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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dict the water quality using the RNN (recurrent neutral 
network) and LSTM (long short-term memory). These are advanced forms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s that are better suited for time series learning compared to artificial neural 
networks; however, they have not been investigated before for water quality prediction. 
Three water quality indexes, the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COD (chemical oxygen 
demand), and SS (suspended solids) are predicted by the RNN and LSTM. TensorFlow, an 
open source library developed by Google, was used to implement the machine learning 
algorithm. The Okcheon observation point in the Geum River basin in the Republic of Korea 
was selected as the target point for the prediction of the water quality. Ten years of daily 
observed meteorological (daily temperature and daily wind speed) and hydrological (water 
level and flow discharge) data were used as the inputs, and irregularly observed water quality 
(BOD, COD, and SS) data were used as the learning materials. The irregularly observed water 
quality data were converted into daily data with the linear interpolation method. The water 
quality after one day was predicted by the machine learning algorithm, and it was found 
that a water quality prediction is possible with high accuracy compared to existing physical 
modeling results in the prediction of the BOD, COD, and SS, which are very non-linear. The 
sequence length and iteration were changed to compare the performances of the algorithms.

Keywords: LSTM (long short-term memory), machine learning, RNN (re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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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최근 산업화와 공업의 발전에 의해 인간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오염은 점점 더 심각

해지고 있으며, 특히 하천의 수질오염 문제는 사회·경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수질오염 문제에 있어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타당성 있고 현실적인 수질기준
을 정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작업과 함께 자연적 정화 능력인 하천의 자정작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자료를 기초로 한 수질 예측을 바탕으로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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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에 많은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모니터링 자료의 축척과 수질 예측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수질 예측을 위한 방법은 물리적 기반의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과 데이터 기반의 기계학습을 이용한 방법으로 크게 구
분할 수 있다. 국내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수질예측모형으로는 QUAL2E 모형(Brown and Barnwell, 1987), HSPF모형(EPA, 
Washington D.C., USA), WASP5모형 등이 있다. Shin and Kwun (1997)은 WASP5 모형을 사용하여 복하천의 수질 예측을 수
행하여 계절에 따른 유달율 변화의 반영이 수질 예측의 정확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밝혀냈다. Seo et al. (2004)은 
QUALE2를 이용하여 금강 하류의 수질을 모델링하여 예측한 결과 유량의 급격한 변화를 모형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 것을 오차에 대한 주원인으로 분석하고 수질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량 예측 정확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고 결론 내렸다. Shin and Kim (2016)은 낙동강 주요 지류의 수질 예측을 위하여 HSPF 유역 모델을 이용하여 수질 예측 정
확성을 평가하였는데 대부분의 지류에서 수질 모의 결과가 관측값을 잘 재현하였다고 하였는데, 수질 예측 향상을 위해
서는 수치 모델의 개선, 기상 및 점오염원 등 모델 경계 조건의 정확도 향상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 내
렸다. 물리적인 모형은 미계측 지역 또는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지점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
면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된 지역의 경우 데이터 기반의 방법에 비해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기계학습을 이용한 국내 수질 예측 방법으로는 주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Jeong et al. (2001)은 10년
간의 월별 수질 자료를 이용하여 인공신경망을 구축 하고 월별 pH, DO (dissolved oxygen),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항목을 예측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Seo and Yun (2016)은 인공신경망모델을 이용하여 8개의 수질인자 실측값과 예보값을 비교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10% 
미만의 에러값을 얻었으며, 인공신경망이 수질데이터가 가지는 불확실성 및 복잡한 상관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데이터기반 모델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Lee et al. (2001)은 수질 농도를 예측하기 위해 신경망의 역전파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나주와 함평의 BOD, COD 
(chemical oxygen demand), T-N, T-P 수질 농도를 예측 하였으며 예측한 결과 예측치가 실측치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자료의 수가 너무 적고 월 자료의 학습으로 인해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지적하였다. Oh et al. (2002)은 입
력자료로는 수질 항목 DO, BOD, T-N, T-P 농도와 하천의 유출량 및 수온의 월 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신경망 모형을 이용
하여 하천수의 수질 예측을 하였는데 예측한 결과 월 자료만의 활용으로 자료의 빈약성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모형을 개
발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더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자료 또는 시자료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Park 
et al. (2000)은 DO, BOD 농도 예측을 위해 인공신경망 이론을 적용하였는데 입력 자료로 월 자료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우수한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일 자료 또는 5일 간격의 자료 구축이 선행된다면 더 우수한 모형을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 결론 내렸다. Kim and Han (2002)은 단기 하천 수질 예측을 위해 신경망이론을 이용하였는데 연구 결과는 비교적 
양호한 결과는 내놓았는데 연속된 수질 자료가 있었다면 예측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수
질 예측에 있어 자료의 부족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계학습을 이용한 많은 논문들을 살펴보면 빈약한 자료
를 이용하였어도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더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는 시 자료 또는 일 자료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여 연구를 위해 일 자료 또는 시 자료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의 발전된 형태인 순환신경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일단위 수질 예측을 하고자 하였다. 일 
단위의 예측을 위해서는 일 단위 수질 측정 자료가 필요하나 수질 항목에 대한 일 단위의 측정은 비용 및 제반 여건 상 거
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수질 측정은 각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월 1회 이상의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월 
2 - 4회 정도 비정기적으로 측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선형보간 하여 일 자료를 구축한 뒤, 이를 순환신
경망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하여 일 단위 수질 예측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oogle에 개발한 오픈소스 라이브러
리인 텐서플로우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6(1) March 2019 69

