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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lorophyll-a is a major water quality indicator for an algal bloom in streams and lak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stimate 
chlorophyll-a concentration in tributaries of the Seonakdonggang by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As the tributaries are 
ungauged streams, a watershed runoff and quality model was used to simulate water quality parameters. The tributary 
watersheds include urban area and thus Storm Water Management Model (SWMM) was used to simulate TN, TP, BOD, COD, 
and SS. SWMM, however, can not simulate chlorophyll-a. The chlorophyll-a series data from the tributaries were estimated by 
the ANN and the simulation results of water quality parameters using SWMM. An assumption used is as follows: the relation 
between water quality parameters and chlorophyll-a in the tributaries of the Seonakdonggang would be similar to that in the 
mainstream of the Seonakdonggang. On the assumption, the measurement data of water quality and chlorophyll-a in the 
mainstream of the Seonakdonggang were used as the learning data of the ANN. Through the sensitivity analysis, the learning 
data combination of water quality parameters was determined. Finally, chlorophyll-a series were estimated for tributaries of 
the Seonakdonggang by the ANN and TN, TP, BOD, COD, and temperature data from those streams. The relative errors 
between the estimated and measured chlorophyll-a were approximately 40 ~ 50%. Though the errors are somewhat large, the 
estimation process for chlorophyll-a may be useful in ungauged st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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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하천  호수의 수질을 평가하는 지표들은 매우 다양하

고, 해당 지표들 간의 계는 복잡하여 수질을 측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이 가운데 클로로필a(chlorophyll-a)는 

조류 증식(algal bloom)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

용되고, 수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표 인 수질 인자이

다(Wang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클로로필a의 추정을 해, 비선형 

측에 합하고 많은 입력 변수의 복잡한 계를 단순화

하여 출력하는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을 이용하 다.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수질 추정에 한 국

내 연구로서, 신 석 등(1998)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강

우 시 도시유역의 BOD와 SS를 추정하 고, SWMM (Storm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peterlee@pknu.ac.kr

Water Manangement Model)의 결과와 비교하여 인공신경

망에 의해 추정된 결과의 성을 검토하 다. 안상진 등

(2001)은 강의 공주와 연기 지 에서 BOD, TN, DO의 

월별 측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인공신경망을 

학습하 고, t 시 의 수질 자료를 이용하여 t+1 시 에 

한 공주지 의 해당 수질을 측하 다. 한, 오창렬 등

(2002)은 인공신경망으로 섬진강에 치한 나주지 의 DO, 
BOD, TN, TP를 해당 인자와 유량, 수온을 이용하여 측

하 다.
국외에서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식물성 랑크톤과 

클로로필a를 추정한 사례가 있다. Scardi and Harding 
(1999)는 미국의 Chesapeake 만에 하여 경･ 도, 수심, 
수온, 염도, 수표면의 클로로필 농도, 빛이 미치는 지역의 

총 클로로필 농도 등 12개 입력변수를 이용하여 식물성 

랑크톤을 추정하 다. Karul 등(2000)은 터키의 Keban  

등 3개 지역에 하여 PO4-P, NO3-N, 알칼리도(alkal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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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pH, 수온, 기 도도, DO, SD (secchi disk depth)를 

이용하여 클로로필a를 추정하 다. 유사하게 Kuo 등(2007)
은 만의 Te-Chi 수지에 하여 수온, pH, DO, SD, SS, 
NO3-N, PO4-P를 이용하여 클로로필a를 추정하 다.
상기의 국내･외 연구들은 모두 유량, 수질들이 다수 측정

되어 있는 계측 지역에서 수행된 연구들이다. 이러한 계측 

지역에서는 축 된 많은 자료로 인해 해당 수질인자를 도

출하기가 상 으로 용이하다. 반면에, 국내 부분의 ･

소하천은 측된 수질자료가 부재하므로 수질의 추정이 매

우 어렵다.
BOD, TN, TP와 같은 수질인자는 유역의 오염부하에 크

게 향을 받으므로 보정된 모형을 통해 미 계측 하천에서

도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클로로필a는 수역 내 식물의 

성장과 계하므로 유역의 오염부하보다 유기물, 수온, 타 

수질인자 등과 하게 련되므로 유역 유출수의 수질 

모형을 통한 산정이 어렵다. 따라서 미 계측 하천의 클로

로필a를 추정하기 해서는 다른 근 방법이 요구된다. 이
러한 미 계측 하천에 한 클로로필a의 추정은 상 하천 

자체의 클로로필a에 한 측뿐만 아니라 지천의 수질에 

향을 받는 본류 하천의 수질 모의를 해 필요한 요소이

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서낙동강 지류 하천에 

한 클로로필a의 추정 결과는 서낙동강의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다(낙동강물환경연구소, 2009).
본 연구에서는 미 계측 하천인 서낙동강의 6개 지류에 

