경보시스템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홍수예경보는 물리적 모형인 강우-유출
모형에 의한 홍수량 및 홍수위 예측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 물리적 기반의 홍수위 예측 모형의 단점을
보완한 머신러닝 기반의 홍수위 예측 모형을 적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적용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ong Short-Term Memory (LSTM) 기반의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섬진강 수계 구례
지점의 하천 수위를 1, 3, 6시간 선행 예측하고, 선행 예측 시간에 따른 예측 정확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서포트벡터머신(SVM) 모형, 다층퍼셉트론(MLP) 모형을 적용한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LSTM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평가 결과, LSTM 모형이 다른 모형 보다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홍수 예측을
위해 LSTM 모형의 적용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 머신러닝, 딥러닝, LSTM, 홍수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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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이상기후로 발생에 따라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홍수 피해가 매년 증가하
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2009~2018) 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약 1천 5백억 원으로
태풍, 대설, 지진, 풍랑, 강풍 등의 원인들 중 가장 큰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MOIS, 2019). 또한 지난 2020년
한반도 전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31명이 사망하고
약 7,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3만 건 이상의 시설과
2만 6천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특히
섬진강 일부 지역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하천 수위를 예측
하지 못하여 인명피해를 비롯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러한 하천 범람은 침수피해 뿐 아니라 주요 기반
시설물의 손상으로 인해 교통 및 통신 두절 등 주변 지역으로
의 2차 피해를 연쇄적으로 유발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Park and Kim, 2020;
Jeong et al., 2019).
실시간 수위 예측을 통한 예경보 시스템은 극한 호우
발생시 실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비구조적
대책이라 할 수 있다(Jung et al., 2018; Liu et al., 2018).
국내의 경우 ｢하천법시행규칙 제 23조 제 2항｣에 의하여
한국 홍수통제소에서 주요 지점 65개소에 대해 홍수예경보
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때 Navier-Stokes 방정식을 비롯한
미분방정식을 해석하는 수치모형인 저류함수모형을 통해
하천 수위를 예측하고 있다(Yoo et al., 2019; Lee, 2021).
하지만 저류함수모형의 경우 수문 및 지형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국내 유역의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매개
변수 추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Song et al., 2006; Kim et al., 2008; Choi et al., 2010;
Park et al., 2021; Lee, 2021). 그 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유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매개변수를 산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의 결과로, 예경보 지점 65개소에 대해서는
홍수 예측의 믿을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대유역 중심의 하천 홍수를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경보 지점이 대하천 본류에 위치하고
있어 그 외 지점들에 대한 실시간 예측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위 예측 연구 사례를 보면, 크게
개념적 모형, 물리적 기반 모형, 자료 기반 모형을 적용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Mosavi et al., 2018, Zounemat-Kermani
et al., 2020). 앞의 두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예측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상학적, 지형학적, 지질학적
매개변수가 많아 가용한 정보가 없을 시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물리적 기반 모형의 경우에는 구축 및
모의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후속조치
를 위한 선행시간 확보가 필수인 홍수 예보에서 그 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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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일 수 있다(Jung et al., 2018). 반면 자료 기반 모형의
경우 입출력간의 관계가 블랙박스로 처리되어 유역 및 하도
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수리수문학적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나, 비교적 적은 양의 변수를 통해서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특히 하천 수위와
같이 비선형적 특성을 가지는 자료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우수한 예측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컴퓨팅
