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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요지요지요지
본 연구에서는 상층기상자료 자동 기상 관측망 자료 및 신경망기법을 사용하여 단시간 강우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호우를 동반한 이송 기상 시스템의 이동 경로가 라디오존데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상층기상 자.

료 즉 상층 풍향자료와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가정 하에 원거리에서 발생하는 기상현상의 발달과정을

판단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러한 원거리 입력 자료와 예측하고자 하는 값 사이의 비선형 상관,

관계를 연결하는 기법으로 인공 신경망 기법을 도입하였다 개발된 모형을 년 태풍 루사로 인하여 큰 피. 2002

해를 입은 감천지역에 적용하였다 포항과 오산의 라디오존데에서 획득한 에서의 풍향자료와 년의 자. 700mb 5

료기간을 가지는 개의 자동 기상 관측망 자료를 입력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상층기상자료를 사용350

하지 않고 예측한 결과에 대하여 개선된 강우 예측결과를 보여주었다.

핵심용어 강수량예측 자동기상관측망 라디오존데 신경망기법핵심용어 강수량예측 자동기상관측망 라디오존데 신경망기법핵심용어 강수량예측 자동기상관측망 라디오존데 신경망기법핵심용어 강수량예측 자동기상관측망 라디오존데 신경망기법: , , ,: , , ,: , , ,: , ,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정확한 단시간 강우량예측은 매년 막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 시키는 홍수의 적절한 경보를

가능하게 하고 수재해 방재와 수자원관리 및 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지난 수십년 동안의

연구를 통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강우량예측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여전히 수자원

연구에 있어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최근에는 기상이론 및 예보기술의 발달과 수치계산능.

력의 강화로 수치모델을 이용한 각종 기상요소의 정량적인 총량예보능력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강우의 공간

분포에 대한 개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더욱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

리나라의 강수현상의 장기변화는 강우강도의 증가 호우발생빈도의 증가 총 강수량의 증가로 요약된다고 하, ,

겠다 권원태 외 이제까지 우리들은 해마다 겪고 있는 홍수피해를 줄여나가기 대안으로서 댐이나 제( , 2003).

방의 건설과 같은 구조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방안을 수행하여 왔으나 홍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

는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수재해 방재를 위하여 구조적 대책들과 함께 비구조적인 대책 특별히.

강우의 단기 예보 능력 향상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라디오존데 및 자동 기상 관측망 자료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발생하는 기상현상의 이동

양상을 분류하였다 또한 이러한 원거리 입력자료와 예측하고자 하는 값 사이의 비선형 상관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기법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거리 입력자료와 예측치 사이의 비선형 상관관계를 나.

타내는 방법으로 인공 신경망 기법을 사용하였다 신경망 기법은 복잡한 비선형 상관관계를 가지는 강우 유. -

출 문제 해결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성원 외(Imrie et al., 2000; Kim and Barros, 2001; ,

여러 수자원 분야의 문제해결에 탁월한 적용성이 입증되어 오고 있다 강우 예측2001) : (Kuligowiski and

유출량 예측 토네이도 예측Barros, 1998; Hall et al., 1999); (Shamseldin, 1997; Chang and Chen, 2001);

그리고 수질 예측 등에 적용되었다 특별히 우리(Marzban and Gregory, 1996); (Maier and Dandy, 1996) .

나라에서 발생하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강우사상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간의 비선형 관계를 잘 나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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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법임이 입증되었다 국내에서는 전경수와 김경익 은 미국 기상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돌발홍. (2001)

수 예경보 시스템을 고찰하여 최근 들어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돌발홍수의 예경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하

여 논하였다 오늘날 원격측정기술의 발달은 위성자료 및 다중센서자료를 이용한 원거리 기상현상 자료의 획.

득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러한 정보의 사용은 보다 긴 홍수예경보시간 및 정확도를 가지는 홍수예측모델 개

발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고 또한 정보간의 관계성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홍수예측모델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하겠다(Kim and Barros, 2001).

본 연구의 목적은 다중센서자료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광역기상상태를 판단하고 기상상태에 반응하는 입

력강우자료와 대상유역의 예측 강우량간의 비선형 상관관계를 잘 고려할 수 있는 신경망 기법을 이용하여

보다 긴 예경보시간과 정확도를 가진 강우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강우예측모형강우예측모형강우예측모형강우예측모형2.2.2.2.

