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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rtificial neural network was performed using the data of soils characteristic value, standard penetration test, and field
permeability test of the 12 embankment that are located in the near Nak-dong and Kum-ho river to estimate the coefficient of
field permeability of river embankment. The 89 data of total 108, 82% was used in learning step, and the other 19 data was
used in estimation step. Also the results of generally used empirical equation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for evaluation of application. As results, all of the coefficient of field permeability by empirical equation showed below 0.4 in
terms of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with the measured values, but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of the predicted results by
artificial neural network was up 0.8 in the all case. Therefore artificial neural network could predict more the precise field per-
meability well than the empirical equations.

Keywords : embankment, field permeability, artificial neural network, empirical equation of permeability

····························································································································································································································· 

요 지

본 연구에서는 하천제방의 현장투수계수를 예측하기 위하여 낙동강과 금호강 유역에 위치한 12개소 제방의 지반물성치, 표
준관입실험 그리고 현장투수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인공신경망해석을 실시하였다. 총 108개의 자료 중 82%인 89개 자료를
학습단계에 그리고, 나머지 19개 자료는 예측단계에 사용하였다. 또한 그 적용성 평가를 위하여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험
식들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경험식을 통한 현장투수계수는 모두 실측치와의 상관계수가 0.3 이하로 나와 실측
치와는 큰 차이가 있으나, 그에 비하여 신경망에 의한 예측결과는 모든 Case에서 실측치와의 상관계수가 모두 0.8이상으로
기존 경험식들에 비하여 정확한 현장투수계수를 예측을 하였다.

핵심용어 : 제방, 현장투수계수, 인공신경망, 투수계수 경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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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흙의 투수계수는 지반공학에서 매우 중요한 인자이며, 많은

지반공학문제에서 사용되어진다. 특히, 제방의 경우 홍수위

범람뿐만 아니라 제체 및 기초지반을 통한 침투에 대해서도

안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을 위해서는 신뢰성을 가진

투수계수 추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투수계수의 산정방법으로는 실내투수실험과 현장투수

실험이 이용되고 있으며, 실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Hazen
(1930), Kozeny-Carman(1956), Amer & Awad(1974), Carrier

(2003) 등 많은 연구자들이 실내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경험식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 중 현장투수실험은 가장

정확하게 지반의 투수계수를 산정할 수 있으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Hazen(1930)은 유효입경(D10)을 이용한

투수계수 경험식을 제시하였으며, 그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흙의 입도와 간극비 그리고 그 외의 인자들을 이용하여 투수

계수의 경험식을 제시하였으나 현장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경우 현장실험결과와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경험식의 경우 Kozeny-Carman(1956)이 제안한 식에서 간극

비를 고려한 이후로 많은 식에서 중요한 인자로서 간극비를

사용하게 되나 실제 지반의 경우 불교란 시료 채취의 어려움과

운반 및 시료성형과정에서의 교란으로 인하여 정확한 간극비의

추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투수계수의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

하여 낙동강과 금호강 유역에 위치한 제방들의 현장투수실험

결과를 이용한 인공신경망의 학습을 통하여 현장투수계수를 예

측하였다. 인공신경망은 실제 지반의 물성치를 이용하여 학습,

예측을 통하여 그와 비슷한 지반조건에서는 다른 방법보다 빠

르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지반공학에서는 암반의

투수계수(이인모 등, 1997), 연약지반의 압축지수 및 설계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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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탁 등, 2001; 윤길림 등, 2003; 김영수 등, 2003) 등 많은

문제에서 신경망의 적용을 시도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또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얻어진 예측치는 여러 연구자들

이 제안한 경험식들과 비교 검토하였다.

