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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기상 레이더 데이터의 원할한 처리를 위한 

순환 가중최소자승법 기반 RBF 뉴럴 네트워크 설계 및 응용

Design of RBF Neural Networks Based on Recursive Weighted Least Square Estimation 

for Processing Massive Meteorological Radar Data and Its Application

강 전 성*
․오 성 권†

(Jeon-Seong Kang․Sung-Kwun Oh)

Abstract - In this study, we propose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RBFNN) using Recursive Weighted Least Square 

Estimation(RWLSE) to effectively deal with big data class meteorological radar data. In the condition part of the RBFNN, Fuzzy 

C-Means(FCM) clustering is used to obtain fitness values taking into account characteristics of input data, and connection 

weights are defined as linear polynomial function in the conclusion part. The coefficients of the polynomial function are 

estimated by using RWLSE in order to cope with big data. As recursive learning technique, RWLSE which is based on WLSE 

is carried out to efficiently process big data. This study is experimented with both widely used some Machine Learning (ML) 

dataset and big data obtained from meteorological rada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classifier. The 

meteorological radar data as big data consists of precipitation echo and non-precipitation echo, and the proposed classifier is 

used to efficiently classify these ec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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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레이더를 이용한 강수 관측 시 레이더의 위치, 대기의 상태, 

주위 지형 등에 따라 강수 이외의 에코가 관측되는데 이러한 에

코를 비강수에코(Non-precipitation echos)라 한다. 비강수에코의 

제거는 레이더를 이용한 강수에코만을 추정하기 위해 반드시 선

행 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비강수 지형 에코란 레이더 빔의 전파

효과, 과대굴절, 대기의 이상에 의해 다양하게 또는 넓은 지역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비강수 Clear 에코는 강수는 발생하지 않지

만 대기 중의 곤충이나 작은 부유입자, 난류 등에 의해 레이더 

파가 반사되어 발생하는 에코이다. 이러한 비강수에코의 특성으

로 레이더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상 예측 및 관측이 어렵기 때문

에 강수에코 및 비강수에코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며, 레이더 자

료에서 비강수에코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상 레이

더 데이터의 용량은 빅데이터 수준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학습 데

이터로써 몇 년 동안 모아온 데이터를 사용하기 어렵다. 위와 같

이 기상레이더에서 취득한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순환동정

을 이용한 RBFNN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상 레이더 빅데

이터인 UF(Universal Format)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다항식 방

사형 기저 함수 신경회로망(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을 이용하여 패턴 분류기를 설계하였다. RBFNN의 조

건부에서는 Fuzzy C-Means(FCM)클러스터링을 사용하여 입력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도를 구하였으며, 결론부에서는 다

항식의 형태를 결정하고 기상 레이더에서 취득한 빅데이터를 처

리하기 위해 순환동정 알고리즘을 적용한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연결가중치를 동조 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업데이트됨

에 따라 계수를 추정할 수 있으며, 낮은 용량의 메모리로도 효율

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보인다. 추론부에서는 조건부에

서 구한 적합도와 결론부에서 구한 다항식을 결합하여 최종출력 

및 패턴분류율을 구하였다. 2장에서는 기상레이더 데이터의 특성, 

3장에서는 패턴 분류를 위한 지능형 알고리즘인 다항식 기반 방

사형 기저함수 신경회로망에 대한 내용[1], 4장에서는 대용량 빅

데이터의 후반부 파라미터 동정을 위한 Recursive 가중 최소자승

법에 대해 설명하며, 5장에서는 사용된 패턴판단모듈을 설명한다. 

6장에서는 Machine Learning Data를 사용하여 RBFNN모델에 

사용되는 WLSE와 LSE의 패턴분류율을 비교한 후, 각 규칙에 대

해 비교한 패턴분류율을 그래프를 보여준다. 또한, RWLSE 알고

리즘을 접목시킨 패턴분류기로 기상레이더 데이터를 분류한 패턴

분류율을 나타낸 후[2], 이미지를 통해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7장

에서 실험에 대한 결론에 대하여 설명한다. 



