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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자료 기반 SVR과 뉴로-퍼지 알고리즘 구현 
호우주의보 가이던스 연구

A Study on Heavy Rainfall Guidance Realized with the Aid of Neuro-Fuzzy and 
SVR Algorithm Using AWS Data

임 승 *․오 성 권†․김 용 **․이 용 희*** 

(Hyun-Myung Kim․Sung-Kwun Oh․Yong-Hyuk Kim․Yong-Hee Lee)

Abstract  -In this study, we introduce design methodology to develop a guidance for issuing heavy rainfall warning by 

using both RBFNNs(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 and SVR(Support vector regression) model, and then carry 

out the comparative studies between two pattern classifiers. Individual classifiers are designed as architecture realized 

with the aid of optimization and pre-processing algorithm. Because the predictive performance of the existing heavy 

rainfall forecast system is commonly affected from diverse processing techniques of meteorological data,  under-sampling 

method as the pre-processing method of input data is used, and also data discretization and feature extraction method for 

SVR and FCM clustering and PSO method for RBFNNs are exploited respectively. The observed data, AWS(Automatic 

weather wtation), supplied from KMA(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is used for training and testing of the 

proposed classifiers. The proposed classifiers offer the related information to issue a heavy rain warning in advance 

before 1 to 3 hours by using the selected meteorological data and the cumulated precipitation amount accumulated for 1 

to 12 hours from AWS data.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each classifier, ETS(Equitable Threat Score) method is used 

as standard verification method for predictive ability. Through the comparative studies of two classifiers, neuro-fuzzy 

method is effectively used for improved performance and to show stable predictive result of guidance to issue heavy 

rainfall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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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세계 으로 지구온난화, 엘리뇨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호우, 폭설, 폭염, 혹한 등의 이상기상 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

계 으로 키스탄, 호주, 국 , 만 등의 아시아 지역에 

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 등의 막 한 인명  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빈번해지고 

있고, 실제로 2010년 9월 21일 추석 당일 260mm에 달하는 

기습 폭우로 서울, 인천 등 주요도로 등이 침수되었고, 2011

년 7월 28-29일에도 서울지방을 심으로 104년만의 최악의 

물폭탄(2일 총 강우량 550mm 이상인 강수)경향은 계속 증

가하고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 변화 속에서 많은 측 모델이 연구되어

지고 있고, 본 논문에서도 그에 련한 이상기후, 특히 호우

에 한 측하는 모델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호우에 

한 측은 장기간 에 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기, 즉 

1~6시간 후의 측을 수행하며, 본 논문에서는 3시간 후까지

의 측을 수행한다. 기상데이터 자체는 방 하고 호우 

측에 한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기상데

이터들  호우 측에 한 연 성을 찾아내고 정확한 결

과를 얻기 해 훈련  테스트 자료를 구성하여 학습을 수

행한다. 기상데이터의 각 인자는 다른 성격( , 다른 범  

혹은이산성, 연속성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일 으

로 수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호우상황의 샘 이 극단 으

로 은 상황을 고려하여 훈련 자료 생성시 효과 인 샘

링 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 기상 데이터의 기 포맷을 지

별로 재구성하여 호우 측을 수행한다. 한 기상데이터 

 호우에 한 데이터는 연속 인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강수를 사용하여 1-12시간의 치를 사용한다. 호우

주의보 측을 한 모델은 평가방법에 입각한 RBFNNs와 

SVR에 의해 설계된다. 제안된 모델의 구조는 각 모델의 특

성에 맞게 설계되어진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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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자료의 구성과 처리 방법에 해 설명하면서 사

용한 데이터의 특성과 앞선 처리 방법의 설명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한 모델과 이에 한 최 화 방법에 해 고

안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호우 측을 수행하여 결과에 

한 설명과 비교를 한다. 5장에서는 앞선 실험결과에 따른 

결론에 해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호우사례를 

AWS 지 별로 분석하여 각 지 별 호우 특징을 묘사하는 

호우에 한 개념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SVR과 pRBFNNs 모델을 사용하여 호우를 측한 결과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재 기상청 업으로 구동되고 있는 

호우특보 가이던스에 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여 뉴로

-퍼지 모델의 측 성능을 확인한다. 