본 연구에서는 신경망기법과 상층기상자료를 사용하여 단시간 강우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호우를 동반.

한 이송 기상 시스템의 이동 경로가 라디오존데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상층기상 자료 즉 상층 풍향자료와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가정 하에 원거리에서 발생하는 기상현상의 발달과정을 판단 할 수 있는 알고

리즘을 개발하고 이러한 원거리 입력자료와 예측하고자 하는 값 사이의 비선형 상관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기

법으로 인공 신경망 기법을 도입하였다 장기간의 풍향자료를 이용하여 여름철 풍향자료에 따른 대상유역 면.

적평균 강우량과 자동 기상관측망의 강우자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반응 모듈을 구분하고 각 모듈에 대

하여 신경망과 이에 따른 입력자료 구성하였다.

그림 은 본 연구에서 사용될 입력층 은익층 및 출력층 으로 구성된 층 신경1 (input layer), (hidden layer) (output layer) 3

망의 기본구조이다 신경망 계산의 기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절점 에서 효과적인 수신 신호는 모든 입력 신호의 가중 합. . j

이다:

h j= ∑
∞

i=0
w ji r i ( j = 1,.........., n ) (1)

여기서 m은 입력층 총 수neuron , n은 은익층 총 수neuron , w는 i에서 j까지 경로에 부여된 가중치,

r i는 unit i로부터의 입력 값, h j는 은익층의 unit j에서 값이다 다음으로 조합된 신호가 출력 신호를 생. ,

성시키기 위해 변환함수 에 의해 변환 된다(transfer function) :

o k = ∑
n

j=1
w kj f ( h j ) = ∑

n

j=1
w kj f (∑

m

i=1
w ji r i) ( k = 1,.........., l ) (2)

여기서, f는 선택된 변환함수를 나타내고, w는 j에서 k까지 경로에 부여된 가중치, o k는 네트워크 출력

값, l은 출력 에 절점들의 총수를 나타낸다layer .

비선형 변환 함수는 신경망에서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사이에 비선형관계를 고려할 수 있게 한다.

f (h ) =
2

1+αe -h
-1 (3)

여기서, h는 절점 입력 값, f (h)는 절점 출력 값, α는 입력 데이터의 비선형 거동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된

증폭계수 이다 학습과정은 출력에서의 평균 제곱 오차(gain) . E를 최소화시키는 새로운 가중치들 집합을 결

정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E = ∑
l

k=1
( t k- o k )

2
(4)

변환함수가 비선형함수이기 때문에 오차, E는 가중치 w의 비선형함수가 될 것이다 최급강하법. (steepest

이 비선형 최소화 기법으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가중치들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descent method) . , .



Δw = -η'
∂E
∂w

= -(1-β)η'
∂E
∂w
+β(Δw ) old = η

∂E
∂w ji

+β(Δw ) old (5)

여기서, η는 가중치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가를 네트워크에 말해주는 이고learning rate , β는 가중치에 평균

변화율이다 부분. momentum β (Δw ) old에는 지역 극소화를 막기 위해 가중치의 조정치를 더해 준다. η와

β 둘 다 일반적으로 과 사이의 값을 가지고 시행착오법에 의해 계산된다, 0 1 , (Maier and Dandy, 1996).

여기서, t k는 출력 절점 에서 얻고자하는 출력값이다k .

그림 층 구조를 가지는 인공신경망 기본 구조와 강우예측모형의 흐름도그림 층 구조를 가지는 인공신경망 기본 구조와 강우예측모형의 흐름도그림 층 구조를 가지는 인공신경망 기본 구조와 강우예측모형의 흐름도그림 층 구조를 가지는 인공신경망 기본 구조와 강우예측모형의 흐름도1. 31. 31. 31. 3

인공 신경망 기법은 모델계수들을 개선함으로서 일차원 혹은 다차원 자료간의 상관관계를 설정하는 기법

으로 본 연구에서는 을 형성할 것이다 신경망 모형은 입력층 은익층 및multi-layered feedforward network . ,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층간의 연결계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입력층의.