하여 인공신경망으로 클로로필a를 추정하 다. 그리고 지

천의 클로로필a의 추정에 사용된 서낙동강 지류의 수질자

료는 연구 내에서 실제 측정을 통해 모형 보정된 SWMM
으로 모의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최종 추정된 서낙동강 지

류의 클로로필a는 연구에서 측정한 결과와 비교되었고, 분
석된 결과를 토 로 미 계측 하천의 클로로필a 추정의 가

능성을 검토하 다.

2. 연구방법

2.1. 분석에 사용된 모형

2.1.1. SWMM

SWMM은 도시유역 내에서 우기  건기의 지표유출과 

지하수유출, 배수 망 내의 유출량 추 , 수질모의, 오염

물질에 한 처리 등을 모의할 수 있는 모형이다. 본 연구

에서는 도시화가 진행된 서낙동강 지류 유역들의 유량과 

주요 수질인자(BOD, COD, TN, TP, SS) 계산을 해 

SWMM을 이용하 다.
SWMM은 개발된 기 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

데, 연구에서는 미 환경보존국(U.S. Environmental Protec-
tion Agency: EPA)에서 개발한 최신 버 인 SWMM5를 이

용하 다.
연구에서는 서낙동강 지류 유역의 유량과 수질을 계산하

기 해 유역 추 은 비선형 류방정식을 이용하 고, 하
도 추 은 상 하천과 거의 특징에 따라 운동

(kinematic wave) 추 과 동역학 (dynamic wave) 추 을 

선별하여 사용하 다. 한, 유량과 유출수 수질의 모의 기

간이 4개월임을 감안하여 지하수 모듈을 포함한 장기 연속

모의(long-term continuous simulation)를 수행하 다.

2.1.2. 인공신경망

본 연구에서는 서낙동강 지류의 클로로필a 추정을 해 

인공신경망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다층신경망(multi- 
layer perceptron)을 이용하 다. 다층신경망 모형은 Fig. 1
과 같이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의 뉴런(neuron)으로 구성되

고, 주로 역  알고리즘(back-propagation algoritm)을 이

용하여 학습을 수행한다. 여기서 학습이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간의 연결강도를 최 의 상태로 응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오창렬 등, 2008).
Fig. 1에서 입력층에 입력된 패턴 p의 xp i는 입력층 뉴

런 i와 은닉층 뉴런 j 사이의 연결 가 치(vp ji )에 의해 은

닉층으로 달된다(식 (1)). 유사하게 은닉층으로 달된 값

은 은닉층의 뉴런 j와 출력층의 뉴런 k 사이의 연결 가

치(wpkj )에 의해 출력층으로 보내진다(식 (2)). 그리고 은닉

층의 뉴런 j의 출력(Zp j )과 출력층의 뉴런 k의 출력(Opk)
의 계산에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에는 

로지스틱(logistic) 함수가 사용된다(식 (3)). 여기서, NET은 

은닉층 는 출력층의 뉴런 계산을 한 활성화 함수이고, 
λ는 활성화 함수의 계수를 나타낸다(최정민, 2008).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습자료를 구성하여 가장 우수한 학

습결과를 나타내는 학습자료 조합을 도출하고자 하 다. 이
를 하여 입력층의 뉴런을 BOD, COD, TN, TP, SS, 기온 

 선택하여 구성하 고, 출력층의 뉴런은 최종목표인 클로

로필a로 하 다. 그리고 비학습을 통하여 은닉층의 뉴런 

수와 학습률  모멘텀 상수(momentum)로 표 되는 학습

상수를 결정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용된 은닉층

의 뉴런 수는 10개, 학습률은 0.7, 학습상수는 0.8이다.

