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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 technique which connects Generalized Regression Neural Networks Model(GRNNM) with Genetic Algorithm

(GA) is used to derive rating curve in the river basin. GRNNM architecture consists of 4 layers ; input, hidden,

summation and output layer. GA method is applied to estimate the optimal smoothing factor when GRNNM is

trained. The derivation of rating curve using GRNNM is considered different kinds of hydraulic characteristics such

as water stage, area and mean velocity and is applied two stage stations; Sunsan and Jungam. Furthermore, it is

compared with conventional curve-fitting method. Through the training and validation performance, the results show

that GRNNM is much superior as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curve-fitting method.

Key words : GRNNM, GA, Rating curve, Hydraulic characteristics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하천유역에서 유량은 수위유량관계곡선 을 이용하여 관측된 수위자료로부터 산정된다 정- (Rating curve) .

규적으로 하천유량을 관측하는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모되므로 하천수위를 좀더 자주 혹은

규칙적으로 관측하고 기록하는 것이 보편적인 수문학적 기법이다 그러나 때때로 지체현상 때문에 수위와 유.

량의 관계를 하나의 회귀방정식에 의하여 나타낼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수문학자들은 감소된 유량수문곡선을.

산정하기 위하여 복잡한 과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성원 일반적으로 하나( 2004; Tawfik et al., 1997).

의 관측지점에서는 하도의 특성 및 수위의 분포에 따라서 개 혹은 개의 곡선이 자료에 적합하나 이런 경2 3 ,

우에는 유량의 상승과 하강에 의한 지체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홍수시에서의 유량은 흐름의 상태 뿐만 아니.

라 수위와도 관계가 되어 있으며 다른 수리학적 인자들과도 연관이 있다 같은 수위에서 유량은 상승시가, .

하강시보다 크고 홍수파는 토양습윤저류곡선처럼 지체현상이 다른 수문학적 과정처럼 분명하다 기존의 인, .

공신경망을 이용한 수위유량관계곡선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입력 및 출력벡터의 구성을 수위와 유량이-

시간적으로 지체된 함수로 구성하여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된 회귀(Jain and Chalisgaonkar, 2000).

신경망모형과 유전자알고리즘을 연계한 기법을 이용하여 낙동강수계 수위표지점인 선산과 정암지점에서 관

측된 수위유량자료를 이용하여 수위유량관계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유량을 기존의 수위뿐만 아니라 측- - .

정당시의 다른 수리학적 요인과 연관시켜 모형화하여 전통적인 수위유량관계곡선식과 비교하고자 한다 그- .

리고 수위유량관계곡선의 산정에 있어서 일반화된 회귀신경망모형과 유전자알고리즘의 연계에 따른 적용기-

법의 우수성을 나타내고자 한다.

일반화된 회귀신경망모형일반화된 회귀신경망모형일반화된 회귀신경망모형일반화된 회귀신경망모형2. (Generalized Regression Neural Networks Model, GRNNM)2. (Generalized Regression Neural Networks Model, GRNNM)2. (Generalized Regression Neural Networks Model, GRNNM)2. (Generalized Regression Neural Networks Model, GRNNM)

일반화된 회귀신경망모형 의 개요2.1 (GRNNM)

본 연구에 적용된 일반화된 회귀신경망모형 은 반경기초함수 신경망모형 의 변형된 형(GRNNM) (RBF-NNM)

태의 신경망모형이다(Caudill, 1993; Specht, 1991; Tsoukalas and Uhrig, 1997; Wasserman, 1993 은 입). GRN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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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층 은닉층 합산층 및 출력층의 개의 층으로 구성되었으며 비선형 회귀이론에 기초를 둔 신경망모형이, , 4 ,

다 입력층 은닉층 및 합산층노드는 완전히 연결된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나 출력층의 노드는 합산층의 노드. , ,

중 몇 개로만 연결이 되어있다 합산층 은 여러 개의 합산노드 와 하나의 제. (Summation layer) (Summation node)

법노드 의 종류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합산노드수는 출력층 노드수와 동일하다 제법노드는(Division node) 2 . .

