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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수문시계열 분석과 예측은 대부분 형태의 선형적인ARMA(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추계학적인 모형을 이용하였으나 자현현상이 복잡해지고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짐에 따라 선형적

인 해석은 수문시계열의 분석과 예측에 있어서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시도로 이론이란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자원분야에서는 년대Chaos , 1980

후반부터 물수지 방정식 및 강우유출에 대한 카오스적 특성분석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유역의 본류를 대표하는 나주지점을 대상으로 년 월 일 시부터2003 1 1 00

년 월 일 시까지 개의 시수위 자료에 대하여 해당 년도의 식을 적2004 12 31 23 17,544 Rating-Curve

용 환산한 유출량자료에 대한 카오스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카오스적 특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원자료에 대하여 이동평균법과 를 적용Savitzky-Golay Filter

하여 잡음을 제거하였으며 차원의 단일변량의 자료에 대한 상태공간 의 재건을 통, 1 (Phase Space)

하여 비교검토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자료에 대하여 상관차원법을 이용하여 영산강.

유역의 나주지점의 시유출량 자료에 대한 카오스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저차원의 수렴으로 카오

스 특성을 가졌다.

핵심용어 이동평균 상관차원법핵심용어 이동평균 상관차원법핵심용어 이동평균 상관차원법핵심용어 이동평균 상관차원법: Chaos, , LPF, Savitzky-Golay Filter,: Chaos, , LPF, Savitzky-Golay Filter,: Chaos, , LPF, Savitzky-Golay Filter,: Chaos, , LPF, Savitzky-Golay Filter,

서 론1.

수문시계열 분석과 예측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선형적인 모형들을 이용하였으나 자연현상이 복

잡해지고 수문 시계열의 패턴이 비선형 구조가 존재함에 따라 해석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시도로 이론을 도입하여 수문시계열 자료에 대한. Chaos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 특정한 수문시계열에서 카오스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수문시계열의 카오스 특성에 관한 연구는 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에Hense(1987) Nauru Island

기록된 월강우량 개 시계열의 상관차원을 산출하여 에서 사이의 낮은 상관차원값을 얻1,008 2.5 4.5

었다 와 는 카오스 특성을 가지는 이탈리아의 강의 일유출량. Porporato Ridolfi(2001) Dora Baltea

자료에 와 에 의해 제안된 비선형 시계열분석기법을 개선하여 유출량 뿐만 아Farmer Sidorowich ,

니라 다른 시계열자료도 고려된 다변량 비선형 예측기법을 적용하였다.

국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김형수와 윤용남 은 위상학적 기법인(1996a, 1996b) close return

를 이용하여 일유출량 시계열의 카오스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김형수 등 은 미국test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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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강의 일유출량 자료가 낮은 차원의 카오스임을 밝히고 이러한 카오스 동Florida St.Johns ,

력학적 특성을 근거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김응석 등 은 서산 대전 등DVS . (1999) , 9

개 지점의 년간 일 강우량 자료에 대해 최대 지수를 구하여 그 예측 가능한 기간을22 Lyapunov ,

일로 산정하였다8 23 .∼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 본류를 대표하는 나주지점의 카오스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잡음저감

기법인 법을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고 상관차원 법Savitzky -Golay Filter (Correlation Dimension)

을 이용하여 카오스 특성을 분석하였다.

대상지점 및 자료2.

대상지점2. 1

영산강의 유역면적은 3,455km
2
동서와 남북간의 최장,

거리는 각각 및 이며 유역의 평균 폭은60.6km 89.9km ,

이다26.7km .

본 연구의 대상지점인 나주지점의 유역면적은 약

2,059km2로 전체 영산강 유역면적의 약 에 해당되며60%

유로연장이 인 영산강 본류의 중류부를 대표하는65.5 km

지점으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2003 1 1 00 2004 12 31 23

시까지 개의 시수위 자료를 해당 년도의17,544 Rating-

식에 대입하여 유출량자료로 환산한 자료를 이용하Curve

여 카오스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유역도는,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과

같다.

자료의 기술통계2. 2

본 연구의 대상 지점인 나주수위관측소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는 다음의 표표표표 1111과 같다 자료의 크.

기는 개이며 최소값은 년 월 일 시 최대값은 년 월17,544 8.182CMS(2004 4 13 16 ), 7738.005CMS(2004 8

일 시 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은 이며 표준편차는 이다 왜곡도 계수는18 22 ) . , 92.663CMS 163.474mm .

으로 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왜곡된 분포를 가지며 첨도 계수는 로 보다는 크3.576 0 , 24.191 3

기 때문에 정규분포보다는 뾰족한 분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대상지점에 대한 기술통계1.

자료의크기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7,544 8.182 7738.005 92.663 163.474 3.576 24.191

이론적 배경3.

위상공간3. 1 (Phase Space)

시계열 자료로부터 카오스 특성을 찾기 위해 이용하는 상관차원이나 지수는 우선 자Lyapunov

료를 위상 공간에 표현하여야 분석이 가능하다 위상공간 에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phase space)

는 가 제안하였으며 에 의해 증명된 시간지체법이 있으며 그Packard et al.(1980) , Takens(1981)

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영산강의 유역도.



X n≡{x n, x n+τ, x n+2τ ... ,x n+(m-1)τ} 식(1)

여기서, τ는 지체시간 으로 자기상관함수 나 상호정(Lag time) (AutoCorrelation Function, ACF)

보이론 을 이용하여 추정하며 지체의 시간의 결정은 위상공간 재건(Mutual Information Theory) ,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지체지간이 너무 작으면 어트랙터가 본래의 어트랙터보다 압축되어 나.