Fig. 1. Structure of multi-layer perceptron.

Zp j fi x p i vp ji   (1)

Opk fj Zp j wpk j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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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surement locations for flow rate and water quality of the study and the NIER.

fNETexpλ ․ NET


 (3)

2.2. 상 하천과 분석 차

본 연구의 상 하천은 서낙동강의 지류 하천인 조만강, 
평강천 등 6개 하천이다. 지류 하천이 유입되는 서낙동강

은 상류의 수문과 하류의 녹산수문에 의해 수체가 정

체되고 간헐 으로 흐르는 호소형 하천으로서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 본 연구는 서낙동강의 지류에서 서낙동강으로 유

입되는 클로로필a의 농도 추정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본 연

구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낙동강 지류에 한 클

로로필a의 추정 목 은 WASP(Water Quality Analysis 
Simulation Program) 모형을 이용한 서낙동강 수질개선 효

과 분석의 수질모의 입력자료 구축을 한 것이었다(낙동

강물환경연구소, 2009).
연구에서는 클로로필a의 농도가 다른 수질인자와 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 다. 실제로 신성교 등(1996)은 낙동

강의 물  등 5개 지역에 하여 클로로필a와 BOD의 회

귀식을 산정하여 높은 상 계가 있음을 보 고, 장호석 

등(2009)은 낙동강의 상동 국가수질자동측정소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클로로필a의 농도가 수온에 크게 향 받는 것

으로 분석하 으며, pH, 용존산소와도 계가 있음을 보

다.
이를 감안하여 서낙동강 지류의 클로로필a를 추정하기 

해 해당 지류의 수질자료 수집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서

낙동강 지류는 모두 미 계측 하천이므로 유량  수질 측

정자료가 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WMM으로 상 

하천의 유량  수질을 모의하 다. 모의된 수질 항목은 

BOD, COD, TN, TP, SS이다. 그리고 모의된 결과의 

성을 검토하기 해 본류와 인 한 지 에서 2007년 7월 ~

10월까지 하천별로 7회에 걸쳐 유량  수질 조사를 수행

하 다. 연구에서 수행한 지류의 유량  수질 측정 지

은 Fig. 2에 ‘●’로 표시되어 있는 지 들이다. Fig. 2에서 

조만강 상류부(해반천)와 평강천 상류부의 측정 지 은 해

당 하천 하류부의 유량 측정이 어려워 보정에 활용할 유량 

자료의 확보를 해 측정된 지 이다.
모의된 서낙동강 지류의 수질자료를 이용하여 인공신경

망으로 클로로필a를 추정하기 해서는 학습자료가 요구된

다. 본 연구에서는 상 하천의 수질 측정 지 과 서낙동

강의 본류 하천 구간이 인 해 있음을 감안하여 지천의 수

질인자와 지천의 클로로필a의 계가 본류의 수질인자와 

본류의 클로로필a의 계와 유사할 것으로 가정하 다. 이
를 뒷받침하고자 국립환경과학원(National Institute of Envi-
ronmental Research: NIER)에서 리하고 있는 서낙동강 

내 수질 측정 지 (Fig. 2의 ‘■’ 표시)  서낙동강 본류에 

해당하는 강동교와 서낙동강 지류인 조만강 하류에 해당하

는 둔치2교의 BOD, 클로로필a, TN, TP를 각각 비교하

다. Fig. 3은 둔치2교에서 수질을 측정하기 시작한 2005년
부터 2009년까지의 월 평균 수질 농도를 비교한 그림이다. 
2월과 3월의 클로로필a 농도를 제외하면, 모든 기간에 

하여 둔치2교에서 측정된 수질농도가 강동교의 수질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요한 것은 강동교와 둔치2교의 

월별 수질변화 패턴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천의 수

질인자와 지천의 클로로필a의 계가 본류의 수질인자와 

본류의 클로로필a의 계와 유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
라서 연구에서는 서낙동강 지류의 클로로필a를 추정하기 

해 서낙동강 본류의 수질인자와 클로로필a를 학습자료로 

사용하 다.
Fig. 4는 서낙동강 지류의 클로로필a를 추정하기 한 

차를 요약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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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D (b) Chla

(c) TN (d) TP
Fig. 3. Similarity of water quality between the main stream and tributary of the Seonakdonggang.

