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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집중호우 기간 도시침수 예측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종 기상데이터와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강우 예측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단변량 시계열 데이터 

예측분석에서는 여러 심층신경망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CNN-LSTM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했다.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 예측분석에서는 ConvLSTM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했다. 

 

Ⅰ. 서 론  

강우정보는 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의 강우를 

보이므로, 정확한 피해분석을 위해서는 고해상도의 강우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기존 기상분야에서는 기상현상을 

분석 및 예측하기 위해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지만, 최근에는 기상관련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인사이트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상현상을 이해하려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집중호우 기간 도시침수 예측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관련 연구 

기존 연구 

전통적으로 기상분야에서는 수치모델이나 레이더 기반 

모델을 이용하여 강우량을 예측한다. 점차 기상분야에도 

머신러닝이 적용되면서 경험적 모델로 예측이 가능하고, 

이해와 해석이 쉬우며, 예측에 대한 설명가능성에 장점이 

있는 회귀모형이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딥러닝 기술을 기상예측분야에도 

적용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정형데이터 기반의 

분석에서 비정형데이터 기반의 분석으로의 전개로도 볼 

수 있다.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회귀분석은 대표적인 

머신러닝기법으로서,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한 변수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예측하는데, 학습속도, 대규모 데이터 

처리 등의 특징에 따라, XGBoost, LightGBM 등의 

활용도 높다. 딥러닝 기반 강우량 예측 기술은 FC-

LSTM, ConvLSTM, Trajectory GRU, RainNet 등의 

심층신경망 모델로 레이더 영상을 학습시켜 강우를 

예측한다. 

모델 제안 

본 연구에서는 이종 기상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별로 

설치된 장소에서의 측정 강우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자료개방포털로부터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기상자료와 지방자치기관에서 자체로 

설치한 측정소에서 기상자료를 수집하여 강우량 예측에 

사용한다. 강우정보는 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의 

강우현상을 보여, 배수시스템으로의 유입량에 가까운 

강우량과 고해상도의 강우정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도시지역에서도 고해상도의 강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상측정 인프라가 부족하고, 레이더 기반 측정장치를 

운용하더라도 레이더 강수 자료는 산출된 데이터이므로 

배수시스템으로의 유입량을 예상하기에는 정확도가 낮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기관로부터 

수집한 측정 강우량과 기상자료개방포털로부터 수집한 

인근 측정소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강우량 예측 방법의 

정확도를 보완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정형데이터 기반 기존 강우량 

예측 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변량 시계열 

데이터 예측 모델과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 예측 모델을 

사용한다. 다른 기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법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상기 모델들을 활용한다. 

다만, 수집된 데이터는 다양한 변수로 구성되고, 계절성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규로 변수를 추가한다. 따라서, 

유의한 상관관계의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을 

통해 모델의 입력 변수를 결정하여 모델을 구성한다. 

Ⅲ. 데이터 분석  

데이터셋 

본 연구에서는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수집하는 공공 

기상자료와 지방자치기관에서 설치한 측정소에서 

수집하는 자체 기상자료 중 선정된 지역과 기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사용한다. 공공 기상자료는 공공 

측정소(17 개소)에서 수집하는 기온, 강수량, 풍속, 풍향, 

습도 등과 측정소의 위경도 정보이고, 자체 기상자료는 

자체 측정소(39 개소)에서 수집하는 기온, 강수량, 풍속, 

풍향, 습도, 위경도 정보이다. 

데이터수집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지방자치기관의 자체 측정소와, 

이 자체 측정소와 위경도 거리 기준으로 인접한 기상청 

ASOS/AWS 3 개소로부터 2020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 시간 단위로 측정데이터를 수집하여 

예측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Correlation Matrix> 

전처리 

본 연구에서 전처리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강우 예측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단계로서, 이상치나 

결측치에 대한 처리, 특성 추출, 데이터 준비를 수행한다. 

기상자료에 과도한 비율(10% 이상)로 이상치나 결측치 

데이터가 포함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공공 기상자료와 

자체 기상자료에 대해 데이터 탐색을 수행하여 자체 

측정소와 인접한 공공 측정소를 선정한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강우량 외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가 없어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 예측에서는 모든 모델에 자체 측정소와 인접 

공공 측정소의 기상자료 중 강우량 정보만을 특징으로서 

선택하여 입력데이터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변량 데이터 예측과 다변량 데이터 

예측을 모두 수행한다. 따라서,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학습 및 예측용 데이터로 준비해야 한다. 단변량 데이터 

예측에서는 시계열 형태의 강수량 데이터 만을 

독립변수로서 사용하지만, 다변량 데이터 예측에서는 

강수량을 포함한 기상자료를 구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한다. 또한, 

데이터 준비는 데이터 예측 유형 뿐만 아니라 예측에 

사용하는 모델 종류도 고려해야 한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CNN, LSTM 그리고 파생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입력 데이터를 1 차원에서 2 차원 

형태로 변환하여 학습과 예측에 사용한다. 

 
<CNN-LSTM model> 

 
<ConvLSTM model > 

IV. 예측모델 

본 연구에서는 단변량 시계열 데이터 예측을 위해, 

선정된 지방자치기관의 자체 측정소에서 수집된 자체 

기상자료 중 강수량 데이터를 사용한다. 또한,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 예측을 위해, 선정된 지방자치기관의 

측정소에서 수집된 자체 기상자료와, 인접한 공공 

측정소들에서 수집된 공공 기상자료를 사용한다. 

세부적인 모델로는 MLP, CNN, LSTM, 그 외 파생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하고, 모델 구성은 다음과 같다. 

V. 성능비교 

본 연구에서는 MLP, CNN, LSTM, CNN-LSTM, 

ConvLSTM 모델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기관으로부터 수집된 2020 년 1 시간 단위 

기상자료를 학습하여 예측모델을 만들고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Table-1 과 Table-2 의 예측모델 정확도는 각각 

CNN-LSTM 모델과 ConvLSTM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 
<Table-1 Univariate time series forecasting> 

 DNN Model RMSE Std dev 
MLP 0.043 0.026 
CNN 0.029 0.02 

LSTM 0.398 0.657 
CNN-LSTM 0.012 0.009 
ConvLSTM 0.036 0.026 

<Table-2 Multivariate time series forecasting> 
 DNN Model RMSE Std dev 

MLP 0.442 0.021 
CNN 0.581 0.053 

LSTM 0.454 0.284 
CNN-LSTM 0.452 0.026 
ConvLSTM 0.386 0.036 

VI.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이종 기상데이터와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강우 예측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단변량 

시계열 데이터 예측분석에서는 여러 심층신경망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CNN-LSTM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했다.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 예측분석에서는 

여러 심층신경망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ConvLSTM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형데이터를 이용하여 강우 예측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강우 예측 분야에서는 

비정형데이터를 이용하는 추세여서, 본 연구의 예측 

정확도가 좋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강우량 

외에 기상자료에 포함된 특징을 고려해야 해야 하는지, 

어떤 심층신경망 종류를 적용해야 하는지 제시하는데 

성과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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