어떤 전이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은닉층노드의 가중전이값 을 합한 것과 같다(Weighted transfer value) . GRNNM

의 각 출력층노드는 합산층의 합산노드와 제법노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합산층과 출력층 사이는 연결강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각 출력층노드의 계산은 합산층의 합산노드로부터 계산된 값을 제법노드로부터 계산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그리고 합산층과 출력층은 근본적으로 출력층 결과치의 정규화과정을 실시하여.

이 보다 은닉층노드수의 적절한 선택에 대한 민감도를 감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각GRNNM RBF-NNM .

은닉층노드 반경기초함수의 겹침 현상은 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 훈련과정은GRNNM . GRNNM

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 즉 합산층에서 은닉층노드와 합산 혹은 제법노드사이에서RBF-NNM .

의 연결강도와 은닉층노드의 반경기초함수의 중심은 동시에 산정된다 따라서 은닉층의 훈련은 의. RBF-NNM

경우와 같이 자율훈련 으로 구성되고 특별한 군집알고리즘이 필요로 하며 군집알고리즘(Unsupervised training) ,

의 반경은 훈련이 시작하기 전에 결정되어 져야 한다.

일반화된 회귀신경망모형 의 기본이론2.2 (GRNNM)

은 함수추정을 위하여 통계학적 기법인 비선형회귀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독립변수 에 대한GRNNM , x

종속변수 의 회귀는 주어진 와 및 훈련자료에 대하여 가장 최적의 값을 추정한다 의 값은 오차와 같y x y . y

은 부가적인 잡음 에 의하여 변경되며 이러 것들에도 불구하고 회귀방정식은 평균제곱오차를 최소화하(Noise) ,

는 의 추정값을 나타낼 수 있다 은 통계학적 이론으로부터 다음 식 을 기초로 하고 있다y . GRNNM [1] .

E[y|x]=

⌠
⌡

∞

-∞
yf(x,y)dy

⌠
⌡

∞

-∞
f(x,y)dy

[1]

여기서 는 입력벡터에 대한 출력벡터 는 입력벡터 는 주어진 입력벡터 에 대한 출력벡터의 기대값y , x , E(y|x) x

이고 는 와 의 결합확률밀도함수 를 나타내고 있다 은 주어f(x,y) x y (Joint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 GRNNM

진 훈련자료에 대하여 를 추정하는 방법이고 확률밀도함수는 확률밀도함수의 형태에 대한 어떠한 선입f(x,y) ,

견없이 자료로부터 유도되기 때문에 은 완벽하게 일반화된다GRNNM .

3 유전자알고리즘유전자알고리즘유전자알고리즘유전자알고리즘. (Genetic Algoritms, GA). (Genetic Algoritms, GA). (Genetic Algoritms, GA). (Genetic Algoritms, GA)

일반적으로 복합적인 최적화문제에서 탐색과정으로 유전자알고리즘 을 적용한다 자연적인 선택(GA) . (Natural

진화 및 적자생존 의 원리에 인위적인 사용을 강조하였으며 는selection), (Evolution) (The survival of fitness) , GA

적용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 기초적인 이론은 모집단의 평균적합성은 탐색이. GA

진행됨에 따라서 개발되는 것을 보장하고 그 결과로서 수렴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상황에서 수렴, .

율은 상당히 느릴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은 역전파훈련알고리즘을 이용한 인공신경망모형에서 나. GRNNM

타나는 학습율 과 모멘텀 과 같은 훈련에 대한 매개변수들을 포함하지는 않으나(Learning rate) (Momentum) ,

이 새로운 입력벡터에 적용되어졌을 경우에 사용되는 평탄인자 가 존재한다 따라서GRNNM (Smoothing factor) .

각 입력자료에 따른 적절한 평탄인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를 이용한다 그러나 를 이용한 인공신경망의GA . GA

훈련의 경우 훈련임계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걸리는 단점이 있다.(Holland, 1975; Liong et. al., 1995).