Fig. 4. A procedure for chlorophyll-a estimation in tributaries of the Seonakdonggang.

2.3. 입력자료의 구축

2.3.1. 유량과 유출수의 수질모의를 한 SWMM의 입력자료

SWMM을 이용하여 서낙동강 지류 유역의 유출과 유출

수의 수질을 모의하기 하여 강우량, 증발량의 수문자료와 

여러 가지 매개변수가 필요하다. 물리  매개변수(physical 

parameters)는 유역면 , 유역의 평균경사, 불투수지역의 면

 등 소유역 련 매개변수와 하도  망의 길이, 경 

는 하도의 폭, 하도의 경사 등 배수체계 련 매개변수

로 구분된다. 이러한 물리  매개변수는 수치지형도, 토양

도, 토지이용도, 하수 망도, 하천도 등을 통하여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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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jor parameters of subcatchments

Name Area
(ha)

Slope
(%)

Proportion of
impervious area (%)

Characteristic
width (m)

Curve number
(AMC II)

JM01 1,132.8 24.0 3.5 8,015 86.5
…… (Omitted)

SE0301 199.7 15.4 43.2 2,639 87.1
SE0302 118.9 4.7 95.0 2,986 87.9

…… (Omitted)
PG03 1,579.6 0.01 13.1 18,680 89.8

Table 2. Major parameters of channels

Name Channel type Width
(m)

Height
(m)

Downstream 
channel name

Length
(m) Slope Manning

coefficient
JM_C01 Open rectangular 30 3 JM_C02 2,597.6 0.00192 0.04

…… (Omitted)
SE_C11 Circular 3 (Diameter) SE_C19 1,684.6 0.0595 0.015
SE_C12 Closed rectangular 10 3 SE_C18 1,273.7 0.0335 0.015

…… (Omitted)
PG_C04 Open rectangular 100 3 - 3,451.4 0.00002 0.03

Table 3. The number of water quality data measured by the NIER
Measurement

locations
Measurement

duration BOD COD Chl-a TN TP SS

Kimhaegyo 1992.03 ~ 2009.08 210 210 80 210 210 210
Kangdonggyo 1992.03 ~ 2009.08 210 210 80 210 210 210

Jomangyo 1992.03 ~ 2009.08 210 210 80 210 210 210
Dunchiigyo 2000.05 ~ 2009.08 56 56 56 56 56 26

Total - 686 686 296 686 686 686

그리고 수문학  매개변수(hydrological parameters)이긴 하

지만 비교  추정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유역폭

(characteristic width)과 유출곡선지수(curve number)도 상기

의 자료로 추정될 수 있다. 수문학  매개변수에는 투수 

 불투수유역의 Manning 계수와 하도  망의 Manning 
계수, 지면 류량(depression storage) 등이 있다. 이러한 

수문학  매개변수는 과거 연구 결과와 문헌을 통해 범

가 추정되고, 모형 보정을 통해 확정된다.
연구에서는 서낙동강 지류의 유량  수질 모의를 해 

서낙동강 체 유역(304.2 km2)을 71개의 소유역과 118개
의 하도( 거)로 구분하 다. Table 1과 2는 각각 분할된 

소유역과 하도에 하여 추정된 주요 매개변수의 일부를 

나타낸 표이다.

2.3.2. 인공신경망의 학습자료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특정한 인자를 추정하기 해서

는 추정 상 인자와 상 성이 높은 인자들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에서는 2.2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서낙동강 지류의 클로로필a를 추정하기 해 국립환경과학

원에서 리하는 서낙동강 본류의 수질 측정자료를 확보하

여 학습자료로 활용하 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리하는 서낙동강의 수질 측정지

은 김해교, 강동교, 조만교, 둔치2교의 네 곳이고(Fig. 2의 

‘■’ 표시), 각 지 의 수질은 월 1회 측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WMM으로 서낙동강 지류의 BOD, COD, TN, 
TP, SS를 모의하 고, 이는 인공신경망의 입력자료로 활용

된다. 이를 감안하여 클로로필a의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 인자를 상기 5개 수질 지표와 클로로필a로 하 다. 
측정 지 별로 클로로필a의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측정 