Prediction of pollution loads in the Geum River upstream using the recurrent neural network algorithm 

Materials and methods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모델 생성을 자동화 하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기
술이다. 기계학습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 중 하나인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알고리즘은 인
간의 뇌가 패턴을 인식하는 방식을 모사한 알고리즘으로 금융, 경제 등 사회과학 및 과학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고 있
다(Roh et al, 2005).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은 인공 신경망의 한 종류로, 유닛간의 연결이 순환적 구조를 
갖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대상 시스템의 시변적 동적 특징을 잘 예측할 수 있는 심층학습(deep learning) 알고리즘의 일종
이다. 순환신경망은 강우예측(Jeong et al., 2016) 및 수위예측(Tran and Song, 2017)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바 있다.

순환신경망 (RNN)

순환신경망은 sequence data 순서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델로,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에 영향을 주는 루프 반복형 구
조로 되어있다. Fig. 1와 같이 데이터 시퀀스 상의 특정 시점 t에서 Xt는 입력층(input layer), ht는 은닉층(hidden layer), At는 입
력층과 은닉층 간의 가중치(weight) 라고 하면 순환신경망에서는 신경망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지난 시점(t-1, t-2,...)의 은닉
층을 현 시점의 은닉층에 누적시켜 계산하게 된다. 순환신경망은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이전의 계산 결과가 다음 계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데이터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sequence date, 특히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적합하다.

순환신경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vanilla RNN은 다음과 같은 기초식을 사용한다.

	 	 	 	 	 	 	 	 	 (1)

여기서, fw는 활성함수이다. 위 수식을 보면 현 시점의 은닉층 벡터 ht는 이전 시점의 은닉층 벡터 ht-1와 매 타임마다 적용
되는 입력벡터 xt의 활성함수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vanilla RNN은 활성함수(activation function)으로 
tanh함수를 사용하는데 이를 식(1)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Whh, Wxh는 가중치행렬이다. 식(2)를 통하여 산정된 은닉층 벡터의 값은 가중치를 통해 다음식과 같이 yt출력층
으로 변환된다.

	 	 	 	 	 	 	 	 	 (3)

이하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RNN은 vanilla RNN을 뜻한다.

LSTM (long short-term memory)

순환신경망모형의 장점은 이전의 정보를 현재의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시계열 데이터처리에 특화된 알
고리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루프 반복형 구조로 인해 sequence data의 순서가 멀어지면 가중치가 작아져 소멸해버리
는 가중치 소실(vanishing gradient)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vanilla RNN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Hochreiter and 
Schmidhuber (1997)은 장기 의존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순환신경망 모형을 수정한 LSTM메모리 네트워크 기법을 제안하
였다.

LSTM에서는 Fig. 2와 같이 가중치 반영 및 활성함수 변환을 통하여 입력값에서 출력값으로 변환하는 단계를 하나의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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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로 보고 셀 내부의 상태량인 셀 스테이트(cell state)를 입력, 망각, 출력게이트를 이용하여 총 4단계의 계산과정을 통해 
가중치 소실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특정 정보의 제거여부를 망각게이트 (forget gate, ft)를 
통하여 다음 식과 같이 결정한다.

	 	 	 	 	 	 	 	 	 (4) 
여기서, ft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망각게이트 값, Wt는 망각게이트 가중치, bt는 망각게이트 편향값, 는 Sigmoid 활성

화 함수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입력게이트(input gate, it)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의 저장여부를 다음 식과 같이 결정한다.

