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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lood control offices of main rivers have used a storage function model to forecast flood stage in Korea and studies of

flood forecasting actively have been done even now. On this account, the storage function model, which is used in flood con-

trol office, regression models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are applied into flood forecasting of study watershed in this

paper. The result obtained by each method are analyzed for the comparative study. In case of storage function model, this paper

uses the representative parameters of the flood control offices and the optimized parameters. Regression coefficients are

obtained by regression analysis and neural network is trained by backpropagation algorithm after selecting four events between

1995 to 2001.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shown that the optimized parameters are superior to the representative parameters

for flood forecasting. The results obtained by multiple, robust,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one of the regression methods,

show very good forecasts. Although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shows less exact results than the regression model, it

can be efficient way to produce a good forec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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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홍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국내 5대강 유역의 홍수통제소는 저류함수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홍수예측에 대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홍수통제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저류함수모형과 과거의 강우-수위 관계

를 이용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그리고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홍수를 예측하고 이를 비

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저류함수모형의 경우는 홍수통제소의 대표매개변수와 보정된 최적(평균)매개변수를 적용하였다. 그리

고 회귀분석과 인공신경망은 1995~2001년까지의 홍수사상 중 4개의 홍수사상을 선택하여 회귀계수를 구하고 역전파

(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학습을 시켰다. 그 결과 저류함수모형의 경우 최적 매개변수를 이용하였을 때 기존

의 홍수통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매개변수보다 예측이 개선되었으며, 회귀분석의 방법인 다중회귀분석, Robust 회귀분

석, Stepwise 회귀분석을 이용한 홍수예측은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한 인공신경망의

경우도 회귀분석을 이용한 홍수예측보다는 다소 못하였지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핵심용어 : 저류함수모형, 다중회귀분석, Robust 회귀분석, Stepwise 회귀분석, 인공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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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역 내 수문순환시스템은 그 자체가 비선형성이 강하고

여러 가지 변동성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강우로부터 홍수를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홍수는 인간의 생명

과 재산에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으므로 빠르고 정확하게 홍

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홍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국내 5대강 유역의 홍수통제소

는 저류함수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홍수예측에 대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계측 지점에서의 유출모의 및 예측(안상진 등,

2005), 단기 예측강우를 활용한 실시간 유량 예측기법의 적용

(김진훈 등, 2005)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회귀분석과 신경

망을 이용한 홍수예측에 관한 연구는 한강 인도교 수위와 영

향인자간의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홍수위예측모형(윤강훈 등,

1994), 신경망 이론과 회귀분석을 통한 홍수위예측(손민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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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신경망 모형을 이용한 홍수유출 예측시스템의 개발

(안상진 등, 2004)등이 진행되었다. 외국에서는 홍수경보를

위한 예측(Robert 등, 2005)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회귀

분석과 신경망을 이용한 홍수예측에 관한 연구는 강우-유출

과정에 대해 신경망 모형과 ARMAX모형, SAC-AMA 모형

을 적용(HUS 등, 1995)한 연구가 있었고, 신경망 이론을

실시간 홍수예측에 이용(Thirumalaiah 등, 1998)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과 신경망을 홍수예측에 적용(Phien 등, 2003)

한 연구 등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본 논제(송재현 등, 2005)의 대표 및

최적매개변수를 사용한 홍수예측 결과와 과거의 강우-수위

관계를 이용한 회귀분석, 그리고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홍

수를 예측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적용이론

2.1 회귀분석

2.1.1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가 하나이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가 선

형인 것을 단순회귀분석이라 한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실제

에 적용할 때 하나의 독립변수만으로 종속변수를 충분히 설

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할 경우가 많은데

이를 다중회귀분석이라 한다. 독립변수가 n개인 다중회귀분

석을 일반적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Y는 종속변수, βn는 회귀계수, xn는 독립변수를 나타낸

다. 독립변수 xn의 회귀계수 βn은 다른 독립변수들이 xn이 1단

위 증가할 때, 이에 따른 종속변수 Y의 변동폭을 나타낸다. 구

하고자 하는 종속변수 Y의 정확성은 회귀계수 βn에 의해 결정

되므로 회귀분석을 통해 정확한 βn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1.2 Robust 회귀분석

정규이론에 의한 통계적 방법은 데이터들의 정규성을 가정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규성을 가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한쪽으로 치우친 데이터들도 있다. 이러한 경우 많은

오차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Robust 회귀분석이다. 이 방법은 정규성을 가정할 수 없는

데이터, 즉 이상점들에 적은 가중치를 주어 오차를 작게 하

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중치 함수를 Bisquare 함수를 사용하였다.