2. 인공신경망의 적용

2.1 입력자료

인공신경망에 사용된 입력자료는 낙동강과 금호강 유역에 위

치한 제방의 지반 물성치, 표준관입실험 그리고 현장투수실험

자료를 사용하였다. 총 12개소 108개의 자료를 확보하여 학습

단계에 전체 자료의 82%인 89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예측

에는 전체 자료의 18%인 19개 데이터를 임의 추출하여 사용

하였다. 사용된 입력자료들로 실내실험 자료로는 함수비, 비중

그리고 D10, D30, D60, D15, D85와 #200체 통과률을 사용하였

으며, 현장실험자료로는 표준관입실험의 N치와 심도를 사용

하였다. 이들 자료들을 입력인자로 선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영향인자들 중 흙의 입경과 간극비가 투수계수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져 입도시험의

결과를 최대한 많이 이용하였다. 그러나 간극비의 경우 제방시공

중 실시된 현장들밀도실험에 의하여 여러 층에서 측정되었는데

(Fig. 6), 이들 간극비가 서로 상이하여 하나의 제방에 대표적인

간극비를 고려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시공 후 자중압밀에

의하여 간극비가 달라졌을 것으로 판단하여 간극비 대신 흙의

밀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N치를 이용하였으며, N치는 현장

투수실험을 실시한 심도에서 측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는 Fig. 1에서와 같이 주로 모

래와 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된 현장투수계수는 1.0E-03~

1.0E-04 cm/sec의 범위였다. 입력자료의 최적화와 자료의 수집의

제한성을 고려하여 Table 1에서와 같이 사용한 입력인자에 따라

Case1, 2, 3로 나누어 학습 및 예측을 실시하였다. 입력인자로

Table 2는 Case 3에 대한 학습과 예측에 사용된 입력인자를

나타낸 것이다.

2.2 학습

현장투수계수 추정을 위하여 사용한 인공신경망은 역전파

인공신경망(back propagation artificial neural network, BPNN)

으로서 입력층,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확보한 108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다양한 매개 변수의 변화를

통하여 최적인공신경망을 선정하였다. 역전파 인공신경망은

Fig. 1. 사용된 입력자료의 흙 분류 및 투수계수 범위

Table 1. 각 Case 별 입력인자

입력인자 출력인자

Case 1 D10, D30, D60, D15, D85, #200체 통과률

투수계수
Case 2 D10, D30, D60, D15, D85, #200체 통과률,

함수비, 비중

Case 3 D10, D30, D60, D15, D85, #200체 통과률,
함수비, 비중, N치, 심도

Table 2. Case 3의 입력인자

입력인자 학습(89개) 최소 최대 예측(19개) 최소 최대

D10(mm) 0.001 0.052 … 0.082 0.120 0.001 0.451 0.004 0.001 … 0.002 0.013 0.001 0.15

D30(mm) 0.004 0.130 … 0.248 0.303 0.003 3.359 0.061 0.003 … 0.012 0.104 0.003 0.404

D60(mm) 0.018 0.227 … 0.899 1.005 0.011 12.51 0.393 0.035 … 0.471 0.617 0.011 2.02

D15(mm) 0.002 0.077 … 0.113 0.158 0.002 0.776 0.008 0.002 … 0.003 0.031 0.002 0.226

D85(mm) 0.068 0.037 … 2.54 2.625 0.035 55.63 5.556 0.035 … 0.121 0.245 0.035 22.95

 #200체
통과률(%)

87.1 15.2 … 8.92 2.92 2.92 98.4 32 97.9 … 59.5 24.1 4.7 97.9

함수비(%) 29 20 … 23.43 26.32 4.4 36.7 22.4 27.6 … 20.4 15.3 12.8 27.9

비중 2.71 2.68 … 2.642 2.631 2.612 2.73 2.70 2.68 … 2.69 2.68 2.64 2.71

N치
(회/30cm)

16 13 … 50 22 2 50 50 14 … 12 16 6 50

심도(m) 12 3 … 23.25 16.25 1.15 23.7 9 9 … 5 6 3 12

투수계수
(k, cm/sec) 0.00007 0.00079 … 0.00908 0.00456 0.0286 0.000027 0.00428 0.000266 … 0.00051 0.00191 0.00428 0.0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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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층과 은닉층의 구조에 따라 학습효율 및 추론능력이 크게

변화하며, 학습에 필요한 학습률 및 모멘텀상수, 학습횟수 등의

인자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종

류의 인공신경망 구조와 각각 4종류의 학습율과 모멘텀상수을

설정하고, 조합된 80개의 인공신경망을 실행하였다. 은닉층의

노드수는 입력변수 개수의 1배, 1.5배, 2배, 2.5배, 3배로 하였

으며, 학습율은 0.01, 0.1, 0.3, 0.5, 모멘텀상수는 0.1, 0.3, 0.5,

0.7을 사용하여 학습하였다. 최대반복횟수는 100만회로, 수렴

오차는 1.0 × 10-6 그리고 활성함수는 시그모이드(sigmoid) 함

수를 사용하였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미분 가능한 비선형 함수

로서 미분식이 간단하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활성함수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인공신경망의 학습과정 구성에 대한 요약은

Table 3과 같다.