성능 및 기술 발전과 더불어 많은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Maier and Dandy, 2000).
실제 이러한 자료기반 모형, 소위 머신러닝 모형을 적용한
연구사례를 보면 주로 인공신경망 모형(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뉴로-퍼지 추론 시스템(Adaptive Networkbased Fuzzy Inference System, ANFIS), 서포트 벡터 머신
(Support Vector Machine, SVM), 그래디언트 부스트(Gradient
Boost, GB), 다층 퍼셉트론(Mulit Layer Perceptron, MLP)
등을 이용한 수위예측 연구가 수행되어왔다(Thirumalaiah
and Deo, 1998; Suykens and Vandewalle, 1999; Supharatid,
2003; Chiang et al., 2010; Chen et al., 2012; Hidayat et al.,
2014; Dineva et al., 2014; Gizaw and Gan, 2016; Kim et
al., 2016; Kim and Tachikawa, 2017; Mosavi and Edalatifar,
2018; Taherei Ghazvinei et al., 2018; Yoo et al., 2019).
또한 근래에 들어서는 심층신경망 구조를 갖는 딥러닝 기반
의 순환신경망 모형(Recurrent Neural Network, RNN)과 비
선형 자기회귀 신경망 모형(Nonlinear autoregressive network
with exogenous inputs, NARX)와 같이 발전된 형태의 머신러
닝 모형을 적용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Lee and Tuan
Resdi, 2016; Yoo et al., 2019; Lee et al., 2020). Yoo et
al. (2019)은 기존 ANN 모형을 활용하여 수위예측을 한
연구들이 시간적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적하였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NARX 모형을 적용하여
한강대교의 수위를 예측하였다. 하지만 NARX모형의 경우
입력자료의 길이가 길 때 발생하는 기울기 소실(Vanishing
gradient) 문제를 한계로 지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Long-Short Term Method (LSTM) 모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LSTM 모형을 적용한 수위 예측 연구의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수행되었으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적용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Jung et al., 2018;
Lee et al., 2018; Yoo et al., 2019; Song et al., 2020; Park
and Kim,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STM 모형을 적용하여 섬진강
수계 구례 지점의 하천 수위를 1, 3, 6시간 선행 예측하고,
선행 예측 시간에 따른 예측 정확도의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SVM 모형, MLP 모형을 적용한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LSTM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적용 모형
2.1 서포트 벡터 머신
서포트 벡터 머신(SVM)은 Vapnik (1995)에 의해 제시된
방법이며, 선형으로 서로 다른 클래스의 벡터들을 그 사이의
거리에 대한 최대의 마진(margin)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서포
트 벡터들로 이루어진 초평면을 찾는 방법이다(Lee et al.,
2016; Choi and Moon, 2013). 선형으로 분류 불가능한 데이터
에 대해서는 커널함수를 이용하여 평면에서 고차원 공간에
사상시킨 뒤 분류하는데, 대표적인 커널함수의 종류로는
polynomial, sigmoid, Radial Basis Function (RBF) 등이 있다
(Park, 2006). SVM에 ε-무감도 손실함수(ε-insensitive loss
function)를 도입하여 회귀(regression)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
록 확장한 방법을 서포트 벡터 회귀(Support Vector Regression,
SVR)라 한다(Kim et al., 2012). 즉, SVM은 분류 문제에서
데이터를 ‘+1’ 클래스와 ‘-1’ 클래스로 구분하는 데 사용되지
만, SVR은 임의의 실수값을 예측할 수 있도록 SVM을 일반
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Lee, 2021). SVR 모형 구조의
모식도는 다음 Fig. 1과 같다.
2.2 다층 퍼셉트론
ANN은 시냅스의 결합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인공 뉴런
(노드)가 학습을 통해 시냅스의 결합 세기를 변화시키며 문제
를 해결하는 모형을 말한다(Kang and Lee, 2011). ANN 모형
에는 여러 구조가 있으며 퍼셉트론은 입력층, 출력층, 가중치
및 임계치 벡터로 구성된 구조를 말한다(Hong and Ahn,
2021). 그 중에서 다층 퍼셉트론(MLP)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하나 이상의 은닉층이 존재하는 ANN 모형으로,
기존의 ANN이 비선형 문제는 해결 못하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MLP의 입력층은 다수의 입력 데이터를
받고, 출력층은 데이터의 출력을 담당한다. 은닉층은 입력층
과 출력층 사이에서 두 층을 연결시킨다. 은닉층의 층수와
각 층의 노드 개수를 설정하여 모델을 구성한다(Lee et al.,
2013). MLP 모형 구조의 모식도는 다음 Fig. 2와 같다.
2.3 Long Short-Term Memory (LSTM)
LSTM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직접 학습하는 RNN의 일종
이다(Han et al., 2021). 일반적으로 RNN은 기존 알고리즘과
다르게 이전 단계의 정보를 저장하고 다음 단계에서 이를
입력으로 사용함으로써 긴 시퀀스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데이터의 분석에 주로 사용된다. RNN에서
발생하는 오차경사의 기울기 소실 및 최적화 오류를 해결하
고 입력 자료에 대한 정보를 더욱 장기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은닉층에 셀 상태(cell state)구조를 추가한 모형이다
(Jung et al., 2018).
다음 Fig. 3은 LSTM 구조의 모식도이다. LSTM에서는
입력게이트(Input gate,  ), 망각게이트(forget gate,  ), 출력