오차를 Bisquare 함수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서

가중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Bisquare 함수의 가중치 함수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w는 가중치, e는 오차, k는 조율상수(tuning constant)를

나타낸다.

2.1.3 Stepwise 회귀분석

회귀분석을 하는 경우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

들이 미리 확고부동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

개의 경우는 우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

는 독립변수들을 다수 선정하고 이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다. 그리고 나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반복적으로 각 독립변

수의 유의도를 검정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명된 몇

개의 독립변수를 골라 모형을 구성하는 방법이 Stepwise 회

귀분석이다. Stepwise 회귀 절차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통

계적 검정을 하고, 변수를 선택하는 작업하는 절차일 뿐, 가

장 적합한 모형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2.2 인공신경망

사람의 뉴런(neuron)에 하나의 자극을 주었을 때 이 자극

은 다른 뉴런의 반응에 영향을 주게 되며, 자극의 입력을

받은 뉴런들이 그 자체에 가중치를 부여한 뒤 반응을 일으

키는 뉴런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반응을 일으키는 뉴

런들은 이것들을 종합한 뒤 적절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것

이 신경망 이론의 기초가 된다. 기본적인 수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i는 입력자료, wn는 가중치를 나타내며 net에 의해

출력된 값들은 전달함수에 의해 변화된 값이다. 전달함수는

Log-Sigmoid, Tan-Sigmoid 그리고 Purelin 함수가 주로 사

용된다. 신경망의 지도학습은 여러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중

역전파 입력층에 주어진 입력값이 출력층에 전파되면서 변한

출력값을 목표값과 비교하여 목표값이 출력값과 일치하는 경

우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 얻어진 목표값

과 출력값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절하여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말한다(손민우 등, 2003).

2.3 평가함수

각 적용방법별로 모의된 유출수문곡선과 관측된 유출수문

곡선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관측최대유량으로 나누어 무차원화 시킨 다음과 같

은 NRMSE(Non-dimensional Root Mean Square Error)를

구한다.

(4)

여기서, n은 자료수, Qobs는 관측유출량, Qsim는 모의유출량,

Qobs,max는 관측 첨두유출량이다.

한편, 수문곡선의 형태와 함께 홍수수문곡선에서는 첨두유

출량과 첨두유출량의 발생시각이 홍수예보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NRMSE외에 첨두유출량과 첨두발생

시각의 관측치와 모의치 간의 비교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한다.

(5)

여기서, RE(Relative Error of Peak)는 첨두유출량의 상대오

차, Qsim,max는 모의 첨두유출량, Qobs,max는 관측 첨두유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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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리고 두 관측값 집합 및 예측값 집합간의 공선성

(collinearity)의 정도를 나타내는 결정변수(coefficient of

determine)를 구하여 결과를 평가한다(건설교통부, 2005).

이용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Obs(i)는 시간 i에서 관측값, Osim(i)는 시간 i에 대

한 예측값, n은 관측 자료 개수, Oobs,ave 및 Osim,ave는 각각

n개 자료에 대한 Oobs 및 Osim의 평균이다.

3. 대상유역 및 적용

3.1 대상유역 및 이용자료

본 논문에서는 홍수예측방법의 비교 연구를 위하여 ‘저류

함수모형의 매개변수 보정과 홍수예측 : (1) 보정 방법론과 모

의 홍수수문곡선의 평가’에서와 같이 대상유역을 미호천유역

으로 선택하였다. 그림 1은 미호천 유역의 유역도와 유출모

식도이다. 유역도에 있는 번호들과 유출모식도의 번호들은

소유역 번호를 나타내고, 유출모식도의 네모안의 기호들은

하도의 지점명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미호천유역의 2003년의 홍수사상을 가지고

각 예측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저류함수모형에서 매개변

수는 대표매개변수와 최적매개변수를 사용하였다. 대표매개

변수는 ‘용담댐 및 미호천에 대한 금강홍수예경보 시스템 개

선, 건설교통부, 2003’의 대표매개변수를 사용하였고 최적매

개변수는 ‘저류함수모형의 매개변수 보정과 홍수예측 : (1) 보

정 방법론과 모의 홍수수문곡선의 평가’에서 제시한 매개변

수를 사용하였다. 회귀분석과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홍수예측

은 1995-2002년까지의 홍수사상 중 1995, 1997, 1999,

2001의 홍수사상을 선택하여 그 자료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회귀계수를 구하였다. 신경망 또한 같은 자료를 가

지고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학습을 시켰다. 각 지점의

수위뿐만 아니라 소유역의 강우도 같은 자료기간과 자료수

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특성에 대한 정보는 ‘저류함수모형의

매개변수 보정과 홍수예측 : (1) 보정 방법론과 모의 홍수수

문곡선의 평가’에서 제시하였다.

