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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a model was developed for the estimating the locational thickness information of 

the upper clay layer to be used for the consolidation vulnerability evaluation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To estimate ground layer thickness information, we developed four spatial 

estimation models using machine learning algorithms, which are RF (Random Forest), SVR 

(Support Vector Regression) and GPR (Gaussian Process Regression), and geostatistical 

technique such as Ordinary Kriging. Among the 4,712 borehole data in the study area 

collected for model development, 2,948 borehole data with an upper clay layer were used,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ean squared error were used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models. In addition, for qualitative evaluation, 

each model was used throughout the study area to estimate the information of the upper clay 

layer, and the thickness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it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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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연약지반으로 알려진 낙동강 조간대 지역의 압밀침하 취약성 평가에 활용할 상부

점성토층의 위치별 두께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두께정보 추정을 위하여 기계학습 알

고리즘인 RF (Random Forest), SVR (Support Vector Regression), GPR (Gaussian Process Regre-

ssion)과 지구통계기법인 정규크리깅(Ordinary Kriging)을 이용한 4가지 공간추정 모델을 개발하고 상호 

비교하였다. 모델 개발을 위하여 수집한 연구지역의 시추공 자료 4,712개 중 상부점성토층이 존재하는 

2,948개의 시추공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개발된 모델들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피어슨

(Pearson) 상관계수와 오차제곱평균(mean squared error)을 사용하였다. 또한,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연구지역 전역에 상부점성토층의 두께를 추정하여 점성토층의 지역별 분포 특성을 상호 비교하였다.

핵심어: 낙동강 조간대, 지층 모델링, 크리깅, 기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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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진, 싱크홀과 같은 지반 침하, 홍수 등 도심지에서의 지질재난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각각의 재난 종

에 따른 취약성 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국내에서도 다수 수행되었다(Kim et al., 2022, Suh et al., 2020). 도심지 재난의 취약성 평가

를 위해서는 각 재난의 원인 규명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 되겠지만 이러한 연구의 기본적인 보조자료로서 해당 지역의 지하에 대

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기본적인 정보에는 지하의 물성 정보와 함께 지층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도심지 내의 지층

정보 모델은 사회적 및 경제적 필요해 의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 지하수 용량(capacity) 및 취약성(vulnerability) 평가

- 지하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측면에서의 지반조건(ground condition) 예측

- 광범위한 재해(hazards) 분야에서의 위험도 평가

- 가시화를 통한 지질자원 교육 분야에서의 활용

도심지의 지층정보 모델링은 일반적인 지질 모델링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얕은 지중 심도를 대상으로 모델링하며, 단층의 유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층의 역전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층서적 형태로 지층정보를 모델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전통적 층서 모델링 및 지구통계기반 모델링과 더불어 컴퓨터 연산 자원 및 알고리즘의 발전에 의해 기계학습 및 인

공지능 기반의 모델링 기법도 연구되고 있다(Table 1).

Table 1. Summary of types and characteristics for ground layer modelling

Method Algorithms Modelling Cost Software References

Layer

Modelling

Implicit Potential 

Calculation
High GOCAD-SKUA, Geomodeller

Calcagno et al., 2008

Wellmann and Caumon, 2018

Geostatistical

Modelling

Kriging

(Ordinary, Indicator)
Low ArcGIS, SGeMS

Journel and Kyriakidis 2004 

Zhou et al., 2022

Machine Learning

Modelling
RandomForest, SVR Low Python, Matlab, R

Smirnoff et al., 2008

Hengl et al.,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심지 지질재난 취약성 평가를 위한 기본 자료인 지층정보를 모델링 하는 것으로 연구대상 지역으로 낙동강 

조간대 지역을 선정하였다. 해당 지역은 연약 점토층이 두텁고 넓게 분포하는 지역으로 과거부터 대단위 지반개량 사업 등이 수행

됐음에도 시료 교란 등의 이유로 압밀 침하량이 과소 평가되어 왔다(Chung et al., 2006). 이 지역의 연약지반 침하 취약성 평가에 활

용될 상부점성토층의 두께 정보를 모델링하기 위하여 부산지역 시추공 자료 중 낙동강 조간대 지역 4,712개 시추공 자료를 사용하였

다. 지층정보 모델링을 위하여 RF (Random Forest), SVR (Support Vector Regression), GPR (Gaussian Process Regression) 3