게이트(output gate,  )가 있어 전 단계의 정보 중에서 버릴
것과 업데이트 할 것을 결정하여 다음 단계로 전달한다.
먼저 망각게이트( )는 어떤 정보를 버릴 것인가에 대한
계산을 하며, 이전 단계의    과 현재 단계의  를 시그모이
드 함수에 적용하여 0과 1사이의 값을 산정한다. 이를 현재
상태와 곱해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정보를 사용할지 제거할
지를 선택한다.
   ×       

(1)

여기서  는 활성화함수, 는 망각게이트의 가중치, 는
편향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입력게이트(  )라 불리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Fig. 1. SVR Structure

Fig. 2. MLP Structure

Fig. 3. LST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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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지를 결정한다. 하이퍼탄젠트
  벡터를 만들게
함수(tanh)를 통해 새로운 후보 값들인 
되고,  값과 조합하여 셀 상태에 더한다.
   ×       

(2)


   tanh  ×       

(3)

Eqs. (1)~(3)의 결과들을 이용하여, 과거 상태인    을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상태  를 만든다. Eq. (4)를 이용하여
현재 단계에 대한 정보 상태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      × 


(4)

마지막으로 출력게이트( )를 통해 최종적인 결과가 도출
되며, 셀 상태의 어느 부분을 도출할지 결정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Eq. (5)를 이용하고, Eq. (6)을 통해
현재 셀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       

(5)

   × tanh   

(6)

3. 모형 적용 및 분석
3.1 대상 유역 및 자료 수집
대상 유역은 지난해 큰 피해를 입은 섬진강 유역으로,
중류에 위치한 구례군(구례교) 지점의 수위를 예측하였다.
섬진강 유역은 국내 5대강 유역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세 개도에 걸쳐있고 유역면적으로는 네 번째
큰 유역이지만, 다른 하천에 비하여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
으로 소외되어왔다(Jung et al., 2020). 또한 상대적으로 치수
능력이 부족하여 홍수피해에 대해 가장 취약할 것으로 평가
된 바 있다(Lee et al., 2011). 구례군(구례교) 수위 관측
지점은 섬진강의 중류부에 위치하여 조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상류에 구례군(송정리) 수위 관측 지점이 위치하고
있어 상류 수위자료를 예측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근
강우 관측소 중 관측 기간이 15년 이상인 남원 지점의 강수량
자료를 예측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대상 지점으로
선정하였다(Fig. 4).
구례군(구례교)과 구례군(송정리) 지점에 대해 2006년부
터 2020년까지의 총 15년간의 10분 단위 수위자료를 수집하
였고, 동일한 기간의 남원 지점의 강수량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간 내의 홍수기 자료인 6월에서 9월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였으며, 모형의 학습을 위한 훈련자료로는 2006년부터 2017
년까지 12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0년
까지의 3년 기간을 검증 및 시험자료로 사용하여 구례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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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ocation Map of the Target Basin and Stations

례교)의 실제 수위 관측과 비교하여 모형의 적용성을 평가하
였다.

3.2 모형 구축
3.2.1 SVR 모형 구축
본 연구에서는 구례군(구례교)의 수위를 선행시간 1, 3,
6시간별로 예측하고 예측정확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변수로 사용되는 시계열 자료는 정규분포를 따르
는 것으로 가정하여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는 standard
scaler 변환을 통해 정규화하여 사용하였다. SVR 모형 구축
시 커널함수(Kernel function)로는 선행 연구사례에서 성능
이 검증된 Radial basis function을 적용하였다(Tay and Cao,
2001; Park and Kim, 2007; Kim and Ahn, 2010; Lesmeister,
2017; Choi et al., 2019). 모형의 하이퍼파라미터인 C값과
 (epsilon)값은 랜덤하게 선택하여 각각 최적의 결과값을
가지는 0.01과 0.2로 설정하였고,  (gamma)값은 기본값인
1로 선택하였다.
3.2.2 MLP 모형 구축
MLP 모형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하나 이상의 중간층
인 은닉층(hidden layer)이 존재하는 신경망으로 본 연구에서
는 2개의 은닉층으로 다음 Fig. 5와 같이 첫 번째 은닉층에
3개 노드, 두 번째 은닉층에 2개 노드로 구성하였다. 이때
은닉층의 노드(node) 수는 많아질수록 출력시 일반화가 어렵
고, 적으면 복잡한 의사결정 경계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노드 개수의 선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행착
오법(trial and error)을 통해 최적의 개수를 선정하였다. 각
시계열 자료는 min-max scaler 변환을 통해 0~1값으로 정규
화하여 사용하였다. 학습시 역전파 알고리즘(Back Propagation
Algorithm)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하였고, 학습횟수는 기본
값인 100회로 학습하였다.

Table 1. Comparisons of ML Models’ Performance
Lead time

Model performance

Model

1-hour

3-hour
(a) 1-hour lead time
6-hour

NSE

R2

RMSE

SVR

0.6754

0.7019

0.0216

MLP

0.9591

0.9609

0.0315

LSTM

0.9796

0.9815

0.0291

SVR

0.6558

0.6869

0.0373

MLP

0.9178

0.9249

0.0657

LSTM

0.7810

0.8042

0.0612

SVR

0.6018

0.6504

0.1056

MLP

0.8530

0.8655

0.0856

LSTM

0.6872

0.7862

0.2121

(learning rate)는 0.00001, 학습횟수(epoch)는 10회로 구성하
였으며, 최적화 알고리즘으로는 ‘Adam’을 사용하고 loss
function으로는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d Error)를 선택
하였다.