적용유역 및 모형의 구성적용유역 및 모형의 구성적용유역 및 모형의 구성적용유역 및 모형의 구성4.4.4.4.

적용유역 및 지점4.1



본 연구에서 에 의한 수위유량관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낙동강유역의 지류에서 장기간의 유량측정GRNNM -

이 실시되고 있는 지점인 선산과 정암의 두 지점을 선택하였다 선산지점은 낙동강본류의 제 지류인 감천에. 1

위치해 있으며 낙동강의 상류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유량측정은 년 이후부터 간헐적인 홍수시에 유량측, . 1986

정을 실시하고 있다 정암지점은 낙동강본류의 제 지류인 남강에 위치해 있으며 낙동강의 하류지역에 해당. 1 ,

한다 유량측정은 년 이후에 간헐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건교부낙동강홍수통제소. 1990 .( , 2003).

의 구성4.2 GRNNM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훈련자료로 구성하였다 즉 년의 선산자료 년의 정암자료. 86, 88, 95, 98 , 90, 94-99

를 훈련자료로 선정하여 을 훈련시킨뒤 년의 선산 및 정암자료를 이용하여 을 검증하는GRNNM 2003 GRNNM

기법을 적용하였다 의 입력층의 입력노드는 수위 단면적 및 평균유속인 개의 입력노드로 구성하였. GRNNM , 3

고 은닉층의 은닉노드는 개로 구성하였으며 합산층의 합산노드 개 제법노드 개 및 출력층의 출력노드는, 3 , 1 , 1

개로 구성하였다 다음 그림 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을 나타내고 있다1 . 1 GRNNM .

곡선적합법4.3 (Curve-fitting Method)

본 연구에서의 모형과 비교검토하기 위한 방법론은 곡선적합법으로 선정하였다 수위유량관계곡GRNNM . -

선식의 유도를 위한 보편적인 식은 다음 식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2] .

Q=a(H-H0)
b [2]

여기서 는 유량Q (m
3

는 하천수위/sec), H (m), H0는 유량이 영일 경우의 수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 형태의 관계.

는 수위와 유량사이에의 원만한 관계를 적합시킴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종종 여러 가지 값의. H0을 산정하기

위하여 반복해서 사용하고 최소오차평방합 를 나타내는 값으로(SSE) H0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하도의 특성.

및 수위의 분포에 의하면 개 혹은 개의 곡선이 자료에 적합하다 이런 전통적인 곡선적합법의 가장 큰 단2 3 .

점은 형 수위유량관계의 지체효과 를 설명 할 수 없다loop - (Hysteresis effect) .

의 훈련 및 검증과정의 훈련 및 검증과정의 훈련 및 검증과정의 훈련 및 검증과정5. GRNNM5. GRNNM5. GRNNM5. GRNNM

의 훈련과정5.1 GRNNM

본 연구에서 의 적용과정은 크게 훈련과정과 검증과정으로 구분된다 훈련과정은 훈련자료와 테스GRNNM .

트자료로 구성된다 훈련자료에서 많은 양의 자료를 훈련하면 그 내부에서는 많은 갈등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은 자료를 기억할 수 없거나 혹은 오차를 학습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너무 많은 은닉층노GRNNM .

드를 가지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 훈련되지 않은 자료로부터 가장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는 시점에.

언제 도달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훈련자료 외부로 이 모집단을 나타내는 자료.

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테스트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검증기법 이 이. (Cross-validation method)

런 종류의 과적합문제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되었으며 이 최소 평방제곱오차GRNNM , GRNNM

에 도달할 때까지 훈련자료를 훈련하는 것 보다는 각 훈련반복회수의 마지막에서 테스트자료를 이용(RMSE)

하여 이 교차검증하게 한다 이러한 테스트자료는 전체 훈련자료의 에서 정도까지 선택할 수GRNNM . 10% 40%

있다 만약 과적합이 발생되면 테스트자료의 오차감소과정은 훈련자료가 여전히 훈련을 계속 하더라도 감소.