종의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동시에 전통적 지구통계기법인 정규크리깅(Ordinary Kriging) 모델을 사용하여 상부점성토층

의 두께를 추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한 모델들의 공간추정 성능 비교를 위해 성능지표로 평가하는 정량 평가 방법과 공간추정 

분포 형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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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강 삼각주 일대 지역을 선정하였다(Fig. 1). 낙동강 삼각주는 육상에서 173 km2의 

면적을 가지며, 지형과 수리학적 특성에 따라 상부 삼각주 평원(양산 신도시, 예안리 등), 하부 삼각주평원(녹산, 가덕도 등), 삼각주 

주변분지(장유)로 구분된다. 낙동강 삼각주는 지구조 요인에 의해 거대한 만입의 형상을 유지하다가 낙동강으로부터 공급된 퇴적

물들이 하천과 바다 등의 상호작용으로 서서히 매립된 지형이다(Yang and Cho, 2011). 이러한 낙동강 삼각주 일대의 미고결 퇴적

층은 해수면 상승 속도에 연계되어 상·하부의 점성토층으로 구분되며, 점성토층의 상·하부에는 사질토층이 발달 된 구조를 보인다. 

또한, 해당 지역은 에코델타시티, 녹산공단 등이 위치하여 주거지와 공단 등 사람의 활동이 잦은 도심지 지역이다. 최근 도시 내 싱

크홀과 같은 지반 침하는 잠재적인 대형사고를 유발한다는 우려와 함께 대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MOLIT, 2015). 연약점토

층이 두텁고 넓게 분포하고 있는 해당 지역에는 과거부터 대단위 지반개량 사업 등이 수행되었지만, 주로 시료교란 등의 이유로 압

밀 침하량을 과소평가해 왔었다(Chung et al., 2006). 그러므로 본 연구지역의 연약지층에 대한 모델링은 추후 낙동강 삼각주 연약

지반의 침하 취약성을 평가하는 데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Fig. 1. Areal view of the study area with borehole data (image source: Esri)

3. 연구방법

3.1 시추공 데이터 현황 및 연약지층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연약지반 취약성 평가에 필요한 지층정보 자료로서 점성토 지층의 모델링을 위하여 낙동강 삼각주 일대의 시추공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국토지반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개방형 지반조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부산광역시 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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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자료 중 중복된 자료를 제외하고 낙동강 삼각주 인근에 해당하는 4,712개의 시추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ig. 1과 같이 분포하

고 있다. 각 시추공 자료에는 시추지역, 시추공명, 위치정보(Transverse Mercator (TM), 경위도), 표고(Elevation), 지층별 심도 등

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시추공의 지층정보는 시추주상도와 함께 낙동강 삼각주의 퇴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반암 상부로부터 함력

사질토, 하부점성토, 중간사질토, 상부점성토, 상부사질토, 표토(매립토)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 모델링 대상 지층은 주된 

압밀층인 점성토층이며 그 중에서도 표토와 가까운 상부점성토층을 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Fig. 2(a)는 상부점성토층이 낙

동강 삼각주 일대에 분포하는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점성토층은 삼각주의 퇴적 기작에 의해 형성된 토층이기 때문에 고도가 높은 

산간지역보다는 낙동강 하구를 따라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지역의 시추공 자료 4,712개 중 2,948개의 시

추공에 상부점성토층이 부존하였다. Fig. 2(b)는 연구지역 내 상부점성토층이 존재하는 시추공 자료에 대하여 해당 지층의 두께 정

보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며 대체적으로 오른쪽 꼬리를 갖는 분포형태로 양의 왜도(Skewness)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Fig. 2. Target data information. (a) Distribution of borehole with upper clay and (b) Histogram for upper clay thickness

3.2 모델 설계 및 지층정보 추론 기법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모델은 지층정보(점성토층 두께)를 추론하는 공간추정 문제이기 때문에 입력변수로는 공간정보가

(TM X좌표, TM Y좌표, 표고) 구성될 수 있으며 출력변수로는 상부점성토층의 두께로 구성하였다. 이때 Fig. 2(a)와 같이 상부점

성토층은 산간지역에 대부분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Fig. 3과 같이 상부점성토층의 두께와 표고의 관계를 도시해보

았을 때 일부 산간지역에 분포하는 상부점성토층(해당 경우에도 매우 작은 두께의 점성토층만이 존재)을 제외했을 때 고도와 점성

토층의 두께가 특정한 추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점성토층의 두께 추정을 위한 입