2. 자료 구성과 처리

호우를 측하기 해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자료로는 

AWS, KLAPS, RADAR 자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에

서 실제 측지 에서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자료를 구성하

는 AWS 자료를 다루어 측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한 

호우주의보  호우특보에 해 발령하는 건에 련하여 1

년의 기간 안에서 매우 제한 이다.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에 비가 오는 일수가 오지 않는 날이 0.001%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 호우가 아닌 일수를 학습에 사용하는 불필요한 

작업을 제하고자, 자료의 처리를 수행하여 양을 축소하여 

모델학습을 수행한다. 이러한 처리 과정을 언더샘 링 방

법이라고 한다. 언더샘 링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훈련하

는데 있어서 시간을 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데이터를 

여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학습에서의 오버-피 이 일어나

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

2.1 AWS 측자료

한반도 호우주의보를 한 가이던스의 개발을 해 본 연

구에서는 2007∼2012년까지의 6년간의 AWS 자료[1]를 사용

하여 모델을 구 하 다. AWS는 한반도의 지 마다 자동센

서에 의해 측이 수행되는 측소로, 집 호우와 같은 국지

인 기상 상 등의 작은 공간 규모에서 발생하는 기상 상

을 측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인  자동기상 측소를 각 지

역마다 조 하게 설치하여 사용되는 자료이다. 한 산악지

역이나 해양에서는 유인기상 측소를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

에 무인 자동기상 측소를 이용한다. AWS 설치지 은 국 

962개 지 이 존재하고 풍향, 풍속, 기압, 기온, 운 고도, 습

도, 강수량 등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 을 지닌다. 

AWS 자료는 매분, 매 지 마다 정보를 얻게 되는데, 본 논

문에서는 일부를 발췌하여 매 시간 정보를 사용하 다. 이 

데이터는 한 시간마다의 일을 생성하여 훈련  측을 

수행하 다.

  호우주의보 측 모델을 설계하기에 앞서 먼  AWS 

측자료의 품질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AWS 데이터의 에러 

데이터에 해서 가공  처리하여 가  많은 에러를 포

함한 측자료를 제거한다. 여기서 호우주의보 조건은 6시

간 동안 강수량이 70mm 이상이거나 12시간동안의 

강우량이 110mm 이상인 사례로 정의하 다. 호우특보에 

한 기상청 기 은 다음과 같다.

표  1 특보의 발표 기

Table 1 Announcement Standard of Special Weather Report 

종류 호우특보 기 치

주의보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상될 때

경보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상될 때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훈련과 테스트를 한 AWS 측

자료를 “stn_list"에 기재되어 있는 지  정보를 사용한다. 

훈련은 2007-2010년 데이터를 사용하고 테스트는 2011-2012

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AWS 기상자료 입력인자로

는 1:일자, 2:풍향, 3:풍속, 4:풍속(남북), 5:풍속(동서), 6:기온, 

7:습도, 8:기압, 9:MSLP, 10:강수감지, 11~22:(1시간 ~ 12시

간)  강수량이 포함된다. AWS 측 자료를 사용하여 

각 지 별  시간 별로 1~3시간 후의 강수를 측하기 

해 모델을 제안하여 강수를 측하고, 강수에 따른 호우특보 

가이던스를 제공하여 상지 을 알리기 한 시뮬 이션 

실시한다.

2.2 언더샘 링 방법

언더샘 링은 균형이 심한 자료에서 률을 높이기 

한 기술  하나이다. 여기서 불균형이란 경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필요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한다. 언

더샘 링은 훈련데이터에서 흔한 데이터의 비율을 낮춰서 

샘 링 하는 방법이다. 훈련 자료의 언더샘 링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향후 h(1~3)시간 동안의 강수량  9.2mm/h이

상이 포함된 경우는 모두 훈련 자료로 사용하고, 그 지 않

은 경우자료를 훈련자료로 선정한 자료의 수만큼 무작 로 

추출하여 사용한다. 언더샘 링을 함으로써 학습속도를 획

기 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 률을 높이는 효

과가 있다.