회귀분석을 할 때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 상관성 분석 후

독립변수를 선택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더하여 2시간 전

부터 현 시간까지의 자료를 독립변수로 선택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선택된 독립변수에서 Stepwise 회귀분

석의 유의도 검정을 통하여 독립변수를 선택하였으며, 그 결

과를 비교하였다. 

3.2 적용

저류함수모형은 주어진 대표, 최적매개변수를 사용하여 각

각의 소유역과 하도에서 단계별로 유역추적과 하도추적을 실

시하여 북일과 석화에서 홍수량를 추정하였다. 회귀분석에서

는 각 소유역의 티센평균우량과 각 수위 관측소의 수위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오창, 증평 수위관측소는 2002년에 개설

된 관계로 사용하지 않았다. 북일의 홍수위를 예측하기 위해

서 상관성 분석을 하여 얻어진 독립변수의 자료를 사용하였

으며 상관성 분석을 하지 않은 독립변수는 우량의 경우 현

시간과 1시간, 2간 전 소유역 19, 20, 21의 티센평균우량

사용하였고 수위의 경우는 북일의 현 시간과 1시간, 2시간

전 수위를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석화의 홍수위를 산정하

기 위해서 상관성 분석을 통한 독립변수의 자료를 사용하였

으며 상관성 분석을 하지 않은 독립변수의 경우에는 우량은

현 시간과 1시간, 2시간 전 소유역 22, 23, 24의 티센평균

우량을 사용하였고 수위는 현 시간과 1시간, 2시간 전 북일,

청주, 옥산, 석화 수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북일의 홍수위

예측 시 독립변수는 각각 9개, 12개, 석화의 홍수위 예측

시 독립변수는 각각 18개, 21개가 된다. 

각 수위 지점과 소유역의 우량을 가지고 상관성 분석을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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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호천유역 유역도와 유출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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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수위 지점의 경우 상관계수가 가

장 높은 3개의 독립변수를 선택하였으며 소유역 평균강우의

경우 가장 높은 2개의 독립변수를 선택하였다. 선택된 독립

변수의 상관계수는 수위 지점의 경우 0.9 이상의 높은 상관

도를 나타내었으며 강우의 경우는 0.5~0.6의 상관도를 나타

내었다. 선택된 독립변수는 각각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위에서 언급한 자료를 가지고 다중회귀분석, Robust 회귀

분석, 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회귀계수를 구

하여 2003년의 자료 즉,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2003년의 홍

수위를 예측하였다. 회귀분석의 방법과 예측시간 따른 회귀

계수를 표 1, 2, 3, 4에 나타내었다. 

인공신경망은 회귀분석에서 사용한 자료와 같은 자료를 사

용하였다. 한 개의 사상에서 다중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한

지점이나 소유역당 자료 120개씩 4개의 사상을 사용하였다.

상관성 분석을 하여 선택된 독립변수의 자료를 사용하였으

며 상관성 분석을 하지 않은 자료는 현 시간과 1시간, 2시

간 전의 각 지점의 수위와 각 소유역의 티센평균우량을 학

습의 입력값으로 사용하였다. 입력층과 은닉층, 출력층은 각

각 하나의 층을 가지며, 입력층의 노드는 북일 지점 예측에

는 각각 9개, 15개, 석화 지점 예측에는 각각 18개, 21개이

며 은닉층의 노드는 10개 출력층의 노드는 1개이다. 전달함

수는 Log-Sigmoid 함수와 Purelin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역

전파 알고리즘을 통해 지도 학습을 실시하였다. 이 때 Log-

Sigmoid 함수는 입력층에서 은닉층으로 전달될 때 이용하였

고 Purelin 함수는 은닉층에서 출력층으로 전달 될 때 사용

하였다.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2003년의 자료를 적용하여

홍수위를 구하였다. 그리고 회귀분석과 인공신경망은 각각 1

시간 후 홍수예측과 2시간 후 홍수예측을 실시했다.

위의 표는 북일 지점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얻어낸 회

귀계수들이다. 원래 회귀계수가 추정되고 나면 신뢰구간을

추정하거나 유의도 검정을 하여 회귀계수가 유의하는지를 판

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중회귀분석과 Robust 회귀분석의

경우에는 유의도 검정을 하지 않았으며, 대신 Stepwise 회귀

분석을 하여 독립변수를 단계적으로 포함시키면서 독립변수

의 유의도 검정을 하였다. 