2.3 최적신경망 모델 선정

최적의 신경망 모델을 선정하는 기준은 RMSE(Root Mean

Square Error)가 가장 작은 구조를 택하였다. RMSE는 통계

학에서 표준편차의 의미, 즉 인공신경망에 의한 예상치와 실측

치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차이를 나타내는가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다음의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1)

Fig. 2, 3에 선정된 최적신경망 구조와 학습결과를 그리고

RMSE
e1

2
e2

2
e3

2 ……en
2

+ + +

n 1–
-----------------------------------------------=

Fig. 2. 최적신경망 구조

Table 3. 신경망 학습 과정 요약

신경망 구조 CASE 1 CASE 2 CASE 3

입력층의 뉴런수 6 8 10

은닉층의 뉴런수 6, 9, 12, 15, 18 8, 12, 15, 18, 24 10, 15, 20, 25, 30

출력층의 뉴런수 1 1 1

학습율 0.01, 0.1, 0.3, 0.5

모멘텀상수 0.1, 0.3, 0.5, 0.7

최대반복횟수 100만회

수렴오차 1.0 × 10-6

활성함수 시그모이드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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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에 학습과정에서 얻어진 상관계수(R2)와 RMSE를 나

타내었다. CASE 1의 최적신경망구조는 입력층-은닉층-출력

층 뉴런수가 6-15-1의 구조로 학습율은 0.3, 모멘텀상수는

0.7이며, CASE 2는 8-16-1, 학습율 0.3, 모멘텀상수 0.3,

그리고 CASE 3에서는 10-25-1, 학습율 0.3, 모멘텀상수

0.7로 나타났다. 학습과정에서의 상관계수는 0.8∼1.0으로 모

두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특히 CASE 3에서 상관계수

0.999, RMSE의 값이 7.07E-05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으

며, CASE 1과 CASE 2의 경우에서도 상관계수와 RMSE

가 각각 0.827, 0.879 그리고 6.62E-04, 8.74E-04로 비교적

좋은 결과로 학습되었다.

2.4 현장투수계수 예측

선정된 최적신경망을 이용하여 19개 데이터에 대한 현장

투수계수를 예측하였으며, Fig. 4에 현장투수계수의 예측치

(computed)와 실측치(measured)를 도시하여 비교하였다. X축

은 실측치이며, Y축에는 신경망에 의하여 계산된 예측치로

대각선상에 예측치가 위치할수록 실측치에 근접하는 것을 나

타낸다. Table 5에 예측결과에 대한 상관계수와 RMSE를

나타내었다. 예측 결과 Table 5에서와 같이 CASE 3에서

상관계수와 RMSE가 각각 0.882, 6.15E-04로 가장 좋은 결

과를 보였으며, CASE1과 CASE 2에서도 상관계수 0.8 이

상의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졌음 알 수 있었다. 그러

나 CASE 1이 CASE 2에 비하여 입력인자가 적게 고려되

었음에도 좀더 좋은 예측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한정된 데

이터 수와 예측을 위한 입력인자들의 자료 신뢰성의 문제나

최적 신경망으로 선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최

적신경망의 구조의 선택의 경우 학습구조를 더욱 세분하면

예측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의 현장투

수계수예측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기에 생략하였다.

2.5 입력변수의 중요도 분석

Garson(1991)이 제시한 인공신경망의 sensitivity 해석기법

을 적용하여 각 입력인자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보

았다. 이는 입력층 노드 i, 은닉층 노드 j 그리고 출력층 노

Fig. 3. 최적신경망의 학습결과

Table 4. 최적신경망의 학습결과

CASE 1 CASE 2 CASE 3

 상관계수 0.827 0.900 0.999

RMSE 3.00E-03 2.32E-03 7.07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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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연결강도를 이용하여 각각의 입력변수가 신경망의 예

측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상대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 중요도는 그 모델에서 인자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각 CASE별 비교는 큰 의

미가 없다.