기학회논문지 64권 1호 2015년 1월

100

그림 2 조건부, 결론부, 추론부의 세 가지 모듈로 표현된 

RBFNN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RBFNN expressed as conditional phase, 

conclusion phase and Inference phase

2. 기상레이더 데이터의 특성

기상레이더 자료인 UF데이터를 분석하여 강수에코와 비강수에

코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강수 학습데이터로는 각 강수사

례들(대류형, 층운형, 기타 등등)의 하나씩을 샘플링 하여 학습데

이터를 구성하였으며, 비강수 학습데이터로는 맑은 날 중에서 지

형에코, Clear 에코를 샘플링 하여 구성하였다.  샘플링 기준은 

각 사례들 중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로 구성하였다. 학습데이터의 

수는 Null값이 포함되지 않은 강수에코 858,092개, 비강수에코 

929,729개로 총 1,787,821개 이며, 이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였

다. 또한 테스트데이터로는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날

짜, 다른 시간대의 강수에코 사례, 지형에코 사례 및 Clear 에코 

사례를 테스트 해보았으며 테스트데이터의 수는 344,520개 이다. 

Radar는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어떤 물체를 감지하고 그 물체가 

관측자로부터 어떤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가를 분석해내는 일종의 

원격탐사 장비이다. 이러한 기상레이더에 의한 자료는 다른 어떤 

관측수단으로 제공하기 힘든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UF(Universal Format) 기상레이

더 빅데이터는 Radar site에서 관측되는 자료들을 바이너리

(binary)형태 자료로 저장된 데이터를 말한다. 저장되는 값들은 

필터링 후 반사도(CZ), 필터링 후 시선속도(VR), 필터링 후 스펙

트럼 폭(SW), 필터링 전 반사도(DZ)가 저장된다.

저장 되는 반사도는 dBZ(decibel Z)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이

는 반사도 인자의 대수(logarithm)로써 다음 식과 같다.

 ∙log
         (1)

즉, 에 대한 비 값을 대수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단위부피 안에 직경 인 물방울이 한 개 있으

면 0[dBZ], 10개 있으면 10[dBZ], 100개 있으면 20[dBZ], 1000

개 있으면 30[dBZ]가 되는 것이다. 또한 Z는 레이더 방정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식 (2)로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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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는 평균 반사전력 (Watt), 는 최대 송신 출력

(Watt), 는 안테나 이득 (무 차원), 는 레이더 파장 (m), 

는 안테나 빔 출력 반치 폭 (radian), 는 펄스 지속시간 (펄스

폭)(sec), c는 전자기파의 전파속도, 상수(빛의 속도) = 

×  , 는 레이더와 목표물간의 거리 (m), K는 복소 굴

절율, 일반적으로 값은 물일 경우 0.93, 얼음일 경우 0.2로 취

해진다. Z는 레이더 반사도 인자를 의미한다. 

기상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상레이더의 산출물은 CZ, VR, 

SW, DZ가 있지만 비강수에코와 강수 에코의 정보가 남아있는 

CZ와 DZ만을 사용하였으며 CZ는 dBZ값이 필터링을 거친 후의 

자료이기 때문에 값이 작아지는 현상을 보여 참조용으로 사용하

였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반사도의 표준편차(SDZ), 반사도의 연직

기울기(VGZ), 변곡점 개수의 백분율(SPN), 반사도의 빈도수(FR)

를 입력변수로 사용하였다. 

입력데이터 구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입력데이터 구성

Fig. 1 Construction of input data

레이더 데이터 DZ, CZ, VR, SW 중 필터링 전 반사도 값으로 

비강수에코에 대한 정보가 많은 DZ를 선택한 후, DZ의 각 소속

변수로는 표준편차(SDZ), 연직기울기(VGZ), 변곡점 개수의 백분

율(SPN), 빈도수(FR)을 사용한다.

이러한 기상레이더 데이터의 특성은 빅데이터의 3가지 특성인 

규모(Volume),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와 부합된다. 