각 지점의 수위와 소유역의 우량은 전부 선택되어 서로

균형을 맞추어 회귀식이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하였듯

이 회귀분석과 Robust 회귀분석은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

은 결과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또한 변수들 간의 상호

종속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귀계수의 다른 방향을

표 1. 북일 지점에서 회귀분석 방법에 따른 회귀계수 (1 시간 후 예측) 

상관성분석
독립변수

분석방법

지점 지점 Robust 회귀분석 Stepwise 회귀분석

y 절편 0.01642 0.00642 0

소유역 19
9시간 전 우량 0.00074 -0.00115 0

8시간 전 우량 -0.00405 -0.00127 -0.00402

소유역 20
8시간 전 우량 -0.00346 0.00293 -0.00347

7시간 전 우량 -0.00006 -0.00198 0

소유역 21
8시간 전 우량 0.00620 -0.00331 0.00685

7시간 전 우량 0.00085 0.00112 0

북일 
수위관측소

2시간 전 수위 0.45045 -0.20176 0.42491

1시간 전 수위 -1.80000 -0.33976 -1.75440

현 시간 수위 2.34300 1.53710 2.32460

상관성분석
하지 않음 독립변수

분석방법

지점 다중회귀분석 Robust 회귀분석 Stepwise 회귀분석

y 절편 0.02941 0.01811 0 

소유역 19

2시간 전 우량 0.00154 0.00423 0.00144 

1시간 전 우량 -0.00214 0.00373 -0.00218 

현 시간 우량 0.00148 -0.00325 0.00198 

소유역 20

2시간 전 우량 0.00090 0.00106 0

1시간 전 우량 -0.00792 -0.00019 -0.00780 

현 시간 우량 0.00109 -0.00633 0.00178 

소유역 21

2시간 전 우량 -0.00284 -0.00757 -0.00173 

1시간 전 우량 0.01527 0.00072 0.01538 

현 시간 우량 0.00123 0.01295 0

북일 수위관측소

2시간 전 수위 0.26095 0.16462 0.25208 

1시간 전 수위 -1.22750 -1.07710 -1.20370 

현 시간 수위 1.95050 1.90180 1.9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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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결과와 다중회귀분석과 Robust 회귀분석에서 계수가

다른 방향을 가지는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회귀모형에서의 F검정 통계량 값은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

었다. 이는 영향력 없는 변수들이 존재하나 비교적 큰 영향

력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홍종선 등, 1997). 

그리고 여기서 회귀계수가 크다고 해서 그에 해당하는 독

립변수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자료의 단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회귀계수에서 북일의 전, 현 수위가 우

량보다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위와

우량의 자료의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우량에 관한 독립변수

가 작다고 해서 우량이 종속변수에 기여하는 정도가 작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Stepwise 회귀분석에서는 유의도 검정

을 하여 유의하지 않은 독립변수를 제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의 표는 석화 지점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얻어낸 회

귀계수들 이다. 석화 지점에서는 북일 지점과는 달리 상류지

역의 수위관측소와 유입하는 지천들의 수위관측소가 존재하

여 많은 독립변수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있었다. 

4. 적용결과 및 비교 분석

4.1 적용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수예측을 위해서 각 소유역 티

센평균우량과 각 수위관측소의 수위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용담댐 및 미호천에 대한 금강홍수예경보 시스템 개

선, 건설교통부, 2003’에서 제시한 수위-유량공식을 이용하여

유량으로 나타내었다. 저류함수모형에 의한 결과는 회귀분석

과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1 시간 후 예측의 결과와 비교하였

다. 그리고 각 예측방법별 홍수예측에서 회귀분석은 다중회

귀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였고, 회귀분석의 방법별 결과를 따

로 제시하여 비교하였다. 예측방법별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R2

NRMSE(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E(Non-dimensional

Root Mean Square Error), (Relative Error of Peak)의 평

가지표를 이용하였다. R2은 1에 가까울수록 관측값 집합 및

예측값 집합간의 공선성(collinearity)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며,

NRMSE와 RE는 0에 가까울수록 결과값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홍수예측 시 홍수사상의 첨두 홍수량이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 RE은 첨두 홍수량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위의 결과로 회귀분석과 인공신경망에서 1시간 후 예측이

표 2. 북일 지점에서 회귀분석 방법에 따른 회귀계수 (2 시간 후 예측)