Fig 5에 최적 신경망의 입력변수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

었다. 입력인자가 입도자료로만 이루어진 CASE 1에서는 #200체

통과율이 상대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CASE 2에서는 물

성시험에 대한 인자가 입도자료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CASE 3에서는 N치가 상대적으로 입도나 물성시험에 대한

인자보다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3. 경험식에 의한 투수계수 산정 및 인공신경망과의

비교검토

3.1 기존 경험식을 통한 현장투수계수 예측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 예측결과와의 비교를 위하여
Hazen(1930), Kozeny-Carman(1956), Amer & Awad(1974),

그리고 Chapuis(2004)가 제안한 경험식으로 현장투수계수를

산정하였으며, Table 6에 경험식들을 나타내었다. 경험식을 통한

현장투수계수의 산정에 사용된 자료는 인공신경망의 예측과정에

이용된 19개 자료를 사용하였다. Hazen 경험식에서 D10은 유효

입경(cm), C는 경험적인 상수로서 Carrier(2003)는 입자모양에

따라 1~1000의 범위를 가진다고 하였다. 입자의 모양이나

시료에 따라 고려해야하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100을 사용하였다.

Kozeny-Carman 경험식에서 Carrier(2003)는 실무적 이용을

위하여 20oC의 온도에서 물의 rω/η는 9.93 × 104(1/cm·s),

CsT2는 대략 5정도로 가정하여 Table 6의 식을 다음과 같이 수

정된 식 (2)로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식 (2)을 이용

하여 투수계수를 산정하였다.

(2)

여기서, SF의 경우 형상계수로서 6~8의 값을 가지며, 본 연

구에서는 입자의 모양을 angular로 가정하여 Fair & Hatch

(1933)가 제안한 7.7을 사용하였다. Amer & Awad 경험식

에서 Cu는 흙의 균등계수이다.

Hazen 경험식 이외의 경험식들에는 간극비(e)가 고려되는

데, 각 현장자료의 간극비는 제방 축조시 각 층별로 측정된

k 1.99 10
4×

100%
fi

Dli
0.5

Dsi
0.5×

-------------------------∑

-------------------------------
2

1
SF
------
⎝ ⎠
⎛ ⎞

2 e
3

1 e+
----------
⎝ ⎠
⎛ ⎞=

Fig. 4.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현장투수계수 예측

Table 5. 최적신경망의 예측결과

CASE 1 CASE 2 CASE 3

 상관계수 0.879 0.807 0.882

RMSE 6.62E-04 8.51E-04 6.15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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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도실험 결과를 이용하였으나, 실제 제방 축조 후 자중

에 의한 압밀로 인하여 간극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측정된 들밀도실험에 의한 간극비

를 이용하여 Fig. 6에서와 같이 각 현장의 최소간극비(emin)

와 최대간극비(emax)를 선택하여 그 범위에서 현장투수계수

를 각각 산정하였다.

Fig. 7(a)~(d)는 각 경험식들에 의하여 산정된 투수계수결

과와 실측치를 비교한 것으로 Fig. 7(a)의 Hazen 경험식에

의한 투수계수는 실측치에 비하여 대부분은 과소평가되었으

며, RMSE의 경우 5.23E-03, 상관계수 0.043으로 상관계수

가 0에 가까이 값을 보여 실측치와 큰 차이가 있음을 나타

내었다. Fig. 7(b)의 Kozeny-Carman 경험식의 경우 RMSE

는 최소간극비 적용시 3.40E-02, 최대간극비 적용시 5.21E-

02이며, 상관계수는 간극비에 관계없이 0.243으로 투수계수

산정치는 분산된 결과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실측치에 비해

100배 정도 과대평가를 보였다. Fig. 7(c)의 Amer &

Awad 경험식에서는 대부분이 과소평가를 보였으며, RMSE

는 1.22E-02~1.71E-02의 범위이고, 상관계수는 -0.044로

Hazen 경험식과 마찬가지로 0에 가까이 값을 보여 실측치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d) Chapuis 경험식의 경

우 4가지 경험식들 중에서는 가장 실측치에 근접하였지만

RMSE는 7.52E-03~1.04E-02의 범위이고, 상관계수는 0.102

로 실측치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3.2 인공신경망과의 비교검토

인공신경망과 경험식을 이용한 현장투수계수 추정결과를

RMSE와 상관계수를 통해 비교하기 위하여 Table 7에 정리

하였으며, Fig. 8에 막대그래프로 도시하였다.