3. 패턴 분류기의 구조 및 학습방법

3.1 다항식 방사형 기저함수 신경회로망(RBFNN)

본론에서는 패턴 분류를 위한 제안된 다항식 기반 RBFNN 패턴

분류기[3]에 대하여 설명한다. RBFNN 구조는 FCM 클러스터링에 

기반 한 분할함수를 활성함수로 사용하며, 다항식 함수로 구성된 

연결가중치를 사용함으로 서 식 (3)의 퍼지 규칙 표현과 같이 언어

적인 관점에서 해석 될 수 있다.

                              (3)

는 입력 벡터, 는 FCM 클러스터링에 의한  ⋯번

째 그룹의 소속 함수,  는  ⋯번째 출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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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퍼지 규칙의 다항식이다. FCM 클러스터링을 이용함으로써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활성함수를 언어적 측면에서는 소속 함수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후 결론부의 다항식은 네트워크 연결

가중치로, 퍼지 규칙의 로컬 모델로 동작된다. 추론부에서 네트워

크의 최종출력이 퍼지 규칙의 추론 결과로서 구해진다. 이와 같

이 제안된 RBFNN 구조는 퍼지 규칙에 기반 한 네트워크 구조

를 가지며, 조건부, 결론부, 추론부와 같이 세 가지 기능적 모듈

로 분리되어 동작한다. 그림 4은 기능적 모듈로서의 RBFNN 구

조[4]를 보여준다.

3.2 RBFNN의 조건부

RBFNN의 조건부는 FCM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는 학습 데이터의 특성 반영을 위해 입력 공간을 c개의 클러스

터 수(퍼지 규칙 수)만큼의 로컬 영역으로 분리하고 각 로컬 영

역의 소속정도를 퍼지 집합으로서 출력한다. FCM(Fuzzy 

C-Means)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비슷한 패턴, 속성, 형태 등의 

기준을 통해 데이터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으로, 데이터와 각 클러

스터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소속정도를 측정하여 데이터를 분류한

다. 이를 이용하여 다항식 기반 RBFNN의 조건부 활성함수 형태

를 표현하였으며, 아래 단계를 통해 수행된다.

Step 1) 클러스터의 개수, 퍼지화 계수를 선택하고 소속함수

()를 초기화 한다.

 ∈ 
  



 ∀ 
 



 ∀    (4)

Step 2) 각 클러스터에 대한 중심 벡터를 구한다. 

 






 



 



 


                       (5)

Step 3) 중심과 데이터와의 거리를 계산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소속함수(U(1))를 계산한다.

   
  





 



 







            (6)

 










  

                         (7)

Step 4) 오차가 허용범위 안에 도달하면 알고리즘을 종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Step 2로 돌아간다.

∥   ∥≤                          (8)

3.3 RBFNN의 결론부

RBFNN 구조의 결론부는 조건부에서 분리한 각 로컬 영역을 

다항식 함수의 로컬 회귀모델로서 표현하여 식 (3)의 “” 이

후의 규칙을 형성한다.  는 상수항, 선형식, 2차식, 변형된 2

차식의 네가지 타입의 함수가 있으며, 그중 하나인 상수항은 다

음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8].

[Type 1] 상수항(Constant)

                                   (9)

여기서       ,      는 번째 규칙에 대

한 후반부로써 번째 퍼지 규칙에 대한 로컬 모델이다.

제안된 RBFNN의 구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건부를 

FCM 클러스터링을 통한 퍼지 공간 분할, 결론부를 다항식으로 

로컬 영역을 표현하는 로컬 회귀모델로 이해할 수 있다.

3.4 RBFNN의 추론부

추론부에서는 “” 퍼지 규칙 기반의 퍼지 추론에 의해 

네트워크의 최종출력을 구하게 된다. 그림 2을 보면 각 퍼지 규

칙의 소속 함수와 다항식 로컬모델이 곱하여진 후 그 합이 출력

층 뉴런의 최종 출력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

의 과정은 퍼지 추론 과정과 같다. 결론적으로 RBFNN에서 

 ⋯번째 출력의 최종 출력은 퍼지 추론에 의한 식 (10)

와 같이 표현된다.