상관성분석
독립변수

분석방법

지점 다중회귀분석 Robust 회귀분석 Stepwise 회귀분석

y 절편 0.04112 0.01555 0

소유역 19
8시간 전 우량 -0.00151 -0.00455 0

7시간 전 우량 -0.00782 -0.00064 -0.00799

소유역 20
7시간 전 우량 -0.01009 -0.00142 -0.00786

6시간 전 우량 0.00658 0.00309 0

소유역 21
7시간 전 우량 0.01973 -0.00058 0.01602

6시간 전 우량 -0.00885 -0.00493 0

북일 수위관측소

2시간 전 수위 1.09750 -0.39675 1.14460

1시간 전 수위 -3.86920 -0.62685 -3.93330

현 시간 수위 3.75700 -2.01320 3.76950

상관성분석
하지 않음 독립변수

분석방법

지점 다중회귀분석 Robust 회귀분석 Stepwise 회귀분석

y 절편 0.08145 0.02102 0

소유역 19

2시간 전 우량 0.00091 0.00511 0

1시간 전 우량 -0.00889 0.00064 -0.00872 

현 시간 우량 -0.00267 -0.00199 0

소유역 20

2시간 전 우량 -0.00740 0.00256 -0.00730 

1시간 전 우량 -0.01758 -0.00364 -0.01878 

현 시간 우량 0.00300 0.00396 0.00797 

소유역 21

2시간 전 우량 0.01029 -0.01003 0.01052 

1시간 전 우량 0.03392 0.00850 0.03574 

현 시간 우량 0.00818 0.00241 0

북일 수위관측소

2시간 전 수위 -0.07810 0.07563 0

1시간 전 수위 -0.55862 -0.91349 -0.71151 

현 시간 수위 1.59290 1.82450 1.6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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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후 예측보다 정확한 결과가 나왔으며 석화 지점의 결

과가 북일 지점의 결과보다 좋았다. 석화 지점의 회귀계수을

구할 때의 가용한 수위자료가 많은 결과라 판단된다. 

그림 2는 미호천 상류인 북일 지점에서 각 예측방법별로

표 3. 석화 지점에서 회귀분석 방법에 따른 회귀계수 (1 시간 후 예측) 