자료의 수는 Table 3과 같은데, 클로로필a가 측정된 자료  

296개가 사용되었다.
클로로필a의 추정을 다룬 부분의 연구에서는 수온을 

주요 입력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낙동강 지류의 

수온을 연속 으로 악하기 곤란하므로 연구에서는 기온

을 입력자료로 활용하 다. Fig. 5는 연구에서 사용된 부산

지방기상청의 시간 단  평균 기온을 나타낸 그림이다.
한, 연구에서는 조류성장에 향을  수 있는 유량, 

유속, pH, DO 등은 고려하지 못하 다. 이는 학습자료로 

사용된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측정 항목에 유량, 유속이 제

외되어 있고, pH와 DO는 수질측정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

지만 SWMM으로 모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 결과  고찰

3.1. SWMM에 의한 유량, 수질 모의

3.1.1. 서낙동강 지류의 유량, 수질 모의 결과

2.3.1 에서 기술된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SWMM으로 서

낙동강의 6개 지류 유역에 하여 유량  유출수의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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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ow rate calibration of the Sineocheon 

(b) Flow rate calibration of the Jomangang (Haebancheon) (c) Water quality calibration of the Pyeonggangcheon (upper reach)

Fig. 6. The simulation results for flow rate and water quality in major streams.

Fig. 5. Hourly mean air temperature at Busan.

을 모의하 다. 모의기간은 2007년 6월 29일부터 10월 29

일까지로서 4개월이고, 시간 단 로 모의되었다. 강우자료

와 증발량 자료로서 서낙동강 유역과 가장 인 한 김해공

항기상 의 자료를 이용하 다. 강우자료는 시간 단  자료

이고, 증발량 자료는 일 평균 자료이다. 김해공항기상 에

서 제공하는 증발량 자료는 증발 시를 통해 측정된 자료

로서 증발 시계수(0.7)를 곱하여 사용되었다.
SWMM으로 구성된 서낙동강 6개 지류 유역의 유량  

수질모의 모형은 연구 내에서 실제 측정된 유량, 수질 자

료에 의해 보정되었다. Fig. 6은 보정된 결과를 로서 나

타낸 그림이다. Fig. 6의 (a)와 (b)는 각각 신어천과 조만강

의 지류인 해반천의 유량 모의 결과를 나타낸 결과이다. 
신어천의 경우 건기의 유량이 비교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해반천의 경우 홍수 시 모의 결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의 (c)는 상 으로 수질모의 결과

가 가장 양호하게 나타난 평강천의 보정 결과이다. 그리고 

Table 4는 모의된 6개 하천에 한 유량, 수질인자에 한 

모의값과 측정값의 상 오차(relative error)를 제시한 표이

다. 유량의 상 오차는 약 20 ~ 40%로 나타났고, 수질인자

는 20 ~ 60%의 상 오차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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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 criteria to evaluate flow rate and water-quality calibration for the HSPF model

Item
Difference between observed and simulated

monthly or annual values (%)
Very good Good Fair

Flow rate <10 10-15 15-25
Water quality (includes nitrogen and phosphorus) <20 20-30 30-40

Sediment <15 15-25 25-35

Table 6. The errors of chlorophyll-a estimation at the Jomangang station produced from different learning data combinations
Learning data RMSE (μg/L) Relative error (%) Note

BOD, TN, TP 23.2 63.1
BOD, TN, TP, Temp. 20.5 45.5
BOD, TN, TP, SS, Temp. 23.3 56.0
BOD, COD, TN, TP, Temp. 16.9 45.8 Adopted
BOD, COD, TN, TP, SS, Temp. 25.1 62.8
COD, TN, TP, Temp. 24.6 73.7
COD, TN, TP, SS, Temp. 22.1 54.9
TN, TP, Temp. 19.6 51.6

Table 4. Relative errors between measured and simulated data by SWMM (%)

Stream Flow rate
Water quality

BOD COD TN TP SS
Yeancheon 35.9 52.8 32.9 38.7 54.1 42.2
Sineocheon 24.6 43.5 34.4 29.8 34.4 39.4
Jujungcheon 26.7 53.7 22.0 27.2 34.2 31.2

Jomangang
Haebancheon 28.3 53.8 35.9 53.8 51.3 45.0
Lower reach - 46.7 40.2 47.4 50.7 55.3