 



                              (10)

이와 같이 다항식 형태의 연결가 치를 사용함으로서 (3)식의 

퍼지 규칙 표 과 같은 언어  에서의 해석이 가능해졌다.

그림 3 RBFNN 기반 패턴 분류 시스템 설계 과정

Fig. 3 Design procedure of RBFNN based pattern-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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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uzzy Recursive Weighted Least Square Estimation

결론부의 연결가중치는 다항식으로 구성되며 파라미터 계수는 

순환적 가중최소자승법(RWLSE)을 통해 동조된다[5]. 기상 레이

더 자료의 경우 데이터의 수가 수백만 개에 달하기 때문에 기존

의 LSE를 사용할 경우 슈퍼컴퓨터가 아닌 이상, 메모리상에서 행

렬의 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연산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한다. 순환적 가중최소자승법의 목적은 빅데이터를 처리함에 있

어서 연산 한계의 부족함을 해결하며 연산상의 메모리 부족문제

를 해결함으로써 적은 메모리로도 빅데이터를 처리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4.1 퍼지 순환적 가중 최소자승법(Fuzzy RWLSE)의 과정

선형 모델인 퍼지 시스템의 규칙 베이스[6]는 다음과 같다.

     ⋯ and     

     ⋯    (11)  

초기 몇 개의 샘플링데이터(N개)를 가지고 후반부 파라미터를 

결정한다.

선형 모델인 퍼지 시스템의 규칙 베이스를 행렬로 표현하면 다

음과 같다. 는 출력데이터, 는 입력데이터, 는 뉴로-퍼지 기

반 알고리즘의 조건부에서 FCM클러스터링으로 구한 적합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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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첫 번째 과정에서 구한 행렬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5)

여기서, N=데이터 번호, k=입력변수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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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N번째 데이터까지는 가중 최소 자승법으로 다음 식에 

의해 구해진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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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8)

Step 3) N+1번째부터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순환동정 알고리즘 

공식을 이용하여 계수를 추정한다. 

     (19)











 




  

(20)

         ⋯   (21)

은 업데이트 되는 N+1번째의 계수이며, 은 업

데이트된 데이터로 각 규칙에 대한 적합도를 곱한 값이다.

파라미터를 동시에 구하는 전역학습 방법인 RLSE와 달리 위

의 식처럼 RWLSE는 각 규칙에 대한 파라미터를 독립적으로 구

하는 지역학습방법으로 각 규칙에 대해 해석 할 수 있으며, 행렬

의 크기가 줄어들어 계산 부하를 줄이며 연산시간 또한 단축시킬 

수 있다[7]. 하지만, 규칙 수가 적을 때는 전역학습방법인 RLSE

에 비해 오히려 크기가 작은 행렬을 여러 번 연산해야 하는 

RWLSE의 연산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까지는 기존의 

WLSE로 계수를 추정한 뒤, 다음에 추정될 계수는 이미 얻어진 

데이터들로부터 하나씩 업데이트하며 다항식의 계수를 얻는 프로

세스이다. 이 알고리즘의 특징은 빅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연

산 한계의 부족함 해결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여 학습에 

용이하며 연산상의 메모리 부족을 해결함으로써 적은 메모리로도 

빅데이터를 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8].

그림 4은 위의 과정을 도식화 한 것으로 선택한 데이터(n개)

까지를 LSE 또는 WLSE를 사용하여 구해진 n번째의 파라미터를 

Recursive 수식에 대입한 후, n+1번째 데이터의 파라미터를 구하

는 것이다.

