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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소규모 강의 범람 예측을 위한 인공 수위 예측 시스템을 제안한다. 강의 수위 예측은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하천 범람에 영향을 미치는 강 또는 강우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범람 모델을 

구축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하류 수위는 상류의 인접한 수위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 지점에서 수위를 예측하기 위해 두 개의 상류 측정 지점의 수위를 순환신경망(LSTM)

을 사용하여 인공 지능 모델을 구축했다. 제안 된 인공 지능 시스템은 수위 측정기를 설계하고 Nodejs를 사용하여 서

버를 구축했다. 제안 된 신경망 하드웨어 시스템은 실제 강에서 6시간마다 수위를 잘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rtificial water level prediction system for small river flood prediction. River level 
prediction can be a measure to reduce flood damage. However, it is difficult to build a flood model in river because of 
the inherent nature of the river or rainfall that affects river flooding. In general, the downstream water level is affected 
by the water level at adjacent upstream.

Therefore, in this study, we constructed an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 using Recurrent Neural Network(LSTM) that 
predicts the water level of downstream with the water level of two upstream points. The proposed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designed a water level meter and built a server using Nodejs. The proposed neural network hardware system can 
predict the water level every 6 hours in the real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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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 재해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형이 고르지 못한 산간 지형, 농어촌 그리고 하

천들을 끼고 조성되어 있는 도심 공원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2009

년부터 2018년까지의 원인별 기상재해 피해액 중에서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대설, 강풍, 풍랑, 지진 

등의 원인들 보다 많은 피해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지자체는 가옥과 농경지 보호를 위해 많

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하천의 범람은 침수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교

통 및 통신 두절 등의 2차 재해를 발생시키므로 하천 범

람을 예측하고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천의 범람 예측을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천 범람 예측에 대한 연구는 홍수유출의 도달시간에 

관한 연구, 하천의 수위 변화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 강
우-유출 모형의 이론적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이 있

다[1].
하천 관리에 있어 도달 시간은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

이며 이에 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복합 유역에 

대해 경험에 의한 예측 공식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2]. 그리고 총 강우량, 총 유출량, 첨두 강우량/총 강우

량, 첨두 유출량/총 유출량, 지체시간, 도달시간 등으로 

총 6개의 변수를 산정하여 인공신경망의 모형으로 도달 

시간을 예측하는 인공 지능 모델 방식의 연구도 있

다.[3]. 그리고 강우 유출량 예측을 위한 이론적 모형에 

관한 연구에서도 인공신경망의 도입으로 많은 예측 모

델을 개발하고 있다[4]. 
본 연구는 소하천 범람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 수위 예

측 하드웨어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현의 후속 연구이다

[5]. 소 하천 범람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 수위 예측 하드

웨어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천의 상류 두 지

점과 현재 예측하려는 지점의 수위와 수위 변화량에 의

해 생성된 인공신경망 모델이 현재로부터 특정 시간 이

후의 하류 수위 예측을 강우량의 변수 없이도 오차 범위 

내에서 잘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특정 시간 후의 하류 수위 예측에 가장 민감한 

요인은 현재 지점의 수위인 하류 지점 수위이며 가장 민

감도가 높은 요인은 현재 지점의 수위 변화량임을 확인

하였으나 상위 두 지점의 수위와 수위 변화량을 무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 유역의 임의 지점과 인접한 지

점 들은 위치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정 하에 동일 유역

에서의 상류 및 인접 지점의 수위와 그 지점들의 수위 

변화량으로 하류의 수위를 예측하는데 딥러닝 알고리

즘인 LSTM(Long Short-Term Memory)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회귀 신경 네트워크 (RNN)는 순차적 데

이터를 단계별로 입력하여 순차적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이용된다. 강의 범람은 일시적 입력 변수의 출력이아

니라 연속적 변화의 집합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현재 측정 지점의 시 계열뿐만 아니라 상류의 측정 지점

의 시간적 수위와 수위 변화 추이가 내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동연교, 군문교, 

팽성 대교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팽성 대교의 수위를 현재로부터 실제 6시간, 
12시간, 18시간 이후의 수위를 예측하는 실시간 시스템

을 구축하려 한다.
또한 본 시스템을 실제 하천에 적용하고 운용하기 위

해 Nodejs을 이용한 서버를 구축[6,7]하고 자동으로 수

위 측정을 위한 하드웨어 시스템과 특정 시간의 수위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인공신경망 모델 시스템

을 설계하고자 한다.