경험식의 경우 Hazen 식을 제외한 나머지 식에서는 간극비

(e)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로 확인하였으며, 간극비의 차이

Fig. 5. 각 CASE 별 인자들의 상대적 중요도

Table 6. 제안된 투수계수의 경험식

경험식 제안자 경험식

Hazen(1930) k = CD2
10

Kozeny-Carman (1956)

Amer & Awad(1974)

Chapuis(2004)

k
1

CsSs
2
T

2
-----------------

rw

η
----- e

3

1 e+
----------=

k 3.5 10
4–
Cu

0.6
D10

2.32 e
3

1 e+
----------
⎝ ⎠
⎛ ⎞×=

k 2.4622 D10
2 e

3

1 e+
----------

0.7825

=

Fig. 6. 현장들밀도실험을 통한 현장의 간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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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투수계수의 범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4가지 경험식 모두 실측치와의 상관계수가 0.3이하로 나와

실측치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에 비하여 신경

망에 의한 예측결과는 모든 Case에서 실측치와의 상관계수가

모두 0.8 이상으로 기존 경험식들에 비하여 정확한 투수계수를

예측을 하였다. 따라서 현장투수계수의 결정은 현장투수실험

을 통한 측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나 현장의 여건상 현장실험

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의 경험식들을 이용한 산정보다는 현

장주변의 기존자료를 통한 인공신경망의 예측이 보다 실측치에

근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7. 기존 경험식을 통한 현장투수계수와 실측치와의 비교

Table 7. 인공신경망과 경험식의 예측결과

구 분 RMSE 상관계수
 Hazen 5.23E-03 0.043

Kozeny-Carman
emax 5.21E-02 0.243
emin 3.40E-02 0.243

Amer & Awad
emax 1.71E-02 -0.044
emin 1.22E-02 -0.044

Chapuis
emax 1.04E-02 0.102
emin 7.52E-03 0.102

BPNN
Case 1 6.62E-04 0.879
Case 2 8.51E-04 0.807
Case 3 6.15E-04 0.882

Fig. 8. 예측결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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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과 금호강 유역 제방에서의 현장투수계

수를 예측하기 위하여 인공신경망을 적용하였고, 그 적용성 평

가를 위하여 기존 경험식들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예측에 사용된 자료는 낙동강과 금

호강 유역 제방의 지반조사, 표준관입실험 및 현장투수실험을

정리하여 사용하였다. 시료는 주로 실트와 모래질로 측정

된 현장투수계수는 1.0E-03~1.0E-04cm/sec의 범위이다.

2. 학습자료를 이용한 최적인공신경망 선정한 결과 가장 많은

입력인자를 고려한 CASE 3에서 실측치와의 상관계수가

0.999로 가장 좋은 학습결과가 나타났으며, CASE 1과 CASE

2에서도 상관계수가 각각 0.827과 0.900로 좋은 학습결과

를 보였다.

3. 선정된 최적인공신경망으로 현장투수계수를 예측한 결과 모

든 CASE에서 상관계수가 0.8 이상으로 비교적 잘 예측되었

으며, 그 중 입력인자가 가장 많은 CASE 3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4. 경험식을 통하여 현장투수계수를 산정해 본 결과 실측치와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 원인으로는 산정과정에서 결정하기

에 어려운 인자가 많았으며, 또한 실제 지반은 다양한 범

위의 시료가 서로 지층을 이루어 존재하므로 경험식을 이용

한 현장투수계수 산정에는 많은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5. 하천 제방의 현장투수계수 산정시 그와 비슷한 지역의 자료

를 이용하여 인공신경망 학습을 통한 예측을 실시한다면 기

존 경험식들에 비하여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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