3. 제안 모델  최 화 방법

본 장에서는, AWS 자료를 이용하여 호우를 측하기 

한 SVR과 RBFNNs 모델에 해서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

는 2가지 모델을 사용하여 측을 수행하여 비교한다. 첫 

번째 모델인 SVR은 SVMs(Support vector machines)의 회

귀 방법을 해 고안된 방법으로, 기존 Hong 등의 연구에서 

강수 측을 해 이미 응용된 바 있다[5,6,7]. 실험 상은 우

리나라 지역이 아닌 타이완 북부지역의 태풍기간 동안의 강

수량 수치를 측하 다. 이애 한국지 에 SVR 모델을 이

용한 강수 측을 수행하고자 사용하 다. 기존 SVR 모델 

사용의 응용을 해 구간화, 사 인자추출 등의 기법을 사용

하여 모델을 개선하 다. 기계학습의 여러 가지 연구의 비

교를 통한 측도 이루어져 왔다[8]. 이에 사용하는 다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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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near regression         (b) nonlinear regression

그림 2 SVR 모델의 

Fig. 2 Example of Support vector regression model

델로 다항식 기반 RBF 신경회로망[12,13,14]사용하고, 최

화를 해 FCM 클러스터링 방법[9]  최 화 방법에 사용

된 입자군집화알고리즘(Particle Swarm Optimization : 

PSO)[10,11]의 용방법에 해 설명한다.

3.1 제안한 SVR(Support Vector Regression)

SVM(Support Vector Machine)은 일종의 지도학습 방법

이다. 자료들을 분리하는 평면 에서 자료들과 가장 거

리가 먼 평면을 탐색한다. 보통의 분류기가 정확도를 확

화하는데 반해 SVM은 여백을 최 화하여 일반화 능력을 

키운다. Fig. 1은 검은 과 흰 을 분류하는 문제에 한 

SVM의 시를 나타낸 것이다. H3은 제 로 분류하지 못하

는 반면 H2와 H1은 모든 을 제 로 분류하고 있다.

그림 1 SVM의 분류문제의 

Fig. 1 Example of Support vector machine for classification 

problem

본 논문에서는 원래 분류 문제에만 용되던 SVM을 

1996년에 회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안된 SVR을 사용하

다. SVR의 일반 인 함수는 다음 식과 같다.

 ∙                  (1)

사용한 SVR의 커 은 RBF 커 을 사용하여 회귀를 수

행하 고, 커 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exp∥ ∥  for          (2)

가  모든 제가 일정한 범  ε 안에 들어오도록 밴드

를 만든다. Fig. 2는 SVR의 선형회귀(a)와 비선형 회귀(b)

를 나타낸 것이다.

 3.1.1 사 인자추출

SVR에서는 강수를 측하기 해 사용한 훈련데이터에

서 모델 측에 요한 기상인자를 선택하여 사용하여 사

인자추출을 수행하여 데이터 측성능을 향상시켰다. 사

인자추출에 사용한 필터로는 mRMR(minimum-Redundancy 

Maximum-Relevance) 기 을 사용하 고 그 식은 다음과 

같다.

  


 

  

               (3)

mRMR의 장 은 비선형 상 계를 활용한다는 것, 인자 

간 복 정보량을 활용한다는 것, 그리고 라미터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단 은 인자 간 복 정보량 

계산에 클래스 정보를 미활용 한다는 것이다.

 3.1.2 기상인자 구간화

구간화의 목 은 연속  데이터를 이산  데이터로 변환

하는 것이다. 미리 정해진 값들을 클래스로 구분하여 분류

를 수행하여 구간을 나 다. 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9.2mm/h 미만의 강수는 A, 9.2mm/h 이상의 강수는 B로 분

류하여 나 어 다. 구간화 방법은 기 구간수  기 구

간 비를 훈련 샘 이 기 구간에 가  균등하게 분포

하도록 비를 설정하고, 구간 경계면을 조 하여 클래스-

인자간 상호정보량(CAMI; class-attribute mutual 

information)이 커지는 쪽으로 구간의 경계면을 이동시킨다.