Jisacheon - 54.5 27.0 47.7 38.1 44.3

Pyeonggangcheon
Upper reach 39.3 - - - - -
Lower reach 20.3 28.2 26.0 42.5 30.7 52.3

3.1.2. 서낙동강 지류 유역의 유량, 수질모의 결과 고찰

Donigian 등(1984)은 HSPF (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Fortran) 모형으로 유량과 수질을 모의 시 Table 5
와 같은 모형 보정의 기 을 제시하 다. 제시된 기 은 

모의값과 측정값의 평균 오차의 범 이고, 모의값과 측정값

은 월 평균 는 연 평균 값을 의미한다. 비록 사용된 모

형과 모의  측정값의 시간 단 가 상이하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보정된 결과는 Donigian 등(1984)이 제시한 양호

한 보정의 기 에 비해 다소 미치지 못하 다.
유량  수질 모형은 많은 측정 자료를 확보하여 보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상 하천은 모두 

미 계측지역으로서 연구 내에서 간헐 으로 측정한 자료만

으로 모형이 보정되었다. 이러한 소수의 측정 자료는 상세

한 모형 보정의 제약이 되고, 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

차 등에 따라 소수의 이상치에도 상 오차는 크게 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는 정확도 높은 수질모의 기술을 개발하기 한 

연구가 아니라 미 계측 유역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수질

자료를 이용하여 클로로필a를 추정할 수 있음을 보이기 

한 연구이다. 따라서 다소 기 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 

할지라도 이를 이용하여 클로로필a를 추정하는데 사용하

다.

3.2.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클로로필a의 추정

3.2.1. 학습 상 인자의 검토

2.3.2 에서 제시한 클로로필a 추정을 한 인공신경망의 

학습 상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리하는 서낙동강 

본류 구간의 BOD, COD, TN, TP, SS와 부산지방기상청의 

기온이다. 하지만 인공신경망은 사용된 학습 자료의 조합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만강

을 상으로 학습 인자의 구성에 따른 클로로필a의 추정치

와 측치를 비교하여 한 학습 인자 조합을 검토하

다(Table 6).
그 결과, 평균 제곱 오차의 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RMSE)은 BOD, COD, TN, TP, 기온의 학습 조합에

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 다(16.9 μg/L). 상 오차는 BOD, 
TN, TP, 기온의 학습 조합에서 45.5%로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COD가 포함된 학습 조합에서도 45.8%로 유사

한 결과를 보 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제곱 오차의 제곱

근과 상 오차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나타낸 BOD, COD, 
TN, TP, 기온의 학습 조합을 학습 상 인자로 선정하 다. 

Fig. 7은 클로로필a의 추정 시 학습에 사용된 인자  상

인 요도를 나타낸 그림으로서, TP가 가장 큰 비 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N, 기온, BOD, COD
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SWMM과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미 계측 하천의 클로로필a 추정에 한 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Quality, Vol. 27, No. 5, 2011

677

(a) Errors by the number of iterations (b) Correlation between the estimated and actual values

Fig. 8. Confirmation of adequacy for the training results of chlorophyll-a.

Fig. 7. Relative importance for learning data.

3.2.2. 학습의 성 검토

도출된 학습인자 조합을 이용하여 학습한 결과의 성

을 검토하 다. 학습의 성은 반복 횟수에 따른 학습효

율과 학습 시 입력된 클로로필a와 출력된 클로로필a의 상

계를 통해 검토하 다.
Fig. 8의 (a)는 학습의 반복 횟수에 따른 오차를 나타낸 

그림으로서, 약 30,000회까지는 오차에 한 개선이 두드러

지고, 100,000회에서 0.05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8의 (b)는 100,000번의 반복수행 시 입력한 클로로필a
와 추정된 클로로필a의 상 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상
계수(correlation)는 0.93인 것으로 분석되어 학습에 의한 결

과가 한 것으로 단되었다.

3.2.3. 서낙동강 지류에 한 클로로필a의 추정 결과

조만강의 결과를 반 하여 다른 지류의 클로로필a 추정

에도 BOD, COD, TN, TP, 기온의 학습조합이 용되었다. 
인공신경망의 반복횟수는 100,000번으로 하 고, 추정한 결

과는 Fig. 9와 Table 7과 같다.
Fig. 9는 상 으로 상 오차가 작게 도출된 신어천, 조

만강 평강천에 한 클로로필a의 추정치와 본 연구에서 실

제 측한 자료의 비교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7은 서낙동

강 지류에 한 클로로필a 추정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평강천의 상 오차가 39.4%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 다.