상관성분석

독립변수

분석방법

상관성분석
하지 않음

다중회귀분석 Robust 회귀분석 Stepwise 회귀분석

y 절편 0.00139 -0.01683 0

소유역 19
9시간 전 우량 -0.00100 -0.00076 0

8시간 전 우량 -0.00152 0.00039 0

소유역 20
11시간 전 우량 0.00109 -0.00028 0.00140

10시간 전 우량 -0.00009 -0.00140 0

소유역 21
9시간 전 우량 0.00094 0.00197 0

8시간 전 우량 0.00181 0.00109 0.00109

북일 수위관측소

2시간 전 수위 0.07289 0.07324 0

1시간 전 수위 -0.41647 -0.22505 -0.31746

현 시간 수위 0.34989 0.17381 0.31711

북일 수위관측소

4시간 전 수위 0.08679 -0.00926 0

3시간 전 수위 -0.15064 -0.07100 0

2시간 전 수위 0.05443 0.07611 -0.02249

북일 수위관측소

2시간 전 수위 0.00267 -0.19026 0

1시간 전 수위 -0.29837 0.17060 -0.28789

현 시간 수위 0.30052 0.03004 0.29804

북일 수위관측소

2시간 전 수위 0.21600 0.06415 0.29320

1시간 전 수위 -1.09430 -0.80072 -1.2910

현 시간 수위 1.87220 1.71520 1.92510

상관성분석
하지 않음 독립변수

분석방법

지점 다중회귀분석 robust 회귀분석 stepwise 회귀분석

y 절편 -0.01573 -0.01428 0

소유역 22

2시간 전 우량 0.00300 0.00035 0.00277 

2시간 전 우량 0.00252 -0.00079 0.00198 

현 시간 우량 0.00170 0.00036 0.00247 

소유역 23

2시간 전 우량 -0.00084 0.00023 0

1시간 전 우량 -0.00004 0.00060 0

현 시간 우량 -0.00004 -0.00074 0

소유역 24

2시간 전 우량 -0.00248 0.00065 -0.00255 

1시간 전 우량 0.00193 0.00190 0.00239 

현 시간 우량 0.00139 0.00201 0

북일 수위관측소

2시간 전 수위 -0.10093 0.01238 -0.18154 

1시간 전 수위 0.03946 -0.02368 0.21999 

현 시간 수위 0.10374 0.03253 0

청주 수위관측소

2시간 전 수위 -0.06689 -0.09152 -0.06458 

1시간 전 수위 0.10312 0.06794 0.06247 

현 시간 수위 -0.04419 0.02155 0

옥산 수위관측소

2시간 전 수위 -0.10730 -0.12889 -0.14917 

1시간 전 수위 -0.08057 0.03754  0

현 시간 수위 0.18018 0.09920 0.13768 

석화 수위관측소

2시간 전 수위 0.09124 -0.06572 0.10849 

1시간 전 수위 -0.75898 -0.56039 -0.79343 

현 시간 수위 1.63910 1.60480 1.6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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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를 예측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a)는 대표, 최적

매개변수를 사용한 저류함수모형의 홍수예측결과와 다중회귀

분석,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홍수예측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

이다. (b)는 회귀분석의 방법별로 홍수예측 결과를 나타낸

표 4. 석화 지점에서 회귀분석 방법에 따른 회귀계수 (2 시간 후 예측) 

상관성분석
독립변수

분석방법

지점 다중회귀분석 Robust 회귀분석 Stepwise 회귀분석

y 절편 -0.00951 -0.04921 0

소유역 19
8시간 전 우량 -0.00163 -0.00114 0

7시간 전 우량 0.00013 0.00091 0.00204

소유역 20
10시간 전 우량 0.00248 0.00033 0.00240

9시간 전 우량 -0.00069 -0.00069 0

소유역 21
8시간 전 우량 0.00361 0.00452 0.00214

7시간 전 우량 0.00192 0.00108 0

북일 수위관측소

2시간 전 수위 0.12979 0.18937 0

1시간 전 수위 -0.86809 -0.65821 -0.66309

현 시간 수위 0.79307 0.52825 0.71246

북일 수위관측소

3시간 전 수위 0.18480 -0.12481 0.18064

3시간 전 수위 -0.59688 -0.21994 -0.60060

1시간 전 수위 0.42750 0.36326 0.41085

북일 수위관측소

2시간 전 수위 0.18619 -0.03972 0.19941

1시간 전 수위 -1.06170 -0.30587 -1.08510

현 시간 수위 0.86424 0.36769 0.87797

북일 수위관측소

2시간 전 수위 0.52114 -0.01582 0.53995

1시간 전 수위 -2.05150 -1.08530 -2.06280

현 시간 수위 2.48900 2.03750 2.48460

상관성분석
하지 않음 독립변수

분석방법

지점 다중회귀분석 robust 회귀분석 stepwise 회귀분석

y 절편 -0.02841 -0.03693 0

소유역 22

2시간 전 우량 0.00240 0.00423 0

2시간 전 우량 0.00665 0.00196 0.00626 

현 시간 우량 0.00289 0.00285 0

소유역 23

2시간 전 우량 -0.00013 -0.00004 0

1시간 전 우량 0.00031 0.00193 0

현 시간 우량 0.00108 -0.00167 0

소유역 24

2시간 전 우량 -0.00335 -0.00333 -0.00156 

1시간 전 우량 0.00031 0.00066  0

현 시간 우량 0.00726 0.00694 0.00958 

북일 수위관측소

2시간 전 수위 -0.07891 0.09469 0

1시간 전 수위 -0.25830 -0.37251 -0.42934 

현 시간 수위 0.43664 0.33639 0.52905 

청주 수위관측소

2시간 전 수위 -0.13657 -0.14761 -0.15190 

1시간 전 수위 0.14346 0.09741 0.14342 

현 시간 수위 -0.01835 0.07188 0

옥산 수위관측소

2시간 전 수위 -0.11823 -0.19771 0

1시간 전 수위 -0.39743 -0.44979 -0.56017 

현 시간 수위 0.48656 0.65704 0.53684 

석화 수위관측소

2시간 전 수위 0.22654 -0.02327 0.21956 

1시간 전 수위 -1.39050 -0.96728 -1.42440 

현 시간 수위 2.09670 1.92720 2.1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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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회귀분석과 인공신경망은 한 시간 후를 예측한 결과

이며 이를 저류함수모형과 비교하였다. 모든 그림에 나타낸

회귀분석의 결과는 상관성 분석을 하지 않은 회귀분석의 결

과로 표현하였다. 