Ⅱ. 수위 예측 하드웨어 시스템 설계

Fig. 1 Hardware block diagram

그림 1은 본 연구에서의 실험을 위한 시뮬레이션 시

스템의 하드웨어 블록도이다. ARM Cortex-M0 프로세

서는 주변 디바이스 제어와 센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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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tex-A53(ARMv8) 64Bit 프로세서는 서버를 구동하

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웹으로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설계된 하드웨어 모듈로 3개의 HC-SR04 초음파 센

서를 통해 수위를 측정하며 Pump Motor를 구동하기 위

해 Motor Control, Potentiometer를 포함하는 수위 조절 

제어 장치를 구축하였다.

Fig. 2 Software block diagram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프트웨어 블록도이

다. H/W Control에서 얻은 수위 데이터를 직렬 통신으

로 Server로 전송하고 User가 서버에 접속하면 수위 데

이터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Fig. 3 Simulation system for measuring water level

그림 3은 수위 예측 실험을 위한 하드웨어 시뮬레이

션 실험 장치이다. Fig. 3에서 오른쪽부터 상류(A1), 중
류(A2), 하류(A3)로 실험적 환경을 구축하였고 수위 측

정을 위해 A1~A3 박스 위에 초음파 센서를 부착하였다. 
그리고 T1으로 표기된 물탱크 안의 펌프 모터로 물을 공

급한다.

Fig. 4 Top design of hardware

그림 4는 ARM Cortex-M0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컴포넌트 모듈들을 보여주고 있다.
서버와 H/W Control 보드 간의 통신은 UART 모듈을 

통해 직렬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며 초당 전송 비트 

수는 115200, Databits는 8, Parity는 없음, StopBits는 1
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의 Trigger 신호 출력을 위해 타이

머/카운터 모듈을 PWM 모드로 설정하고 출력 line에 

60ms 주기로 10us의 폭의 펄스를 출력한다. Echo 신호

를 받는 타이머/카운터 모듈들은 입력 캡처 인터럽트를 

발생하도록 설정하였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캡

처 레지스터 값을 읽어서 처리한다. 
그리고 ADC, PWM_1 모듈에 연결된 가변 저항과 펌

프 모터를 통해 물의 공급량을 제어하였다.
또한 H/W Control의 각 모듈들은 Clock_1, Clock_2

모듈에 연결되어 1Mhz의 속도로 동작한다.

Fig. 5 Flowchart between server and hardwar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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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수위 조절 제어 장치(H/W Control)와 수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Server의 Flow Chart를 

보여주고 있다. H/W Control에서 Server로부터 시작 명

령을 받으면 펌프 모터로 물을 공급하고 초음파 센서로 

수위를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Server로 전송한

다. 그리고 Server에서 설정해 놓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종료 명령을 통해 csv 형식의 파일로 수위 데이터를 저

장하게 된다.

Fig. 6 Display water level data graphs for servers

그림 6은 사용자가 서버에 접속하였을 때 브라우저 

화면을 보여주며 팽성 대교의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의 수위 데이터를 그래프로 확인 할 수 있다.

Ⅲ. 실험 및 결과

실험 환경인 PC의 OS는 Windows 10을 기반으로 하

였다. 그리고 수위 예측 모델링 실험 및 결과를 위한 데

이터의 예측 및 검증에는 Python 언어를 사용하고 keras, 
matplotlib, skeras, pandas, model_selection 등의 라이브

러리들을 사용하였다.
수위 예측 모델링 구축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은 한강 

홍수 통제소 사이트(http://www.hrfco.go.kr)에서 2014
년부터 2018년도의 5년간 매년 6월부터 9월까지의 수

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실제 하천 범람은 연중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6월부터 9월까지의 데이터만 유

효하다. 수위 예측을 위해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동연

교, 군문교 및 팽성대교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월
부터 9월까지 기록된 수위와 수위 변화량이고 2018년 6
월부터 9월까지의 팽성 대교 수위와 수위 변화량은 예

측하고자 하는 목표 데이터로 사용되었다.
그림 7은 지도상에서의 동연교, 군문교, 팽성 대교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수위 관측소의 위치는 빨간 색으

로 표시하였으며 지도 상단에 위치한 것은 동연교이고 

하단 오른쪽은 군문교, 왼쪽은 팽성 대교이다.