력변수로 표고 자료의 사용 없이 TM좌표계만을 사용하여 점성토층의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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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arget data and each elevation

또한, 개발한 모델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전체 시추공 데이터를 5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전체의 80%(2,358개)에 해당하는 4

개의 군집은 학습하고 나머지 20%(590개)인 1개의 군집을 시험하였다. 시험 군집을 5번 번갈아가며 5-fold 교차 시험을 수행하였

다. 이러한 시험 방식을 이용하면 각 모델의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추정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 지층정보에 대

한 공간추론의 경우 지층의 연속적인 성질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Fig. 4(a)와 같이 극단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지역 편향적으로 각각

의 Fold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Fig. 4(b)와 같이 각 Fold가 추정범위 전 범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a) (b)

Fig. 4. Results of dividing sample data into five folds (a) without considering regional bias and (b) with consider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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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지구통계기법: 정규크리깅(Ordinary Kriging)

크리깅(Kriging)은 미지의 관심 지점에서의 속성값을 예측하기 위하여 주변의 획득된 샘플 자료를 기반으로 정의된 확률변수의 

결합을 통해 계산되는 방법론이다(Isaaks and Strivastava, 1989, Goovaerts, 1997). 이 때, 위치 기반의 공간적 상관성을 가지는 확

률변수의 결합을 통해 생성되는 확률함수는 정상성(stationarity)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식 (1)과 같은 변동도 모델로

서 크리깅 계산에 반영된다.

 




  



     (1)

여기서 는 반-변동도(semi-variogram)이고,  ,   는 각각,  ,   위치에서의 속성값을 의미하며, 는 지연거

리(lag distance)로서 샘플 속성 값들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정규크리깅(Ordinary Kriging, OK)은 편향된 추정식의 사용으로 인해 추정식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하지 않는 단순크

리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추정식이 편향되지 않으면서 오차분산을 최소로 하는 크리깅 기법이다. 이를 위해 정규크리깅에서

는 추정치가 편향되지 않도록 식 (2)와 같이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는 제약조건을 가진다. 주어진 제약조건에서 최대 및 최소를 구하

는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라그랑주 승수법(Lagrange multiplier method)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정규크리깅의 오차분산식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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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기계학습기반 회귀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시추공 자료를 활용하여 상부점성토층의 두께를 추정하기 위해 전통적 지구통계기법 이외에도 3종류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최적화하여 학습시킨 후 모델들을 개발하였다. 3종류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RF, SVR, GPR이며, 정규크리깅을 활용

하여 개발한 4개 모델의 공간추정 성능을 비교하였다. 

- Random Forest (RF)는 다수의 결정트리(decision tree)들을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Breiman, 2001, Ho, 1998)으로 

대표적인 앙상블 기법이다. 결정트리 방식은 학습 데이터에 따라 예측 성능이 크게 달라지며, 과적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결정트리를 고려하여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앙상블 기법으로 배깅(Bagging)이 있다. 배깅은 각 

결정트리를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병렬 앙상블 모델로서 분산을 줄이고, 예측 모델의 과적합을 방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배깅을 통해 예측된 값은 개별 트리 예측값의 평균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 RF와 배깅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지만 한 가

지 큰 차이점은 트리 내 노드의 분할 분기점에서 학습 데이터의 특징(feature)들을 무작위로 선택한다는 점이 있다.

- Support Vector Machine (SVM)은 대표적인 기계학습 분류 및 회귀 알고리즘의 하나로 회귀 모형에 사용될 때에는 S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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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Vector Regression)으로 불린다(Cortes and Vapnik, 1995). SVM은 데이터를 분류하는 결정 경계(decision boundary)

를 찾기 위해 가장 가까운 서포터 벡터(support vector)를 찾아 결정 경계에 평행한 초평면(hyperplane)을 계산하고 초평면과 결정 

경계의 거리(margin)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해를 찾아간다. SVM은 이러한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 전체 학습 자료가 아

닌 서포트 벡터들만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산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료가 선형 분리기로 분류가 힘들 경우, 

비모수적(nonparametric) 접근으로 커널 함수를 이용하여 고차원상(hibert space)에 자료를 투영하지 않고도 기존 차원의 자

료를 구분하기 위한 초평면을 찾을 수 있다. 이때, 커널함수에 대한 매개변수로 C와 gamma값을 조정할 수 있다(Alpaydin, 

2020).