	 	 	 	 	 	 	 	 	 (5) 
여기서, it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입력게이트 값, Wc는 입력게이트 가중치, bc는 입력게이트 편향값이다. 세 번째 단

계에서는 입력게이트와 출력게이트의 값을 이용하여 셀 스테이트를 다음 식과 같이 업데이트 한다.

	 	 	 	 	 	 	 	 (6) 

	 	 	 	 	 	 	 	 (7) 
여기서, Ct는 tanh로 구성되어있는 셀 스테이트 중간값이며, Ct는 업데이트 된 시점 t에서의 셀 스테이트를 나타낸다. 마

지막 단계는 출력게이트와 셀 스테이트를 이용하여 출력값을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한다.

	 	 	 	 	 	 	 	 (8) 

	 	 	 	 	 	 	 	 (9) 
여기서, ot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출력게이트 값, Wo는 출력게이트 가중치, b0는 출력게이트 편향값이다.

대상지점 및 자료

본 연구의 대상 지점은 Fig. 3과 같이 충첨남도 옥천군 이원면 36'14'31.0'N, 127'40'02.6'E 이원대교에 위치한 옥천관측소
이다. BOD, COD, SS (suspended solids) 자료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수위, 유량등의 자료는 국가수자

Fig. 1. Structure of recurrent neural networks. A, weight; ht, hidden layer; h0, hidden layer 0; h1, hidden layer 1; 
h2, hidden layer 2; Xt, input layer; X0, input layer 0; X1, input layer 1; X2, input lay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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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취득한 10년동안 관측된 수질(BOD, COD, 부유물질)측정 자료는 총 411건으로 측정시점이 일

정하지 않았으며 약 9일마다 한번꼴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별 수질예측으로 학습을 위해서 원자료를 선형보
간하여 일별 기상 및 수질 자료를 산정하여 입력자료로 사용하였다. 2008 - 2014년 7년간의 자료를 학습 자료로 사용하였
고 2015 - 2017년 3년간의 자료는 모형의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다.

RNN, LSTM 모형의 입력자료로는 평균기온, 평균풍속, 하천의 수위, 유량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은닉층 개수는 수질
오염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10개층으로 정하였다. SL (sequence length)는 총 3가지 경우(SL = 3, 5, 7)로 설정하였으며, 반복
시행(iteration)수는 3,000, 5,000, 10,000번으로 3가지 경우를 설정하여 조합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였다. 활성화 함수로는 
RNN과 LSTM에 가장 널리 쓰이는 hyperbolic tangent (tanh)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역전파(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신경망을 학습하였다.

예측결과가 실측자료와 비교하여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기 수질모형에 대한 신경이론의 적용타당성과 

Fig. 2. Structure of LSTM (long short-term memory) network. A, weight; ht-1, hidden layer (t-1); ht, hidden 
layer; ht+1, hidden layer (t+1); Xt-1, input layer (t-1); Xt, input layer; Xt+1, input layer (t+1); σ, sigmoid layer; tanh, 
hyperbolic tangent; X, multiplication; +, plus.

Fig. 3. Study area (Okcheon-gun, Chungcheongbuk-d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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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문제에 적용되고 있는 통계적 검증방법으로 각 모형에서 계산된 오차와 비교 검토하여 예
측에 사용될 최적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R2와 RMSE (root mean square error)을 이용하여 예측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들 인
덱스의 식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RNN 알고리즘 결과 분석

RNN 알고리즘으로 BOD 농도값을 예측한 결과값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R2은 0.960 - 0.417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RMSE 0.0000026 - 0.0005666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Case 중에서 BR5, BR4, BR2의 R2가 각각 0.960, 0.942, 0.915로 높은 정
확도를 나타내었다. SL은 3, 5, 7 순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iteration 수는 3,000, 5,000번 순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BR3, BR6, BR9의 case에서 알 수 있듯이 iteration 수가 과도한 경우(10,000번), 과적합(overfitting)이 발
생하여 오히려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COD 농도값을 예측한 결과값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R2은 0.982 - 0.944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RMSE 
0.0001680 - 0.0016531의 범위를 나타내어 BOD에 비해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였다. Case들 중 CR2, CR1, CR7의 R2