3.2 제안한 RBFNNs(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

먼  일반 인 RBF 신경회로망은 일반 으로 3개의 층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을 가진 신경회로망으로써 n차원의 

입력 벡터 x=[x1, x2, …,xn]T는 은닉층을 통해 비선형식으

로 변환되고, 은닉층을 통해 얻어진 활성 벨들은 출력층에 

치한 뉴런에 의해서 최종 으로 선형 형태로 변환된다.

RBF 신경회로망은 빠른 학습시간과 일반화(generality) 

능력 그리고 단순화(simplicity) 능력이 다른 알고리즘과 비

교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과 비

선형 시스템의 모델링 등에 사용된다. 일반 으로 리 사

용되어지는 방사형 기 함수 형태는 식 (4)과 같이 가우시

안 형태로 표 되어진다.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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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한 RBFNNs

Fig. 3 Proposed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

여기서 xj는 j번째 입력 데이터, vij은 j번째 입력의 i(i=1, 

..., k)번째 RBF의 심, 는 i번째 은닉층 노드에서 RBF의 

활성화 역을 결정하는 분포상수이며 일반 으로 은닉층을 

구성하는 모든 노드들은 ‘1’의 값을 가진다. 네트워크의 출력 

y(x)는 각각의 활성화 벨의 선형 조합으로써 다음 식 (5)

과 같이 계산된다.

yx i 
K wiRi x                 (5)

은닉층에서의 개발이 결정 인 RBF 신경회로망 설계에 

있어서 요한 특징으로 부각된다. 그 이유는 (a) 은닉층의 

형태와 수는 기본 인 설계의 이 되고, (b) 입력공간에

서의 은닉층의 분포는 네트워크의 기능에서 요한 련이 

있으며, (c) 각각의 은닉층에서의 라미터의 최 화는 본질

으로 가장 요하다.  기존의 논문들에서는 이와 같은 

요한 설계 이슈들에 해 다루기 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어지고 있다. 즉, RBF 노드 상호간의 연결가 치와 

노드 심  폭과 같은 라미터 변경 등이 연구되었으며, 

입력 데이터 에서 임의로 심 선택법 등이 사용되어졌

다. 한 은닉층의 형태가 결정되어진 후, 출력층에서 신경

들의 가 치에 한 최 화가 직 으로 이루어진 논문들

도 있다.

제안한  RBFNNs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조건부에 기존의 

가우시안 함수가 아닌 FCM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하 다. 

FCM 알고리즘은 각 클러스터에 데이터의 소속정도를 퍼지

집합으로 출력하는 방사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활성함수

로써 사용하기에 합하여 가우시안 함수의 역할을 체하

여 사용할 수 있었다. 결론부에서는 Table 2와 같이 일차선

형, 2차선형, 변형된 2차 선형을 사용한다. 규칙 후반부 다항

식의 계수를 동정하기 한 후반부 라미터 동정은 최소자

승법(Least Square Equation: LSE)을 사용하 다. LSE는 

오차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계수를 추정하여 주고, 

역 모델의 학습을 한 번에 구하여 내어 오류역  알고리

즘을 사용할 때와 달리 학습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특징

을 가진다.

여기서, y(x)는 주어진 실제 출력 데이터이고  (x)는 모

델의 출력 데이터를 의미한다.

표   2  결론부의 다항식 타입

Table 2 `Polynomial type of consequence part

상수항(Constant)   

1차 다항식(Linear)  ⋯  
  





2차다항식

(Quadratic)

 ⋯  
  



 
  



   


  

변형된 2차 다항식

(Modified Quadratic)
 ⋯ 

  



   

 3.2.1 멤버쉽 함수로써의 FCM Clustering Algorithm

클러스터링 방법이란 데이터의 분류를 해 사용되는 알

고리즘으로 데이터의 패턴, 속성, 형태 등의 기 을 통해 비

슷한 데이터끼리 분류하여 개체의 소속집단을 정의해 주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들간의 거리를 기 으로 근

한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들을 특성별로 분

석하여 클러스터를 기 으로 특성을 별하는 Fuzzy 

C-Means clustering(FCM) 방법을 사용하여 규칙의 심  

 분포상수를 구한다.