- Gaussian Process (GP)는 비모수적 기계학습 모델로서 SVM과 마찬가지로 커널함수 기반으로 모수적(parametric) 모델이 복

잡한 학습자료에서는 낮은 성능을 보인다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GP는 식 (4)와 같이 결합 가우시안 분포(jointly 

gaussian distribution)를 따르는 임의 변수(random variable) 군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가우시안 분포와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차이점은 평균과 분산이 식 (4)의 평균 함수인 와 공분산 함수인  ′로 표현된다는 것이다(Williams and 

Rasmussen, 2006). 

 ∼    ′  (4)

수학적으로 GP는 크리깅의 일반화로 간주할 수 있지만 크리깅은 일반적으로 공간추정 문제에 사용되는 반면 GP는 기계학습 분

야에서 주로 사용된다. 또한 GP는 베이지안(Bayesian) 관점에서 파생되었지만 크리깅은 빈도주의(frequentist) 관점에서 파생되

었다는 차이점이 있다(Erickson et al., 2018, Cui et al., 2021). 이러한 GP는 회귀 및 분류 문제 모두 활용될 수 있으며 회귀문제에 

사용될 때 GPR (Gaussian Process Regression)로 불린다. 

4. 연구결과 및 토의

4.1 상부점성토층 두께 추정 기법의 성능 비교

본 연구에서는 3종류의 기계학습 알고리즘(RF, SVR, GPR)과 지구통계기법인 정규크리깅을 사용하여 상부점성토층의 위치별 

두께를 추정하였다. 공간추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MATLAB의 Machine learning and Statistics Toolbox 

(MATLAB, 2022)를 사용하였으며, 정규크리깅을 수행하기 위해서 Python의 GStools (Müller et al., 2022) 라이브러리를 사용하

였다. 각 기계학습 알고리즘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hyperparameter)를 탐색하여 최적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격자 탐색(grid 

search), 임의 탐색(random search) 등을 수행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최적화(Bayesian optimization) 탐색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모델을 최적화하였다. 베이지안 최적화(Malkomes et al., 2016)는 불필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의 반복 탐색을 줄여 보

다 빠르게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는 기법으로 알려지지 않은 목적 함수의 최대 또는 최소로 하는 해를 찾아가는 장점이 있다. 이에 

RF모델은 Tree수와 최소 잎 크기, SVR모델은 커널함수와 C값과 gamma값, GPR 모델은 커널함수와 gamma값을 변화시켜가며 

최적화하였다. 기계학습 모델의 최적화 결과 RF모델은 Tree수가 500, 최소 잎 크기 = 1일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으며, SVR은 

커널함수로 가우스 함수를 이용하고 C = 21.7067, gamma = 0.0943일 때, GPR은 등방성 지수함수를 사용하고 gamma =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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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가장 좋은 훈련 결과를 보였다. 

최적화를 수행하여 결정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된 각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정규크리깅 모델의 5-fold 교차 시험을 수행한 결

과를 요약한 것이 Table 1과 Fig. 5에 나타나 있다. 각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성능지표(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

lation coefficient), 오차제곱평균(mean squared error))뿐만 아니라 추정한 상부점성토층의 기본 통계량(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중앙값)을 참값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성능지표를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지역에서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한 경

우의 공간추정 성능이 정규크리깅을 사용한 공간추정 결과보다 대체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 6과 같이 기계

학습 알고리즘 중 상대적으로 성능이 가장 높았던 GPR과 정규크리깅을 사용하여 추정된 자료와 원본 자료의 분포를 비교해 보았

을 때도 GPR 모델의 결과가 정규크리깅 모델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잘 모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2에 나

타난 기본 통계량에서도 기계학습 알고리즘 모델들이 상대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원본 자료와 근사하게 추정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정규크리깅 모델을 통해 추정된 결과에서는 상대적으로 평균값과 표준편차가 더 작게 평가되었다. 이는 양의 왜도

를 가지는 원본 자료의 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로그정규화(log-normalization)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성토층이 두꺼운 지역

의 자료가 이상치(outlier)로 간주되어 계산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에서도 SVR의 경우 최솟값이 음

의 값을 가지면서 원본자료의 자연현상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Summary of the results for prediction performance of each methodology with basic statistics