그림 4 순환동정 알고리즘의 데이터 갱신과정

Fig. 4 Update process of recursive identification algorithm

5. 패턴 판단모듈

본 연구에서는 Fuzzy-recursive 동정을 도입한 RBFNN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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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였으며, 기상청 레이더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획득한 뒤

에 강수에코와 비강수에코의 좀 더 확실한 분류를 위하여 패턴 

판단모듈을 개발하게 되었다. 패턴 판단모듈은 대표 지형에코와 

테스트 데이터의 패턴을 비교하여 Null값을 제거하는 모듈이다

[9]. 판단모듈은 강수 사례시 현재 기상예보에 사용하는 

QC(Quality Control)데이터로서, 성능 검증을 위해 비교대상으로

만 사용되었다. QC에서 제거되는 반사도 값이 0∼10dBZ인 약한 

강수에코를 보존하며, 비강수 사례 테스트 시 반사도 정보가 없

는 Null값, 확실한 비강수에코들을 뉴로-퍼지 알고리즘에 상관없

이 제거한다.

판단모듈을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대표 지형에코를 제작하였

다. 대표 지형에코는 총 10시간 동안의 지형에코만을 나타내는 

61개 UF자료 중 Sweep 0.5°일 때 중복되는 (Ray, Bin) 좌표에

서의 DZ(필터링 되기 전 반사도 값)가 40개 이상(61개 자료 중 

40개 이상) 존재하는 DZ 값들을 평균으로 취합하여 제작하였다. 

패턴 판단모듈은 대표 지형에코를 이용하여 강수 사례 시 강

수에코와 지형에코의 중복영역을 뉴로-퍼지 알고리즘으로 강수에

코인지 지형에코인지 분류하며, 강수에코들 중 지형에코의 특성을 

갖는 약한 강수들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 다음 표와 같이 테스

트 데이터와 대표 지형에코의 (Ray, Bin)좌표 정보를 비교하여 에

코 판단모듈 경우의 수로 강수에코인지 Null값인지 판단한다.

표   1 패턴판단 모듈 

Table 1 Pattern-judgement modules

대표 지형에코 데이터(좌표)

Null DZ(dBZ)

테스트

데이터

Null ① 0(제거) ② 0(제거)

DZ(dBZ) ③ 1(존재)
④ 0 or 1

(분류기로판단)

패턴 판단모듈의 조건 ①, ②는 테스트 데이터가 Null값이라

면 뉴로-퍼지 알고리즘에 상관없이 제거를 한다. 이는 Null값은 

쓰레기 값으로 에코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알고리즘으

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판단하고, 출력한다[10]. 패턴 판단모듈의 

조건 ③은 테스트 데이터의 좌표(Ray, Bin)의 반사도 정보가 있

지만 대표 지형에코에서는 Null값이 있는 경우로, 지형에코는 비

강수 시 변화가 없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대표 지형에코 이외에 

생기는 반사도 값을 강수에코로 판단하는 것이다. 패턴 판단모듈

의 조건 ④는 대표 지형에코의 좌표정보와 테스트 데이터의 좌

표정보가 겹쳐지는 곳에서 둘 다 DZ값이 존재 할 경우, 뉴로-퍼

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테스트 데이터가 강수에코인지 지형에코

인지를 판별하게 된다. 패턴 판단모듈은 강수 사례 시 QC의 단

점인 0∼10dBZ를 제거하며 전체적으로 DZ값을 낮추는 것을 보

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비강수 사례에서는 비강수에코가 확

실한 부분은 DZ의 반사도 값이 음수이거나, Null 값이 있으며 

레이더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다. DZ의 dBZ 값이 60 이상인 부분

은 비강수에코로 판단하여 제거한다. 현재 한반도에서 발생한 시

간당 최고 강수량은 서울지역의 1937년 7월 30일 146.9mm이다. 

60 dBZ 이상인 값들을 지형에코로 지정한 이유는 60dBZ를 시간

당 강수량으로 계산을 하면 205.04mm 가 된다. 이는 한반도 시

간당 최대강수량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오차를 두어서 한계 값을 

정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값을 갖는 것들을 지형에코

로 바로 판단 할 수 있게 모듈을 지정하였다. 식 (22)은 dBZ 값

을 시간당 강수량으로 계산하는 식이며, 식 (23)은 판단 모듈을 

사용할 시 RBFNN을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식이다.

 log   





(22)

  and    비강수
 강수인지비강수인지판단     (23)

여기서 는 dBZ를 로그스케일로 바꾸기 전 값이며, R은 시간

당 강수량이다. 위의 식은 패턴 판단모듈 조건 ③, ④에 적용된다.