FCM 클러스터링 방법은 n개의 벡터 (i=1,...,n) 집합을 

c개의 클러스터로 분할하고, 각 클러스터의 목 함수가 최소

가 되는 심값을 찾는 방법이다. FCM과 K-Means 클러스

터링 방법의 요한 차이 은 FCM클러스터링 방법은 0과 

1사이의 소속감 정도를 가지고, 주어진 데이터들을 몇 개의 

클러스터로 나  수 있는지를 별하기 한 퍼지 분할을 

사용한다는 이다. 즉 퍼지분할을 응하기 해서, 소속 

함수 U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 요소들로 나타낸다. 그러

나 데이터 집합에 한 소속감 정도 U의 합은 항상 1이다. 

U라 표시되는 partition matrix를 구하기 한 FCM 학습 

데이터 분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클러스터의 개수 c(2⩽c⩽n)을 정하고 퍼지화계수 

m(1<m<∞)을 선택한다. 기 partition matrix 

U(r)을 기화 한다. 알고리즘 반복 횟수를 r(r=0, 

1, ...)로 표시한다.

U r   uik∈ i  
c uik ∀k k 

N uik n∀i       (6)

         여기서 는 소속행렬의 라미터.

[단계 2] 식 (7)∼(10)를 이용하여 FCM 클러스터 심 

vi(i=1, 2, ..., c)을 계산한다. FCM 클러스터링에 

한 목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Juikvi  i  
c
k 
n uikm dik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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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BFNNs의 최 화 과정

Fig. 4 Optimization progress of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

여기서, 는 0과 1사이의 소속을 나타내는 정도의 

값으로 i번째 클러스터에 속해져 있는 의 k번째 

데이터의 소속정도를 나타낸다. 는 i번째 클러스

터 심 벡터이다. m은 partition matrix의 애매함

의 정도에 한 향을 나타내는 퍼지화 계수이다. 

이 값은 m∈[1, ∞]와 같은 범 를 가지고 있다.

식 (7)의 목 함수를 최소화하기 해서 먼  와 

와 련된 식의 목 함수를 다음과 같이 분화시

켜야 한다.

vir  vir   vicr  vijr  
k 
n
uikm

k 
n
uikm∙xki

       (8)

uik 
j  
c
xkvi  m  
xkvi  m  



j  
c
djk
dik
m  


   (9)

식 (7)에서 주어진 목 함수를 만족하기 하여 식 

(8)과 식 (9)에 의해서 구해진 값들을 이용하여 각

각의 클러스터 심과 데이터와의 거리를 식 (10)

에 주어진 다양한 거리 계산식을 통해 새로운 소속

행렬을 생성한다.

▪Euclidean distance :

dik  dxkvi   j  
s
xki vij         (10)

[단계 3] 다음과 같이 새로운 소속행렬 U(r+1)을 계산한다.   

                      

uikr   
j  
c
djkr 
dikr  

m  


           (11)

[단계 4] 다음 식(12)을 계산해서 만일 ⊿>Ɛ 이면 r=r+1로 

정하고 [단계 2]로 가서 다시 알고리즘을 반복 수

행하고 그 지 않고 ⊿≤Ɛ이면 알고리즘을 종료한

다. 여기서, Ɛ는 임계값이다.

 U r  U r  max i k uikr   uikr     (12)

3.2.2 입자 군집 최 화(PSO) 알고리즘에 의한 

RBFNNs 모델 최 화

본 에서는 제안한 퍼지 모델의 성능 향상에 주요한 역

할을 하는 요 라미터(클러스터의 수(즉, 제안된 모델의 

규칙의 수), FCM 클러스터링 방법에서의 클러스터 심

과 분포상수 그리고 규칙 후반부 다항식의 형태)를 최 화

하기 하여 목된 입자 군집 최 화(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알고리즘에 하여 기술한다.