Fig. 7 The location of Dongyeon Bridge, Gunmun Bridge, 
and Paengseong Bridge on the map

Fig. 8 Learning curve for predicting the water level after 
6 hours in the Paengseong Bridge by LSTM

Fig. 9 Comparison of the predicted and actual values of 
water level prediction after 6 hours of Paengseong Bridge 
with L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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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LSTM으로 팽성 대교의 6시간 후의 수위 예

측에 대한 학습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학습 횟수를 나

타내는 Epoch는 400이고 손실률(Loss)은 0.0004484이
다. 그림 9는 LSTM으로 팽성 대교의 6시간 후의 수위 

예측에 대한 예측 값과 실제 수위를 보여주고 있다.
Original test는 팽성 대교의 2018년 6월부터 9월의 실

제 수위이며 Prediction test는 팽성 대교의 2018년 6월
부터 9월의 실제 수위에서 6시간 후의 수위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1 LSTM Model

Layer(type) Output Shape Param

input_1(InputLayer) (None, 12, 6) 0

lstm_1(LSTM) (None, 20) 2160

dense_1(Dense) (None, 1) 21

표 1은 생성된 LSTM 모델이다. LSTM의 내부 파라

미터와 LSTM과 출력 계층 사이의 가중치를 포함하여 

훈련 가능한 매개 변수의 수는 2181개이다.

Fig. 10 Learning curve for predicting the water level 
after 12 hours in the Paengseong Bridge by LSTM

Fig. 11 Comparison of the predicted and actual values 
of water level prediction after 12 hours of Paengseong 
Bridge with LSTM

그림 10은 LSTM으로 팽성 대교의 12시간 후의 수위 

예측에 대한 학습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Epoch는 400, 
손실률은 0.0006480 이다. 그림 11은 LSTM으로 팽성 

대교의 12시간 후의 수위 예측에 대한 예측 값과 실제 

수위를 보여주고 있다.

Fig. 12 Learning curve for predicting the water level 
after 18 hours in the Paengseong Bridge by LSTM

Fig. 13 Comparison of the predicted and actual values 
of water level prediction after 18 hours of Paengseong 
Bridge with LSTM

그림 12는 LSTM으로 팽성 대교의 18시간 후의 수위 

예측에 대한 학습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Epoch는 400, 
손실률은 0.0007624 이다. 

그림 13은 LSTM으로 팽성 대교의 18시간 후의 수위 

예측에 대한 예측 값과 실제 수위를 보여주고 있다.
표 2는 팽성 대교의 6시간, 12시간 및 18시간 후의 수

위 예측에 대한 손실율과 예측 수위의 RMS(Root Mean 
Square) 에러를 나타낸다. 6시간 후의 수위를 예측 하였

을 때, 손실률과 RMS 에러는 각각 0.0004484과 

0.0211754로 나타났으며 12시간 혹은 18시간 이후의 예

측에 대해서는 손실율과 RMS 에러가 다소 증가되지만 

팽성 대교의 2018년의 실제 수위를 예측 수위가 잘 따라

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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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valuation Loss and RMS error

The predicted 
level after 

6 hours

The predicted 
level after 
12 hours

The predicted 
level after 
18 hours

Evaluation 
Loss 0.0004484 0.0006480 0.0007624

RMS error 0.0211754 0.0254569 0.0276125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하천 범람 예측을 위한 수위 예측 시스

템 구현하였다. 실시간 예측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서

버를 구축하고 수위 측정 하드웨어 시스템과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평택시에 위치한 팽성 대교의 수위를 예측하기 

위해 상위 두 지점인 동연교와 군문교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수위와 수위 변화량을 독립 변수로 하고 

LSTM을 통해 팽성 대교의 6시간, 12시간, 18시간 후의 

수위를 예측 모델링 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팽성 대교의 

2018년의 수위를 예측한 결과, 팽성 대교의 6시간 후의 

수위를 예측하였을 때, 손실률과 RMS 에러는 각각 

0.0004484과 0.0211754으로 나타났으며 12시간 혹은 

18시간 이후의 예측에 대해서는 손실율과 RMS 에러가 

다소 증가 된다. 따라서 수위 예측 모델이 잘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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