6. 실험 결과 및 고찰

6.1 실험의 전체 개요

본 연구에서는 먼저, WLSE의 특성을 살려 Recursive에 접목

시킨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RBFNN기반 LSE와 WLSE의 패턴분

류율을 비교한다. Machine Learning Data인 WDBC, PIMA, 

Heart를 사용하였으며, 퍼지화 계수는 2, 다항식은 선형식

(Linear)을 사용하였다. 또한, 다항식 기반 기저함수 신경회로망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 : RBFNN) 알고리즘

을 기반으로 기상 레이더 데이터를 이용하여 강수에코와 비강수

에코(지형에코, 청천 에코)인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시킨 후에, 비

강수에코는 제거하며 강수에코는 분류하여 에코 맵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수행한다.

표 2 사용된 기계 학습 데이터

Table 2 Used machine learning data

입력변수 

개수

전체

데이터 수

학습

데이터 수

테스트 

데이터 수

WDBC 30 569 456 113

PIMA 8 768 614 154

Heart 13 270 216 54

표   3 RBFNN의 파라미터 설정 값

Table 3 RBFNN’s parameter setting values

Parameter Value

Fuzzification coefficient 2

Polynomial type Linear

6.2 LSE기반 RBFNN과 WLSE기반 RBFNN의 패턴분류율 비교 

아래의 표는 LSE와 WLSE기반 RBFNN의 패턴분류율을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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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 case of Training   (b) In case of Testing

그림 5 WDBC데이터의 패턴분류율 비교 그래프

Fig. 5 Comparison graph of pattern classification rate of 

WDBC data

  

(a) In case of Training   (b) In case of Testing  

그림 6 PIMA데이터의 패턴분류율 비교 그래프

Fig. 6 Comparison graph of pattern classification rate of 

PIMA data

  

(a) In case of Training   (b) In case of Testing  

그림 7 Heart데이터의 패턴분류율 비교 그래프

Fig. 7 Comparison graph of pattern classification rate of 

Heart data 

결과이며 데이터의 학습과 테스트는 4:1의 비율로 5-fold cross 

validation을 사용하여 데이터로 구성하였으며, 각 데이터의 패턴

분류율을 평균으로 취하여 최종 패턴분류율로 표시하였다. 사용한 

데이터는 Machine Learning Data인 WDBC, PIMA, Heart를 사용

하였으며 총 WDBC의 학습데이터의 수는 456개, 테스트데이터의 

수는 114개이다. PIMA데이터 학습데이터의 수는 614개, 테스트데

이터의 수는 154개이다. Heart데이터 학습데이터의 수는 216개, 테

스트데이터의수는 54개이다.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 규칙수를 2∼

10으로 늘려가며 실험하여 그래프로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LSE와 

WLSE의 패턴분류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규칙 수가 늘어남에 따라 

LSE기반 RBFNN의 Testing 데이터의 패턴분류율은 Over-fitting

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데에 반해, WLSE기반 RBFNN의 

Testing 데이터의 패턴분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아래의 그림은 Machine Learning(ML) 데이터의 각 패턴분류

율을 축에는 규칙 수, 축에는 패턴분류율로 표기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점선은 LSE의 패턴분류율이며, 실선은 WLSE의 

패턴분류율이다. 