가 각각 0.982, 0.981, 0.970으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며, sequence length는 BO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이, iteration 수
는 3,000번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BO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iteration 수는 과적합을 유발하여 
오히려 예측정확도를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OD의 경우는 저하된 R2의 값들도 0.94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SS를 예측한 결과값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R2은 0.985 - 0.516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RMSE 0.0185378 - 19.0433669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Case들 중 SR5, SR1, SR7의 R2가 각각 0.985, 0.976, 0.973으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며, SL이 3일 
때, iteration 수는 3,000일 때 비교적 정확한 예측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R3의 경우 극단적인 과적합으로 
매우 낮은 정확도(R2 = 0.516)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며, SL이 짧을 경우 과도한 반복학습 회수는 매우 낮은 정확도를 유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 4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단위 수질오염 지표 예측에 있어서 SL에 따른 결과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이
에 비해 iteration 수에 의한 결과의 차이는 비교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과도한 3,000회 이상의 iteration 
수의 경우 과적합 현상이 발생하여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측지표를 비교해 보면 COD, SS, 
BOD 순으로 높은 정확도로 예측이 가능하였으며, 적절한 SL와 iteration 수를 적용하였을 경우 전반적으로 세 지표 모두 
R2 0.95 이상의 높은 정확도로 예측이 가능하였다. Fig.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RNN 모형 대부분은 농도값 예측은 우
수하고 안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 Meaning of R2 and RMSE (root mean square error) index.

Index Relation equation
R2

RMSE

R2, R square; ti, true value; pi, prediction value; , average value; Error, ti - pi; Deviation, t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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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M 알고리즘 결과 분석

LSTM 알고리즘도 RNN 알고리즘에 대하여 수행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각각 3가지 경우의 LS과 iteration 수를 조합하여 
이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였다. LSTM 알고리즘으로 BOD 농도값을 예측한 결과값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R2은 0.984 - 0.762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RMSE은 0.0000004 - 0.0000940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Table 2와 비교해 보면 
LSTM의 결과가 RNN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높은 정확도(R2 = 0.984)의 경우도 RNN의 
경우(R2 = 0.960)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LSTM의 경우 RNN의 결과와 달리 iteration 수가 커질수록 과적합 현상이 발
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SL이 5일 때 반복학습 회수가 10,000의 경우에만 과적합 현상이 관
찰된다.

Table 2. Model performance results of the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model.
Case Sequence length Iterations R2 RMSE
BR1 3 3,000 0.831 0.0000474
BR2 5,000 0.915 0.0000121
BR3 10,000 0.417 0.0005666
BR4 5 3,000 0.942 0.0000055
BR5 5,000 0.960 0.0000026
BR6 10,000 0.905 0.0000150
BR7 7 3,000 0.808 0.0000615
BR8 5,000 0.827 0.0000500
BR9 10,000 0.780 0.0000809
R2, R square; RMSE, root mean square error.

Fig. 4.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scatter plot of water quality.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COD, 
chemical oxygen demand; SS, suspended sol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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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M 알고리즘으로 COD 농도값을 예측한 결과을 Table 6에 제시하였다. R2은 0.994 - 0.978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RMSE 0.0000182 - 0.0002481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RN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OD의 예측 정확도는 BOD보다 높았으며, 
LSTM의 예측정확도는 RNN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O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LSTM의 경우 과적합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많은 반복학습 회수의 경우 비교적 높은 정확도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LSTM 알고리즘으로 부유물질 농도값을 예측한 결과값을 Table 7에 제시하였다. R2은 0.991 - 0.896의 범위를 나타내었

Table 3. Model performance results of the COD (chemical oxygen demand)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model.
Case Sequence length Iterations R2 RMSE
CR1 3,000 0.981 0.0001900
CR2 3 5,000 0.982 0.0001680
CR3 10,000 0.944 0.0016531
CR4 3,000 0.967 0.0005675
CR5 5 5,000 0.956 0.0010397
CR6 10,000 0.946 0.0015353
CR7 3,000 0.970 0.0004717
CR8 7 5,000 0.958 0.0009313
CR9 10,000 0.955 0.0010522
R2, R square; RMSE, root mean square error.

Table 4. Model performance results of the SS (suspended solids)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model.
Case Sequence length Iterations R2 RMSE
SR1 3,000 0.976 0.0462721
SR2 3 5,000 0.954 0.1715917
SR3 10,000 0.516 19.0433669
SR4 3,000 0.940 0.2954386
SR5 5 5,000 0.985 0.0185378
SR6 10,000 0.923 0.4764045
SR7 3,000 0.973 0.0573869
SR8 7 5,000 0.823 2.5308037
SR9 10,000 0.959 0.1376899
R2, R square; RMSE, root mean square error.