표 5은 각각의 방법을 이용한 홍수예측 결과를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비교한 것이다. 대표매개변수를 사용한 저류함수모

형의 홍수예측 결과는 많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최

적매개변수를 사용함으로서 개선되었다. 비록 R2과 NRMSE에

서는 회귀분석이나 인공신경망보다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첨

두홍수량의 평가지표인 RE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

상관성 분석을 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하지 않은 회귀분석

의 결과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신경망 또한

그러 하였다. 어떤 변수를 포함시키고 빼는 상관성 분석 등의

기술이 작용하여 얻어진 독립변수의 회귀분석모형이 좋은 예

측값을 가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며(Lattin 등, 2003), 또

한 독립변수가 많아지면 예측 능력이 향상되는데(강두섭 등,

2005), 상관성 분석을 하지 않은 회귀분석이 독립변수가 많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신경망의 경우는 회귀분석에서 사용한 독

립변수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이 결과의 차이 또

한 신경망을 훈련시키는데 자료의 크기의 차이 때문으로 판

단된다.

그림 3과 표 6은 북일 지점에서 현 시점에서 2 시간 후

의 홍수예측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즉, 현 시간과 기타자료

를 가지고 2 시간 후의 홍수를 예측한 것이다. 저류함수모

형의 결과는 앞서 1 시간 후 예측 결과와 비교를 하였으므

로 생략하였다. 결과는 1 시간 후 예측보다 정확하지는 않

았지만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결과이며 RE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준 부분도 있었다. 

그림 4와 표 7은 미호천의 하류인 석화 지점에서 예측방

법별로 홍수를 예측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북일 지점에서

1시간 후의 예측결과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상

관성 분석 한 회귀분석의 결과도 북일 지점보다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는 상류 지점인 북일 지점과 지천의 지점

인 옥산과 청주 지점의 수위를 사용하여 북일 지점의 홍수

예측보다 많은 수위자료를 독립변수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회귀분석과 인공신경망의 예측결과가 우수했고 대표

매개변수를 이용한 저류함수모형의 결과도 북일 지점보다 좋

았다. 그리고 이 또한 최적매개수를 사용함으로서 저류함수

모형의 결과가 더욱 개선됨을 알 수 있다. 

그림 5와 표 8는 석화 지점에서 회귀분석과 인공신경망의

예측방법별로 2 시간 후의 예측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석화

지점에서 1 시간 후의 예측결과보다 좋지는 않았지만 북일

지점에서 2 시간 후의 예측결과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결

과가 나왔다. 

그림 2. 북일 지점에서 각 예측방법별 홍수예측 (1 시간 후 예측)

표 5. 북일 지점에서 각 예측방법별 오차 (1 시간 후 예측)

상관성분석 다중회귀분석 Robust 회귀분석 Stepwise 회귀분석 인공신경망 저류함수모형(대표)저류함수모형(최적)

R
2 0.997623 0.99579 0.997509 0.995252 0.87829 0.988147

NRMSE 0.0143 0.019267 0.014992 0.021642 0.128 0.032685

RE 0.055327 0.068303 0.057682 0.118847 0.378702 0.030847

상관성분석
하지 않음

다중회귀분석 Robust 회귀분석 Stepwise 회귀분석 인공신경망 저류함수모형(대표)저류함수모형(최적)

R
2 0.998182 0.998686 0.99825 0.997043 0.87829 0.988147

NRMSE 0.012449 0.010719 0.015476 0.016219 0.128 0.032685

RE 0.036391 0.033235 0.01385 0.037763 0.378702 0.03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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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교 분석

위의 결과에서 각 예측방법별 결과를 보면 저류함수모형은

대표매개변수를 사용한 것보다 최적화된 매개변수를 사용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회귀분석의 방법에서

는 다중, Robust, Stepwise 모두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유

의도 검정을 실시한 Stepwise 방법은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림 3. 북일 지점에서 각 예측방법별 홍수예측 (2 시간 후 예측)

표 6. 북일 지점에서 각 예측방법별 오차 (2 시간 후 예측)

상관성분석 다중회귀분석 Robust 회귀분석 Stepwise 회귀분석 인공신경망

R
2 0.986446 0.977068 0.987056 0.980319

NRMSE 0.034501 0.044847 0.035955 0.043032

RE 0.13135 0.126397 0.092483 0.170363

상관성분석 하지 않음 다중회귀분석
Robust 

회귀분석

Stepwise

회귀분석
인공신경망

R
2 0.993859 0.983386 0.992886 0.991534

NRMSE 0.02317 0.037627 0.035169 0.028416

RE 0.027773 0.03071 0.008606 0.063193

그림 4. 석화 지점에서 각 예측방법별 홍수예측 (1 시간 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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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wise 회귀분석 방법은 회귀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지만