6.3 Recursive 동정 알고리즘을 사용한 계수 추정

다음 그래프는 WDBC데이터를 사용하여 파라미터를 추정한 

그래프의 이미지이다. 453개의 학습데이터 중에서 150개까지의 

데이터를 기존의 LSE(Least Square Estimation)으로 추정을 한 

뒤에, 151번째 데이터부터 RLSE(Recursive Least Square 

Estimation)으로 453번째의 데이터까지 추정한다. 데이터 한 개 

당 248개의 계수를 이전 LSE로 나온 데이터로부터 업데이트 하

며 추정한다. 그래프의 축은 전체 계수를 보여주며 축은 추정

된 계수 값을 보여준다. RLSE의 패턴분류율은 학습은 98.68, 테

스트는 92.11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래프의 실선은 LSE로 전체 453개의 데이터를 추정한 계수

이며, 점선은 RLSE로 추정한 계수이다. RLSE로 전체 데이터를 

추정했을 때와 LSE로 전체 데이터를 추정했을 때의 계수가 비슷

해지는 것을 그래프로부터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8 Recursive 동정알고리즘을 사용한 WDBC 데이터의 계수추정

Fig. 8 Estimation of WDBC data using the recursive identification 

algorithm

6.4 학습데이터 구성 및 초기 파라미터 설정

UF데이터를 분석하여 강수에코와 비강수에코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각 사례 당 344,520개의 데이터이며, 강수 학습 데이

터로는 각 5가지의 강수사례들(강설, 강우 밴드, 대류셀, 발달하는 

대류셀)을 하나씩 샘플링 하여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로 강수 학

습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총 강수 학습 데이터 수는 각 데이터의 

Null값이 포함되지 않은 강수에코로 816,351개이다. 비강수 학습

데이터로는 6가지 비강수 사례들(약한 청천에코, 파랑에코, 약한 

파랑에코, 이상전파+파랑, 청천+파랑, 강한 청천에코)을 샘플링 

하여 구성하였다. 각 사례 당 344,520개로 Null값을 제거한 총 

비강수 학습데이터의 수는 848,130개이다. 강수와 비강수를 합친 

총 학습데이터의 수는 1,664,481개이고, 이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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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기존 WLSE에 순환 학습 방법을 추가한 RWLSE를 기반

으로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학습을 수행한다. 또한 테스트데이터

로는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날짜, 다른 시간대의 강

수에코 사례, 지형에코 사례 및 청천 에코 사례를 테스트 해보았

으며 테스트데이터의 수는 344,520개이다. 테스트를 위한 초기 

파라미터 설정 값은 표4와 같으며, 이는 각 파라미터들 중 제일 

좋은 성능의 값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들로 실험을 하였다. 

표 4 RWLSE-based RBFNN의 파라미터 설정 값

Table 4 Parameter setting values of RWLSE-based RBFNN

Parameter Value

Fuzzification coefficient 2.5

Fuzzy rules(Number of cluster) 4

Polynomial type Linear

6.5 강수에코 사례의 학습/테스트

강수 사례의 테스트로는 표6에서 볼 수 있으며, 강수 사례 중 

2012년 04월 03일 08시 ∼ 2012년 12월 14일 13시 총 8개의 

레이더 자료를 테스트하였으며 분류 전, 분류 후, CZ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그림 9에 나타내었다. 필터링 후의 반사도 값을 

저장하는 CZ는 비강수에코 종류 중 하나인 지형에코를 어느 정

도 제거해 주며, 일부 레이더로부터 찍힌 의미 없는 비강수에코

를 제거하지만 완벽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CZ는 DZ와 성

격이 유사하여 최종적으로 결과를 비교하는데 사용하였다. 분류

전의 지형에코들이 분류 후에는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제

안된 패턴분류기의 분류 후 그림과 CZ를 비교해 보았을 때, 지형

에코들이 조금 더 제거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5 테스트한 강수에코 패턴분류율

Table 5 Pattern classification rate of precipitation echo for 

testing

에코 유형 날짜
패턴분류율

TR TE

강수 2012년 04월 03일 08시 00분

88.91

90.79

강수 2012년 04월 21일 05시 00분 90.44

강수 2012년 10월 22일 09시 00분 94.38

강수 2012년 10월 27일 04시 00분 90.54

강수 2012년 11월 25일 20시 00분 92.38

강수 2012년 12월 05일 13시 00분 94.82

강수 2012년 12월 14일 06시 00분 90.90

강수 2012년 12월 14일 13시 00분 91.02

그림 9 강수 에코 지도(2012년 12월 14일 06시 00분)