Table 5. Model performance results of the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LSTM (long short-term 
memory) model.
Case Sequence length Iterations R2 RMSE
BL1 3,000 0.867 0.0000295
BL2 3 5,000 0.975 0.0000010
BL3 10,000 0.984 0.0000004
BL4 3,000 0.873 0.0000270
BL5 5 5,000 0.968 0.0000017
BL6 10,000 0.902 0.0000160
BL7 3,000 0.762 0.0000940
BL8 7 5,000 0.871 0.0000278
BL9 10,000 0.931 0.0000080
R2, R square; RMSE, root mean square error.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6(1) March 2019 75

Prediction of pollution loads in the Geum River upstream using the recurrent neural network algorithm 

으며, RMSE 0.0071847 - 0.8769174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BOD 및 CO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LSTM알고리즘을 적용한 경
우 과적합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iteration 수가 높을수록 높은 정확도의 예측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LSTM을 적용한 경우에 RNN을 적용한 경우보다 안정적으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iteration 수
가 높을수록 예측이 정확해 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RN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L의 향상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
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계산시간을 고려해 보면 3 - 5 정도의 SL의 설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절한 SL과 iteration 
수를 적용하였을 경우 BOD, COD, SS 지표에 대하여 각각 0.984, 0.994, 0.991이라는 매우 높은 R2값을 얻을 수 있었다. Fig. 
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LSTM 모형 대부분은 농도값 예측은 우수하고 안정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 딥러닝 알고리즘의 일종인 RNN 및 LST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일단위 BOD, COD, SS를 예

측하였다. RNN 및 LSTM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하여 텐서플로우를 활용하였으며, 신경망의 학습에는 역전파 알고리즘
을 이용하였다. 대청댐 상류부의 금강유역 옥천관측소 지점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10년간의 
일단위 기상(수위, 유량, 평균풍속, 평균온도) 데이터와 평균 10일 간격으로 관측된 수질(BOD, COD, SS)자료를 일단위로 
선형보간하여 사용하였다. 모형의 학습에는 2008 - 2014년(7개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15 - 2017년(3개년)에 대하여 

Table 7. Model performance results of the SS (suspended solids) LSTM (long short-term memory) model.
Case sequence length Iterations R2 RMSE
SL1 3,000 0.896 0.8769174
SL2 3 5,000 0.941 0.2856273
SL3 10,000 0.968 0.0812743
SL4 3,000 0.950 0.2027885
SL5 5 5,000 0.954 0.1683504
SL6 10,000 0.991 0.0071847
SL7 3,000 0.989 0.0099223
SL8 7 5,000 0.972 0.0632135
SL9 10,000 0.988 0.0122544
R2, R square; RMSE, root mean square error.

Table 6. Model performance results of the COD (chemical oxygen demand) LSTM (long short-term memory) 
model.
Case Sequence length Iterations R2 RMSE
CL1 3,000 0.985 0.0001256
CL2 3 5,000 0.992 0.0000354
CL3 10,000 0.994 0.0000182
CL4 3,000 0.992 0.0000358
CL5 5 5,000 0.978 0.0002481
CL6 10,000 0.980 0.0002098
CL7 3,000 0.986 0.0000976
CL8 7 5,000 0.992 0.0000362
CL9 10,000 0.994 0.0000186
R2, R square; RMSE, root mean square error.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6(1) March 2019 76

Prediction of pollution loads in the Geum River upstream using the recurrent neural network algorithm 

모형을 검증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RNN 알고리즘을 활용한 수질예측 결과 SL의 길이는 3 이상일 경우 결과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iteration 수의 경우 10,000번 이상이 되면 대체로 과적합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판명되었다. 적절한 SL과 
iteration 수가 적용되었을 경우 RNN 알고리즘은 세 항목(BOD, COD, SS)의 수질지표에 대하여 모두 R2가 0.95 이상의 높
은 정확도로 예측이 가능하였다.

LSTM 알고리즘을 활용한 수질예측 결과, RNN에 비하여 보다 정확한 수질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과적합 현상
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RN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L의 길이는 3 이상일 경우 결과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SL과 iteration 수를 적용하였을 경우 LSTM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BOD, COD, SS 지표에 대하
여 각각 0.984, 0.994, 0.991이라는 매우 높은 정확도(R2)의 예측을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계학습으로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하루 뒤의 수질예측을 하고자 하였으며, 기존의 물리적 모델링 결과들과 
비교하여 높은 정확도로 수질예측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의 보다 실용적인 활용을 위해서 3, 5, 10일 수질
예측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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