좋은 결과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상관성 분석을 한

회귀분석이 하지 않은 회귀분석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

는데, 이는 독립변수 선택의 차이와 독립변수의 수의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

크게 저류함수모형과 다중회귀분석, 인공신경망을 비교했

을 때, 다중회귀분석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인공신경

망 또한 다중회귀분석 보다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좋은 결과

를 보인 부분도 있었다. 저류함수모형은 전체의 오차를 판단

하는 R2과 NRMSE에서는 회귀분석과 인공신경망보다 좋은 결

과를 보이지 못했으나 최적매개변수를 사용한 저류함수모형은

첨두홍수량의 평가 지표인 RE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였다. 

표 9은 각 예측방법별 첨두홍수량 차이를 나타낸 표이다.

석화 지점에서 회귀분석과 최적매개변수를 이용한 예측수위

는 모두 10 cm 미만의 결과가 나왔다. 이제까지의 결과는

어떠한 홍수사상은 선택하고 어떠한 독립변수를 선택하여 얼

마나 많은 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리고 저류함수모형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표 7. 석화 지점에서 각 예측방법별 오차 (1 시간 후 예측)

상관성분석 다중회귀분석
Robust

회귀분석

Stepwise

회귀분석
인공신경망

저류함수모형
(대표)

저류함수모형
(최적)

R
2 0.99886 0.998326 0.999015 0.995038 0.973807 0.931809

NRMSE 0.009062 0.011277 0.008986 0.019277 0.093598 0.076416

RE 0.004511 0.000538 0.013992 0.012976 0.042841 0.005546

상관성분석
하지 않음

다중회귀분석
Robust

회귀분석

Stepwise

회귀분석
인공신경망

저류함수모형
(대표)

저류함수모형
(최적)

R
2 0.999109 0.99911 0.999133 0.998802 0.973807 0.931809

NRMSE 0.008331 0.008406 0.008828 0.010199 0.093598 0.076416

RE 0.002993 0.001264 0.003271 0.016102 0.042841 0.005546

그림 5. 석화 지점에서 각 예측방법별 홍수예측 (2 시간 후 예측)

표 8. 석화 지점에서 각 예측방법별 오차 (2 시간 후 예측)

상관성분석 다중회귀분석 Robust 회귀분석 Stepwise 회귀분석 인공신경망

R
2 0.992419 0.990977 0.992568 0.982586

NRMSE 0.02372 0.027087 0.023517 0.036796

RE 0.004819 0.03518 0.00341 0.074537

상관성분석하지 않음 다중회귀분석
Robust

회귀분석

Stepwise

회귀분석
인공신경망

R
2 0.995437 0.994207 0.995686 0.995077

NRMSE 0.019101 0.021694 0.020438 0.020396

RE 0.01548 0.026708 0.021345 0.01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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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매개변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저류함수모형에서 대표매개변수와 최적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홍수예측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회귀분석

방법 중의 하나인 다중회귀분석과 Robust 회귀분석,

Stepwise 회귀분석,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홍수예측을 실시

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1. 저류함수모형에서 대표매개변수를 사용한 홍수예측은 많

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정방법을 통한

최적매개변수를 사용함으로서 개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홍수통제소 저류함수모형의 정확한 매개변수

추정, 사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회귀분석 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회귀분석 할

때, 독립변수의 선택과 가용한 자료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수위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다른 시점보다 상대적으로 큰

오차를 발생시켰다. 때문에 게릴라성 집중호우 같은 홍수

사상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해결 방

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이용하

여 간단하고 빠르게 홍수위를 예측하여 모형에 의한 결과

와 비교함으로써 홍수예보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인공신경망은 회귀분석보다는 못하였지만 비교적 좋은 결

과를 나타내었다. 이 또한 회귀분석처럼 가용한 자료에 따

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지도 학습을 시킨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5. 회귀분석과 인공신경망에서는 종속변수인 수위에 영향을

주는 수위와 강우 외에 독립변수로 다른 인자를 선택하여

고려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강우 예측을 적용하여 좀 더 정확하고 긴 선행시간을

가진 홍수예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홍

수예경보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의 타당성을 분석

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6. 홍수는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으며 홍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 사용

하고 있는 저류함수모형의 단점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회귀분석과 같은 통계적 모형, 인공신경망, 그리

고 본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은 수리학적 모형이나 수문학

적 모형 등의 연구, 적용을 통한 홍수예경보에 대한 다각

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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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wise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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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Robust 

회귀분석

Stepwise

회귀분석
인공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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