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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신경회로망은 회귀 문제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며, 

이를 근거로 강의 수위 혹은 홍수 예측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1]. 

  UNESCO에 등재되어 있는 한국의 많은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안동하회마을은 낙동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홍수에 의한 재난의 방재 차원에서 수위 예측이 아주 중

요하다. 이를 위하여 안동하회마을 인근 낙동강 유역의 

수위 예측을 신경회로망 기법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들이 

있었다[2][3][4]. 이 연구결과들은 강 상류의 강우량과 현

재의 강 수위를 입력으로 미래의 강 수위를 예측하는 모

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달리 미래의 강 수위에 도달하는 

입력조건을 학습에 의해 찾아내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다. 

Ⅱ. 안동하회마을과 수위 예측 
 

▶▶ 그림 1. 낙동강의 안동하회마을 유역

  그림 1은 낙동강의 안동 하회마을 유역을 보여준다. 

안동 하회마을 곁을 낙동강이 지나가지만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수위측정 지점은 하회마을 하류에 위치한 “구담” 

지점이다. 또한, 하회마을 상류에 위치한 “풍산”, “안동”, 

“일직”은 낙동강 본류 혹은 지류를 통하여 하회마을을 통

하는 강으로 연결되므로, 이 3 지점의 강우량은 하회마을

의 강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상류 3지점의 강우량과 현재의 구담지

역 낙동강 수위를 입력으로 미래의 구담 수위를 예측하

는 전방향신경회로망(다층퍼셉트론) 모델이 제시되었다. 

통상적으로 다층퍼셉트론을 회귀 문제에 적용할 경우 

MSE(Mean-Squared Error) 함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

치들을 학습한다[2]. 한편, 다층퍼셉트론에 수위예측을 학

습시킨 경우에 과도한 학습에 의한 일반화 성능의 저하

를 막기 위하여 n차 오차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제안되

었다[3]. 이 방법을 이용하면 MSE 함수를 사용하여 학습

시킨 경우 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 

▶▶ 그림 2. 다층퍼셉트론 구조

  수위예측은 시계열로 변하는 데이터의 특성을 학습에 

의해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현재의 입력 값을 사용하여 

미래의 값을 예측해내어야 한다. 따라서, 그림 2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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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수위 예측은 강 유역의 홍수 발생에 대한 방재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낙동강을 대상으로 수위를 예측하

는 신경회로망 모델을 기반으로 홍수위에 도달하는 입력 조건을 학습에 의해 찾아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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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신경회로망 모델 보다 RNN(Recurrent Neural 

Network)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이다. 또한, 은닉층

을 증가시켜 심층신경망 구조를 지니도록 하면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심층신경망 

구조를 지닌 RNN(그림 3)이 수위예측을 위하여 제안되

었다[4].

▶▶ 그림 3. 수위예측을 위한 회귀 신경회로망

  그림 3과 같은 회귀 신경회로망에서 은닉층은 2개를 

사용하고, 학습오차함수는 n차 오차함수를 사용하면 그

림 2와 같은 구조의 다층퍼셉트론 보다 훨씬 더 좋은 성

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4].

Ⅲ. 가중치 학습과 입력조건 학습 
 

  II절에서 하회마을 인근의 수위 예측을 위하여 제시된 

방법들은 모두 다 주어진 입력과 신경회로망의 가중치 

및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근거로 출력의 예측치를 계산

하고, 이 예측치와 실재 값 사이의 오차함수를 최소화 시

키기 위하여 가중치를 학습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즉, 출

력층의 오차함수를 라고 하면, 가중치 는 

  


                 (1)

에 따라 변경시킨다. 여기서, 는 학습률이다.

  한편으로 학습이 완료된 신경회로망이 있으면, 이를 

사용하여 홍수위에 도달하는 입력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중치는 학습시키지 않고 입력 조건을 

학습에 의해 찾아낸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위하여 역전

파 학습에 의해 입력 의 조건을 찾아내는 방법을

  


                  (2)

에 따라 유도한다. 이는, 현재의 상황을 기반으로 미래의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입력의 조건을 찾아내는 방법으

로 활용할 수 있다.

Ⅳ. 결론 
 

  이 논문에서는 강의 수위를 신경회로망을 활용하여 예

측하는 모델의 학습이 완료된 경우, 미래의 홍수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입력 조건을 학습에 의해서 찾아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하회마을을 대상으로현재의 조

건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홍수가 발생하는 지를 찾

아내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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