Fig. 9 Precipitation echo map(December 14th, 2012, at 06:00 am)

6.6 비강수(지형, 청천)에코 사례의 학습/테스트

비강수 사례의 테스트로는 표6에서 볼 수 있으며, 비강수 사례

중 지형 에코로 나타나는 2012년 05월 15일 08시 ∼ 2012년 05

월 20일 19시 총 4개의 레이더 자료를 테스트 하였으며 분류 전, 

분류 후, CZ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분

류 전의 지형에코들이 분류 후에는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레이더에서 필터링을 거쳐 나온 반사도 값인 CZ와 비교해 볼 때, 

CZ보다 더 많은 지형에코가 제거됨을 보인다.

표  6 테스트한 비강수에코 패턴분류율 

Table 6 Pattern classification rate of non-precipitation echo 

for testing 

에코 유형 날짜
패턴분류율

TR TE

지형(비강수) 2012년 05월 15일 08시 00분

88.91

99.96

지형(비강수) 2012년 05월 15일 11시 00분 100.00

지형(비강수) 2012년 05월 20일 08시 30분 100.00

지형(비강수) 2012년 05월 20일 19시 00분 100.00

청천(비강수) 2012년 05월 06일 20시 00분 99.88

청천(비강수) 2012년 05월 07일 21시 00분 94.92

청천(비강수) 2012년 10월 06일 19시 00분 99.19

청천(비강수) 2012년 10월 07일 23시 50분 94.12

그림 10 비강수(지형) 에코 지도(2012년 05월 20일 19시 00분)

Fig. 10 Non-precipitation(ground) echo map(May 20th, 2012, 

at 07:00 pm) 

비강수 사례중 청천 에코로 나타나는 2012년 05월 06일 20시 

∼ 2012년 10월 07일 23시 50분의 레이더 자료를 분류 전, 분류 

후, CZ데이터의 그림 11로 표현하였다. 그림을 보면 분류 전의 

반사도 값들이 분류 후에는 제거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CZ와 

비교해 보아도 확실히 제거됨을 볼 수 있다. 이는 레이더 상에서 

필터링을 거친 CZ보다 성능이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 비강수(청천) 에코 지도(2012년 05월 06일 20시 00분)

Fig. 11 Non-precipitation(clear) echo map(May 6th, 2012, at 

08: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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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Fuzzy RWLSE 알고

리즘을 제안하였으며, 이 알고리즘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필요성을 

보였다. 다양하고 방대한 기상 레이더 빅데이터의 구성 분석 및 데

이터 전처리 과정을 구축 하였으며, DZ를 이용하여 SDZ, VGZ, 

SPN을 산출 및 각 소속변수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항식 기반 방

사형 기저함수 신경회로망(RBFNN) 구조를 사용 하였고, 강수에코

와 비강수에코인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시킨 후, 비강수와 강수를 

분류하여 비강수에코를 제거한 뒤 에코 맵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퍼지 순환가중동정 알고리

즘을 제안하였고 RBFNN에 순환적 가중최소자승법(RWLSE)을 접

목시켰다. 기상 레이더 빅데이터인 UF데이터는 매우 방대하기 때

문에 학습데이터를 만들 시에 메모리 용량의 부족으로 학습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RWLSE를 사용함으로써 LSE를 

사용함보다 더 나은 성능을 나타내며, 데이터가 추가됨에 따라 후

반부 동정의 다항식의 계수를 업데이트 하는 성향을 보여 앞으로 

사용될 빅데이터의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연산으로 볼 수 있다. 마

지막으로 RWLSE를 사용한 후의 자료와 분류되기 전 DZ, 분류 후 

CZ자료를 에코지도로 비교하여 RWLSE를 사용한 분류기가 더 확

실히 분류되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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