4. 모의 결과 및 분석
(b) 3-hour lead time

예측된 수위의 정확도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Nash-Sutcliffe
Efficiency (NSE), R2, Root Mean Square Error (RMSE)의
세 개의 평가지표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1, 3, 6시간
선행 예측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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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6-hour lead time



    






  


  
    
 

Fig. 5. Visualization of MLP Models



(8)



3.2.3 LSTM 모형 구축
LSTM 모형의 학습과 예측을 위해서 상류지점인 구례군
(송정리), 구례군(구례교)의 10분 단위 수위자료와 선행 5일
강수량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때 1, 3, 6기간 선행 예측을
위해서 자료는 각각 1, 3, 6시간 전의 자료를 학습에 사용하였
고, 각 시계열 자료는 min-max scaler을 통해 정규화하였다.
학습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실함수(loss function)
에서 loss의 변화가 더 이상 없거나 오차가 증가할 때 학습을
멈추는 학습 조기 종료(early stopp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오버슈팅과 오버피팅 및 언더피팅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적으로 조절하였다. 학습속도

 




 
   







(9)

여기서,  와  는 시간 에서의 관측 수위와 예측 수위,

와 
 는 관측 수위와 예측 수위의 평균값,  은 자료의
개수를 의미한다.
각 모형의 예측 결과와 관측 자료를 비교하여 산정한
평가지표를 예측모형별, 선행시간별로 정리하였다(Table
1). 이를 통해 모형의 예측 성능을 비교한 결과, 모형간
비교시에는 SVR 모형을 통한 예측 결과의 NSE, R2 값이
상대적으로 작고 RMSE 값이 크게 나타났다. MLP와 L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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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였으며, 1시
간 선행 예측시에는 LSTM 모형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선행시간별 예측성능의 비교시에는 LSTM 모형의
예측 성능이 큰 폭으로 감소함을 보였다.
다음 Fig. 6에서는 모형별 예측 결과와 관측 수위 자료를
시계열 그래프로 선행 예측시간별로 도시하였다. 전반적인
수위 변화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도 집중

호우시 발생한 첨두수위의 경우 LSTM모형을 제외한 SVR
과 MLP 두 모형은 과소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예측시간이 길어질수록 관측값과 예측값의 오차가 크
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은 예측값(prediction)과 관측값(observation) 간의
산점도를 통해 각 모형별, 선행시간별 예측 결과를 도시하였
다. SVR과 MLP 모형의 경우 고수위의 경우 과소 추정되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였으며, LSTM의 경우에는 1시간 선행예
측 시에는 비교적 고수위를 잘 예측하나 3시간, 6시간 선행
예측시에는 다른 두 모형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5. 결 론

(a) 1-hour lead time

(b) 3-hour lead time

(c) 6-hour lead time
Fig. 6. Water Level Prediction Results of M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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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홍수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
로 섬진강 구례 지점에 대해 1, 3, 6시간 선행하여 하천
수위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측을 위한 모형으로
는 머신러닝 3개 모형, SVR, MLP, LSTM 모형을 각각 적용하
였으며 선행 예측 결과의 비교를 통해 모형 성능을 비교⋅평
가하였다. 연구 결과에서는 일반적으로 3개 모형 결과 모두
1시간 선행 예측 성능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선행시간
이 길어질수록 오차가 커지고 예측 정확도가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2020년도 발생한 극한 사상에 대한 예측 결과에
서는 SVR과 MLP 모형의 경우 다소 큰 오차가 발생하였고
실제 관측수위보다 과소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LSTM
모형의 예측 결과에서는 1시간 예측 시에는 첨두값을 비교적
잘 반영하였으나 3, 6시간 선행예측 결과는 동일하게 과소
추정되었다. 3, 6시간 선행 예측시에는 MLP 모형을 이용하
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나, 종합적으로 LSTM 모형을
이용한 1시간 선행 예측 결과의 예측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NSE: 0.98, R2: 0.98, RMSE: 0.22 m).
본 연구를 통해 연속된 시계열 예측을 위해 기울기 소실
문제를 개선한 모형인 LSTM 모형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홍수예경보 시스템이 가지는 공간적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와 기존 물리적 기반 모형이 지니는 자료
수집 및 모형 구축 과정에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하지만 선행시간 1시간 이상의 예측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0년도 발생한 홍수시의 첨두 수위의 경우
에 분석기간(2006.06~2020.09) 내 최대 수위로, 예측 결과와
관측값의 오차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입력 자료를
통해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형의
한계로 생각된다. 따라서 실제 집중호우 발생시 실시간 수위
예측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고려하고 기존 모형의
결과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보다 정확한
예측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 SVM

(b) MLP

(c) LSTM
Fig. 7. Scatter Plots of Observation Versus Prediction Using M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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