Fig. 9. The estimated and measured chlorophyll-a for streams 
in the Seonakdonggang.

Table 7. Relative errors of chlorophyll-a estimation for 
tributaries in the Seonakdonggang

Stream Relative error
(%) Stream Relative error

(%)
Yeancheon 49.7 Jomangang 45.8
Sineocheon 42.0 Jisacheon 47.8
Jujungcheon 47.7 Pyeonggangcheon 39.4

그리고 체 서낙동강 지류에 하여 50% 이하의 평균 상

오차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서낙동강 지류에 한 클로로필a 추정 결과의 고찰

계측유역에서 양질의 다양한 수질자료를 이용하여 클로

로필a를 추정한 Kuo 등(2007)은 인공신경망에 의한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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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실측치의 상 계가 0.92인 것으로 제시하 고, 유사하

게 Karul 등(2000)도 두 개의 상 호수에 한 추정치와 

실측치의 상 계가 각각 0.75, 0.94인 것으로 분석하 다.
Fig. 9에서 제시한 서낙동강 지류의 클로로필a 추정 결과

에 한 오차 원인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원인은 상 하천이 미 계측 하천인 것에 기인하고, 
한 가지는 신경망 모형의 학습자료에 기인한다.
오차의 첫 번째 원인은 인공신경망의 학습에 사용된 자

료가 해당 하천 구간에서 수집된 자료가 아니라 서낙동강 

본류 구간에서 수집한 자료인 것에 기인한다. 즉, 서낙동강 

본류 구간과 지류에 한 클로로필a와 다른 수질자료 간의 

계가 완 히 일치할 수는 없다. 이는, 상 으로 평강천

의 클로로필a의 추정결과가 양호한 것으로부터 간 으로 

단할 수 있다. 다른 서낙동강 지류와 달리 평강천은 하

천 경사가 매우 완만하여 정체 수역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호소형 하천인 서낙동강 본류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

다. 이에 따라 다른 하천에 비해 평강천의 클로로필a 추정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원인은 인공신경망의 입력자료로 사용된 서낙동

강 지류에 한 수질자료의 부정확성이다. 본 연구에서 

SWMM으로 추정한 서낙동강 지류에 한 수질인자는 20
~ 60%의 상 오차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이
러한 오차를 갖는 자료가 인공신경망의 입력자료를 사용되

었으므로 출력자료인 클로로필a도 오차를 포함하게 된다. 
즉, 이러한 인공신경망의 양질의 입력자료의 부재가 오차를 

유발하 을 것으로 단된다.
세 번째 원인은 신경망 모형의 학습에 사용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클로로필a의 향인자로 평가되는 pH, DO
와 조류확산에 향을 주는 유량  유속은 기존 측정자료

의 부재, 모의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학습 상 자료에서 

제외하 다. 한, 일반 으로 수질 추정에는 수온이 사용

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서낙동강 지류에 한 수온을 

악할 수 없어 기온을 사용한 한계가 있다. 즉, 연구에서

는 pH, DO, 유량, 유속과 같은 클로로필a의 향인자를 고

려하지 않고, BOD, COD, TN, TP와 같은 원인인자만을 이

용하여 신경망을 구성하 기 때문에 오차를 유발한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목표는 미 계측 유역에서 간헐 으로 측정된 

수질자료를 이용하여 클로로필a를 추정할 수 있는지를 검

토하는 것이다. 비록 상기에서 언 한 오차를 포함하고 있

지만, 본 연구에서 추정된 서낙동강 지류에 한 클로로필a
는 어느 정도 실측치에 근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서낙동강의 6개 

지류 하천에 한 클로로필a를 추정하 다. 서낙동강 지류 

하천은 미 계측 하천이므로 SWMM을 이용하여 인공신경

망의 입력자료로 사용된 BOD, COD, TN, TP, SS를 모의

하 고, 본 연구에서 직  측정한 유량  수질자료로 모

형을 보정하 다. 모의값과 측정값에 한 평균 상 오차는 

유량의 경우 약 20 ~ 40%, 수질은 20 ~ 60%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리고 미 계측 하천인 서낙동강 지류 하천들의 클로로