Method
Metric Basic Statistics

Corr. coeff. MSE Mean Std. Max Median Min Skewness

RF 0.80 46.93 16.74 8.73 53.91 15.62 1.40 0.65

SVR 0.78 50.26 16.59 9.30 54.93 15.39 -1.20 0.79

GPR 0.81 44.46 16.78 9.03 53.74 15.51 1.69 0.77

OK 0.75 63.27 14.31 7.45 40.35 13.92 1.12 0.36

Ground Truth 16.68 11.30 67.50 15.60 0.30 0.86

(a) (b)

Fig. 5.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predicted and ground truth. (a) RF, (b) SVR, (c) GPR, (d)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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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Fig. 5.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predicted and ground truth. (a) RF, (b) SVR, (c) GPR, (d) OK (Continued)

(a) (b)

Fig. 6. Comparison results of histogram between predicted data of each methodology and ground truth. (a) GPR, (b) OK

4.2 지층정보 추정 모델별 가시화 결과 비교

각 공간추정 모델들의 정량적인 성능 평가와 함께 정성적인 평가를 위하여 낙동강 조간대 영역에 학습된 모델들을 사용하여 상부

점성토층의 두께를 추정한 결과를 Fig. 7과 같이 가시화하여 비교하였다. 낙동강 조간대 영역 전체에 대한 추정에 앞서 연구지역 내

에서도 상부점성토층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상부점성토층의 두께를 추정하는 것이 결과의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Fig. 7(a)와 같이 연구지역 중 상부점성토층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계학습 알고리즘인 RF를 이용하였다. RF를 포함하여 다른 기계학습 분류 알고리즘(GP, SVM 등)을 사용한 결과 RF의 5-fold 

시험 결과가 약 92 %의 정확도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상부점성토층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해당 지층의 정보를 각 

모델들로 추정한 결과 4개의 모델 모두 상대적으로 지층이 두꺼운 부분을 포함하여 분포 형상은 유사하게 추정한 것으로 판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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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RF 모델의 경우 선형 분리기의 특성상 직선 형태의 인위적인 분포가 나타났으며, SVR의 경우 지역적 특잇값들 주위를 

좁은 원형의 형태로 추정한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정규크리깅 모델의 경우 지역적 분포 특성을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추

정되었으며, GPR은 SVR과 정규크리깅 모델의 공간추정 특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정성평가 될 수 있다.

(a) (b) (c)

(d) (e)

Fig. 7. Result of (a) masking the area where target data is expected to exist and comparison of estimation based on each 

methodology for predicting upper clay thickness of the study area. (b) RF, (c) SVR, (d) GPR, (e) OK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토지반정보포털에서 수집한 시추공 자료를 기반으로 낙동강 조간대 지역의 상부점성토층 두께 정보에 대한 공

간추정을 수행하였다. 상부점성토층의 위치별 두께 정보를 예측하기 위해 3종의 기계학습 모델과 지구통계기반 공간추정 기법인 

정규크리깅을 사용하여 총 4개의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낙동강 조간대 지역 4,712개의 시추공 자료 중 상부

점성토층이 존재하는 2,948개의 시추공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적 편향을 가지지 않도록 5-fold 자료 군으로 구성하여 성능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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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기계학습 모델인 RF, SVR, GPR 모델과 정규크리깅 모델 중 GPR 모델의 성능이 R=0.81, MSE=44.46 (m)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정량적인 공간추정 성능 평가와 함께 각 모델의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낙동강 조간대 전역에 상부점성토층의 정보

를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 지층의 공간적 분포 특성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정규크리깅 모델과 달리 기계학습 모델들의 경우 인위적인 분포형태나 

특잇값에 대해 국소적으로 분포하는 형태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점성토층의 두께를 비롯한 지층정보 추정 문제에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은 추정 성능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우수할 수 있지만 자연현상적인 특성까지 잘 반영되는지에 대해 정성적

으로 평가하는 것이 항상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층정보 추정 문제에서 기계학습 알고리

즘을 사용하는 것은 지구통계기법인 정규크리깅이 지역적 극댓값과 같은 특잇값의 추정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공

간추정을 위한 보조자료의 추가와 같이 공간 모델링의 확장성 측면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지구통계기법과 함께 기계학

습 알고리즘을 통한 공간정보 모델링에 대한 연구는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점성토층의 모델링 결과는 추후 낙동강 삼각주 연약지반의 침하 취약성을 평가하는데 기본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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