절점값은 강우자료이며 출력층의 절점값은 예측 강우량이 된다 개발된 강우예측모델은 위에서 제시한 입력.

자료들이 가용한 실제유역에 적용하여 개발된 홍수예측모델의 적용성을 검토할 것이다.

모형적용 및 결과모형적용 및 결과모형적용 및 결과모형적용 및 결과3.3.3.3.

개발된 모형을 년 태풍 루사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감천지역에 적용하였다 그림 감천지역에2002 ( 2b).

대하여 라디오존데와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적합한 모듈을 채택하고 각 모듈에 대한 신경망을 구성 강우 예

측을 수행하였다 호우를 동반한 강우 시스템의 이동양상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는 호우를 동반한 기상 시.

스템의 이동 방향으로 포항과 오산의 라디오존데에서 획득한 에서의 방향 풍향자료를 사용하였다 그700mb 8 (

림 각 모듈에 대한 신경망의 학습을 위하여 장기간의 매우 양호한 공간 분해능을 가지는 전국2b and 2c).

자동 기상 관측망 자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개의 전체 자동 기상관측망을 사용하기에는 자료기간의460

한계를 가진다 학습시간을 최대화 하기위하여 년의 자료기간을 가지는 개의 자동 기상관측망은 대상지. 10 183

역 주변 자료가 결핍한 한계를 가지므로 년의 자료기간을 가지는 개의 자동 기상 관측망 자료를 사용하5 350

였다 그림 그림 은 대상유역의 시간 선행 강우를 예측하기 위하여 풍향자료 없이 자동 기상 관측망( 2a). 3 6

자료만으로 강우를 예측한 경우와 그림 라디오존데로부터 획득한 풍향자료를 사용한 경우를 그림 나( 3a) ( 3b)

타낸다 결과는 상층기상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예측한 결과에 대하여 개선된 강우 예측결과를 보여주었다. .

개발된 강우예측모형은 기상이변의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호우에 기인한 대표적인 자

연재해의 하나인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및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방재 수자원관리 및 계획에 크게 기여하리,

라 사료된다.



그림 자동기상관측망 라디오존데망그림 자동기상관측망 라디오존데망그림 자동기상관측망 라디오존데망그림 자동기상관측망 라디오존데망2. (a) (b)2. (a) (b)2. (a) (b)2. (a) (b) 풍향추세풍향추세풍향추세풍향추세(c) 700mb(c) 700mb(c) 700mb(c) 700mb

(a)

(b)

그림 감천유역 샘플 시간 선행 강우 예측치 시계열 라디오존데 풍향 자료 비사용그림 감천유역 샘플 시간 선행 강우 예측치 시계열 라디오존데 풍향 자료 비사용그림 감천유역 샘플 시간 선행 강우 예측치 시계열 라디오존데 풍향 자료 비사용그림 감천유역 샘플 시간 선행 강우 예측치 시계열 라디오존데 풍향 자료 비사용3. 6 (a) ,3. 6 (a) ,3. 6 (a) ,3. 6 (a) ,

라디오존데 풍향 자료 사용라디오존데 풍향 자료 사용라디오존데 풍향 자료 사용라디오존데 풍향 자료 사용(b)(b)(b)(b)

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감 사 의 글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통합 홍수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과제" "

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M10402020002-04O0202-00210) .

참 고 문 헌참 고 문 헌참 고 문 헌참 고 문 헌

권원태 최영은 오재호 민승기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과거와 미래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 논문1. , , , (2003). ,

집, Vol. 1, pp. 463-466.

김성원 이순탁 조정식 중소하천유역에서 에 의한 수문학적 예측 한국수2. , , (2001). Hybrid Neural Networks ,

자원학회논문, Vol. 34, No. 4, pp. 303-316.

3. Kim, G.S. and Barros, A.P. (2001). Quantitative flood forecasting using multisensor data and neural networks, Journal of

Hydrology, Vol. 246, pp. 45-62.

4. Kuligowski, R.J. and Barros, A.P. (1998). Experiments in short-term precipitation forecasting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Monthly Weather Review, Vol. 126, pp. 470-4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