필a를 추정하기 해 서낙동강 지류 하천의 수질인자와 클

로로필a의 계가 서낙동강 본류 하천의 수질인자와 클로

로필a의 계와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인공신경망의 학습자료로서 서낙동강 본류 구간

에 치한 4개 수질측정 지 의 자료와 기온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에 의한 클로로필a의 추정 효율을 높이

기 해 정 학습인자 조합을 검토하 고, 그 결과 BOD, 
COD, TN, TP, 기온 조합이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습결과와 SWMM으로 모의한 서낙동강 지류 하천의 

BOD, COD, TN, TP  기온자료를 이용하여 클로로필a를 

추정하 다. 추정된 클로로필a의 농도를 연구에서 실제 측

정한 자료와 비교하 고, 그 결과 6개 지류 하천에서 50% 
미만의 평균 상 오차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클로로필a
의 추정 결과, 학습에 사용된 서낙동강 본류 구간과 하천 

특성이 가장 유사한 평강천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 다.
본 연구의 내용은 연속 인 계측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미 계측 하천에 한 클로로필a의 추정에 한 것이다. 한
정된 수질자료로 인해 정확도 높은 클로로필a의 추정은 수

행하지 못하 으나, 미 계측 지역에서도 클로로필a에 한 

추정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사    사

본 연구의 내용은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의 “서낙동강 유역 

오염도 황조사  수질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연구

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연구비 지원에 심심한 감

사의 뜻을 표합니다.

참고문헌

낙동강물환경연구소(2009). 서낙동강 유역 오염도 황조사 

 수질개선방안 수립. 국립환경과학원.
신성교, 박청길, 이수웅(1996). 낙동강에서 chlorophyll-a와 

BOD의 상 계. 수질보  한국물환경학회지, 12(4), pp. 
369-375.

신 석, 최시 , 김 훈(1998). 신경망을 이용한 도시유역 

유출  비 원 오염물 배출 모형화 연구. 한토목학회

논문집, 18(II-5), pp. 437-448.
안상진, 연인성, 한양수, 이재경(2001). 신경망 모형을 용

한 강 공주지 의 수질 측.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34(6), pp. 701-711.

오창렬, 박성천, 이한민, 표 평(2002). 신경망을 이용한 산

강의 수질 측. 한토목학회논문집, 22(3-B), pp. 371-382.
오창렬, 진 훈, 김동렬, 박성천(2008). 유출량  수질자료

를 이용한 인공신경망 측모형 개발에 한 연구. 한국

수자원학회논문집, 41(10), pp. 1035-1044.
장호석, 고재윤, 송재덕, 김 승, 김인탁(2009). 낙동강 하류

의 클로로필a 분석. 2009공동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SWMM과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미 계측 하천의 클로로필a 추정에 한 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Quality, Vol. 27, No. 5, 2011

679

한상하수도학회･한국물환경학회, pp. 665-666.
최정민(2008). WASP 7.2와 신경망모형을 이용한 낙동강의 

수질모의  측. 석사학 논문, 부경 학교.
Donigian, A. S. Jr., Imhoff, J. C., Bicknell, B. R., and Kittle, J. 

L. Jr. (1984). Application guide for 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Fortran (HSPF). EPA-600/3-84-065, U.S. Environ-
mental Protection Agency, Athens, Georgia.

Karul, C., Soyupak S., Çilesiz, A. F., Akbay, N., and Germen, 
E. (2000). Case studies on the use of neural networks in 
eutrophication modeling. Ecological Modelling, 134, pp. 
145-152.

Kuo, J., Hsieh, M., Lung, W., and She, N. (2007). Using arti-

ficial neural network for reservoir eutriphication prediction. 
Ecological Modelling, 200, pp. 171-177.

Scardi, M. and Harding, L. W. Jr. (1999). Developing an 
empirical model of phytoplankton primary production: a 
neural network case study. Ecological Modelling, 120, pp. 
213-223.

Wang, T., Tan, C., Chen, L., and Tsai, Y. (2008). Apply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remote sensing to estimate 
chlorophyll-a concentration in water body. '08. Second Inter-
national Symposium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 IEEE Computer Society, pp. 540-544.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