PSO는 자연선택의 진화 메커니즘이 아닌 새떼와 물고기 

떼와 같은 생체군집의 사회  행동약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

다. PSO 역시 군집기반 알고리즘으로 병렬처리 특징을 가

지며, 군집과 개체는 Swarm과 Particle로 표 된다. PSO의 

각 Particle의 최 의 해를 얻기 해 다차원 탐색공간을 날

아다니며, 그들 자신과 이들 이웃의 경험에 한 정보를 이

용하여 최 의 치로 이동해 간다. PSO는 이론의 간결성, 

구 의 용이성, 연산의 효율성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짧은 

계산시간 안에 최 의 해를 생성 할 수 있고, 다른 확률  

방법보다 안정 인 수렴특징을 나타낸다. 

PSO는 연산자와 아래 알고리즘으로 최 의 해를 찾아낸

다. 알고리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Initialization - n개의 particle을 탐색 공간 내에서 

랜덤하게 생성한다. 이 기 particle들은 ‘pbest’로 

설정하고 이들이 기 swarm을 구성한다. 각 

particle의 각 velocity(이동속도)를 [-Vmax Vmin] 

내에서 랜덤하게 생성한다. 기 particle  최 의 

합도를 갖는 particle을 ‘gbest’로 선정한다.

[단계 2] Inertia weight & velocity updating - 식 (13)에 

의해 정하  값을 계산하고, 식 (14)에 의해 j번

째 particle velocity를 계산한다. 제한조건[Vmax 

Vmin]을 확인한다.

wt Wmax iter max
WmaxWmin

× t            (13)

vjkt wtㆍvjkt cㆍrㆍpbestjktxjkt
 ㆍㆍ  

  

 (14)

[단계 3] Position updating - 다음 식 (15)에 의해 particle

의 치 정보를 조 된다.

xjkt vjktxjkt                 (15)

여기서, xkmin ≤xjkt≤xkmax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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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서울 주요 지 에 한 평균 성능

Table 4 Performance of the mean on major site in Seoul 

지역　 예측
모델

예
측 
시
간

TP TN FP FN ETS

서울
(57개 
지점)

SVR

1hr 162 299 299 959517 0.2132

2hr 103 171 285 960261 0.1843

3hr 65 87 265 960890 0.1559

RBFNNs

1hr 142 318 179 959667 0.2189

2hr 113 277 155 960311 0.2050

3hr 107 229 133 960867 0.2325

그림 5 SVR의 실시간 호우 주의보 가이던스 표  

Fig. 5 Example of expression of realtime rainfall warning 

guidance by using SVR 

[단계 4] Individual & global best updating - 새로운 

particle들의 합도를 계산한다. 이  ‘pbest’와 비

교되며 ‘pbest’를 재설정한다. 최 의 치정보를 

갖는 ‘pbest’를 ‘gbest’로 재설정한다.

[단계 5] Stopping criteria - 종료 조건을 만족하면 탐색과정

을 종료하고, 그 지 않으면 [단계 2]부터 반복한다.

[단계 6] Optimal parameter - 최종 으로 생성된 ‘gbest’는 

최 의 치정보를 갖는다.

 

4. 실험 방법  평가

본 논문에서의 실험 방법은 같은 형태를 가진 AWS 데이

터를 2007-2012년을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동일하

게 나 고, 앞에서 설명한 언더샘 링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

터를 축소하여 학습시간을 인다. 2007-2010년의 데이터를 

훈련데이터로, 2011-2012년 데이터를 테스트데이터로 실험

을 수행하 다. 수행하는 지 은 서울 지   주요 지 에 

해 57개에 해 평가하 다. SVR 방법은 각 지 별 학습

과 측을 수행하지만, RBFNNs를 이용한 방법에서는 PSO 

최 화를 서울 심을 기 으로 수행하여  지 에 한 최

 라미터를 선택한다. 선택된 라미터를 사용하여 각 

지 의 학습  테스트를 수행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강수 평가를 해 사용한 ETS(강수 측능력)는 기상 이

벤트에 합한 강수 측능력 측정방법이다. 이 방법은 측

치의  여부와 측치의  여부를 4가지 유형으로 분

류하여 측 성능을 계산한다. 호우주의보의 기 인 6시간 

강수량이 70mm를 기 으로 regression한 값의 여

부를 분류기의 단기 으로 놓고, 처음 호우주의보가 발생

한 지 을 찾는 이벤트를 성능평가에 사용하 다. 측치의 

여부 4가지는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ETS 계산식

은 다음과 같다.