타나며 불필요한 정보가 생기게 되고 너무 크면 실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손실하게 된다, .

자기상관함수를 이용하여 지체시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3 .

번째로 가 처음으로 이 되는 점의 지체시간을 취하거나 두 번째로 의 특정값이 일ACF 0 , ACF 0.1

때 마지막으로 가 지수적으로 감소할 때는 의 값에 상응하는 점에서 지체시간, ACF 1/e(e 2.71828)≈

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체시간 결정에 있어서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결정된 지체시간은 으로, 3

나타났다.

상관차원법3. 2 (Correlation Dimension)

상관차원법 은 상태공간에 재구성된 계가 카오스 특성인 이상한(correlation dimension method)

끌개를 가질 경우에 모든 점들이 끌개 안에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상관성을 가지는 원리를 이용

하여 시계열 자료의 카오스 특성을 판별하는 방법으로 와 가 제안하였Grassberger Procaccia(1983)

다 우선 시간지체법으로 상태공간에 좌표를 구성한 후 반경. , , r인 구에서 두 점을 발견할 쌍 상관

성을 측정하는 상관적분(correlation integral) C(r)을 식 과 같이 구한다(2) .

C(r)= lim
N→∞

2
N(N-1) ∑

N

u=1
∑
N

v=u+1
H(r-||X u-X v||) (2)

여기서 는 가 양일때 가 음일때 인 은 상태, H H( )=1, H( )=0 Heaviside Step Function, Nㆍ ㆍ ㆍ

공간상의 모든 좌표점들의 개수 그리고, , X u, X v는 상태공간의 좌표를 나타낸다 또한 의 값이. , r

작을 경우 식 과 같은 지수법칙이 성립한다(3) .

C(r)∝r
D 2 (3)

추계학적인 과정에서는위상공간이 차원이면2 C(r)이 r2에 비례하고 차원이면3 r3에 비례한다.

D 2는 식 을 변형하여 식 과 같이 구할 수 있다(3) (4) .

D 2= lim
r→0

log[C(r)]
logr

(4)

어떤 시계열이 매립차원 이 증가할 때 상관차원이 같이 증가하면 추계(embedding dimension) m

학적 특성을 갖지만 상관차원이 매립차원이 증가하여도 더 이상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고 포화되,

면 카오스 특성을 갖는다.

모의결과 및 고찰4.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 유역의 본류를 대표하는 나주지점으로 대상으로 년 월 일 시 부2003 1 1 0

터 년 월 일 시까지의 개의 시유출량 자료를 이용하였으며2004 12 31 23 17,544 그림그림그림그림 2222와 같다.

카오스적 특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지체시간 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기상관함수의 지체시간 값( )τ

을 부터 까지 분석한 결과 처음으로 가 되는 점의 값은 로 나타났으며1 100 0.5 17Hr 그림그림그림그림 3333과 같으

며 지체시간이 지나치게 크면 상태공간에서 좌표 사이의 상관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실제 계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관 함수에서 처음으로 이 되는0

점을 배제하고 일 때의 를 지체시간으로 취하였다 또한 이동평균법에 지0.5(Schuster, 1998) 17Hr . ,

체시간을 적용하여 변환된 자료는 그림그림그림그림 4444와 같고 지체시간을 이용하여 위상공간에 재건한 결과

이동평균법이 적용된 에서는 일관성 있는 어트랙터 구조를 발견하였으며data 그림그림그림그림 5555와 같다.

그림 나주수위관측소 시유출량2. 그림 지체시간 에 따른 자기상관함수3. τ

그림 이동평균법에 의해 변환된 시계열4. 그림 이동평균법에 의한 위상공간 재건5.

그림 에 의해 변환된 시계열6. Savitzky-Golay Filter 그림 에 의한 위상공간 재건7. Savitzky-Golay Filter

일반화된 이동평균법으로 여겨지는 의 두 개의 매개변수인Savitzky-Golay Filter span, degree

는 위상공간 재건을 통하여 최적화하였으며 그 결과 span=17, degree는 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1

다 또한 이러한 매개변수를 통하여 잡음을 제거한 결과는. , 그림그림그림그림 6666과 같고 변환된 시계열에 대한

위상공간에 재건한 결과는 그림그림그림그림 7777과 같으며 이동평균법에 의해 위상공간에 재건한 결과와 유사한

어트랙터를 발견하였다.

상관차원법에 의해 나주지점의 시유출량 자료의 카오스 특성을 파악하고자 τ는 17Hr,



은 는 로 입Embedding Dimension 2 10, radius 0.1 0.9～ ～

력하여 분석한 결과 의 저차원으로 수렴하는 결과을1.26

얻었으며, 그림그림그림그림 8888과 같다.

결론5.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 본류를 대표하는 나주지점의 카오

스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잡음저감 기법인 이동평균법과

법을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고 상Savitzky -Golay Filter

관차원 법을 이용하여 카오스 특성(Correlation Dimension)

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자기상관함수에 의하여 지체시간 을 로 결정하였고 이동평균법 및( ) 17Hr , Savitzky-Golay Filterτ

를 이용하여 노이즈를 저감하여 위상공간에 재건한 결과 일관성 있는 어트랙터 구조를 발견하였,

다.

상관차원법에 의해 자료의 카오스 특성을 파악하고자 τ는 은17Hr, Embedding Dimension 2～

는 로 입력하여 분석한 결과 의 저차원으로 수렴하는 결과를 나타냄에 따라10, radius 0.1 0.9 1.26～

이 시계열이 카오스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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