하지 않고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산지점은 개를 훈련자(Bishop, 1994; Haykin, 1994). 90

료 개를 테스트자료로 구성하였으며 년도 개의 자료로 검증하였고 정암지점의 개의 수위유량, 18 , 2003 30 , 130 -

자료중에서 개를 훈련자료 개를 테스트자료로 구성하였으며 년도 개의 자료로 검증하였다 또한95 , 10 , 2003 25 .

를 이용하여 각 입력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평탄인자를 산정하기 위하여 최적평탄인자를 산정하였다 이럴GA .

경우 훈련시간은 일반적인 반복법을 이용하였을 경우보다 많이 걸린다 다음 표 은 훈련결과 및. 1 GRNNM

곡선적합법에 의한 통계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와 은 선산과 정암에서 관측자료와, 2 3 GRNNM



훈련결과 및 곡선적합법에 의해 산정된 수위유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에 의하면 의 훈련결과 산- . 1 GRNNM

정된 수위유량관계가 전통적인 곡선적합법에 의한 수위유량관계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의 검증과정5.2 GRNNM

본 연구에서의 의 검증과정은 훈련에 사용된 자료를 제외한 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GRNNM 2003

다 그 결과 훈련결과와 같이 수위유량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훈련결과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것. -

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는 검증결과 및 곡선적합법에 의한 통계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2 GRNNM ,

림 와 는 선산과 정암에서 관측자료와 검증결과 및 곡선적합법에 의해 산정된 수위유량을 나타4 5 GRNNM -

낸 것이다 또한 곡선적합법에 의한 수위유량관계는 모형의 보정과 검증과정을 통한 것이 아니고 자료의 적. -

용에 의한 분류이므로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결론 및 제의결론 및 제의결론 및 제의결론 및 제의6.6.6.6.

은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서도 아주 양호한 훈련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신경망모형으로 알려져 있GRNNM

다 확률론적 인공신경망모형 과 같은 자료를 분류하는 것보다는. (Probability Neural Networks Model, PNNM)

의 응용은 연속적인 값을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역에서 수위유량관계를 유도하기GRNNM . -

위하여 과 를 연계하여 적용하였다 그 결과 선산과 정암지점에서 수위유량관계의 검토결과GRNNM GA . -

과 의 연계과정이 전통적인 곡선적합법보다 양호한 결과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GRNNM GA .

연구에서는 하나의 적합곡선을 유도하였지만 하도의 특성 및 수위의 분포에 따라서 개 혹은 개의 적합곡2 3

선을 유도할 수 있으며 많은 연구보고서와 논문의 검토에 의하면 분류에 따른 결과치는 일반적으로 아주 양,

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수위 기준설정에 따른 과 의 연계에 대한 연구 및 수문학적 지. GRNNM GA

체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형 수위유량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loo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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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시된 구조 그림 유량실측치와 의 비교선산지점 훈련1. GRNNM 2. GRNNM ( , )

그림 유량실측치와 의 비교정암지점 훈련 그림 유량실측치와 의 비교선산지점 검증3. GRNNM ( , ) 4. GRNNM ( , )

그림 유량실측치와 의 비교정암지점 검증5. GRNNM ( , )

표 훈련결과 표 검증결과1. GRNNM 2. GRN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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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모형
통계분석 최적평

탄계수CC RMSE FB

선산
GRNNM 0.99 15.22 -1.67 0.138

R-Curve 0.89 151.94 -12.72 -

정암
GRNNM 0.96 90.00 -4.67 0.123

R-Curve 0.90 190.26 11.50 -

지점 모형
통계분석

CC RMSE FB

선산
GRNNM 0.96 87.25 16.05

R-Curve 0.95 70.84 -12.29

정암
GRNNM 0.95 68.28 7.59

R-Curve 0.84 152.10 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