표   3  보를 한 측  측의 기

Table 3 Criteria of prediction and observation for forecating

Observation

Positive Navative

Forecast
True TP

(hits)
TN

(false alarms)

False FP
(misses)

FN
(correct non-events)

 


  


   (16)

계산식을 통해 얻어진 ETS 결과값 에서 괜찮은 데이

터 출력을 보인 AWS 한 지 을 기 으로 평가하여 각 모

델의 성능을 비교하고, 정량 인 6시간  강수량의 정도

가 70mm/h를 기 으로 호우특보를 단하여 계산하고 계산 

결과를 통해 분류를 수행한다.

Table 4의 ETS 부분의 호우주의 기 은 모델별 테스트 

지 들의 성능도출시 호우주의보의 기 에 따른 성능을 57

개 지 의 체 평균에 해 나타내었다. 57개 지 의 ETS

평균으로 나타내 표 한 것은 각 지 별로 표 하는 것 보다 

더 으로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사용하 다. 각 모델에서 연

속된 시간에서의 호우주의보를 발령하기 한 처음 시작 을 

찾는 것을 기 으로 ETS 성능을 나타내었다. 재 ETS 값

이 좋지 않은 것은 호우주의보가 발생한 시간이 2년 동안의 

많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 고, 몇몇 지 의 사용한 

측인자의 값이 제 로 측되지 않아 missing 된 자료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체 인 평균의 성능이 좋지 않았지만 

발생안한 몇 지  외의 측에는 좋은 결과를 보 다.

기존 RBFNNs 모델을 사용할 때는 자료를 체 기간에 

해 불필요한(다수의 비강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최

화를 통한 학습을 수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측 

모델을 구성하는 데에도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 이 있

었지만, 업 모델을 구성하는데 SVR 모델링에서 사용되었

던 언더샘 링을 통해 학습 데이터를 강수와 비강수의 비율

을 하게 재구성하여 사용함으로 모델 구성 시간  

측 성능에 해 개선할 수 있었다.

재 SVR 모델을 가이던스의 분류기는 Fig. 5와 같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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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별 표출이 실시간으로 업에서 수행되고 있고, 향후 개

선된 측 성능을 가지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연

구되어지고 있다. 서울 57개 지 에 하여 SVR과 

RBFNNs 모델의 비교 측성능 결과를 보면 RBFNNs 모델

의 성능이 SVR에 비해 안정 으로 측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모델의 호우주의보 측시 강수량을 기 으로 

측하고, 그에 따른 특보의 발령 여부를 별할 수 있는 분

류기를 구축하여 재 시 으로부터 3시간까지의 측을 수

행하는 가이던스 모델에 비교 연구이다. 각 AWS 지 의 

측 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3시간까지의 호우특보 가이던스

를 SVR과 RBFNNs 모델을 사용하 다. 결과값이 크게 좋

은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기존 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SVR 모델에 비해 RBFNNs 모델을 사용한 측성능이 나은 

결과를 보 다. 다량의 데이터에 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사이즈가 큰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고,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여 각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므

로 인해 각 모델의 측 성능에 하여 비교할 수 있었다. 

업에서는 SVR을 통한 호우특보 가이던스는 6시간까지 

AWS 체 지 에 한 모델을 구성하여 실시간으로 수행

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RBFNNs을 가이던스에 사용하

기 한 모델의 측 성능을 비교하기 해 체 지 이 아

닌 서울의 일부 지 에 해서만 비교하 다. 본 연구의 결

과를 바탕으로 RBFNNs 모델을 사용하여 국 AWS지 에 

해 6시간 측 모델을 구성하여 SVR 모델과의 성능 비교

를 통하여, 호우특보 가이던스의 측 성능 향상을 한 연

구가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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