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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Cascade-Correlation Neural Networks Model(CCNNM) is used to estimate daily evaporation using

limited climatical variables such as atmospheric temperature, dewpoint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wind speed, sunshine duration and radiation. DeBruin equation is applied to estimate daily free-surface

evaporation. It is converted into pan evaporation using pan coefficient. The results of CCNNM shows

better than those of Debruin equation. This research represents that the strong nonlinear relationship

such as evaporation modeling can be generalized by the CCNNM ; a special type of Backpropagation

algorithm Neural Network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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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로부터 그리고 대기로의 물분자의 연속적인 교환이 발생하는데는 불구하고 증발의 수문학적 정의

는 대기로의 유체이송의 순비율에 한정되어 있으며 증발량 기대치는 건조지역에서 건설되어지는 저수지의,

설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증발량은 하천유출량과는 다르게 수문학적 순환의 최소 만족도의.

요인 중 하나이며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는 질량이송방법 에너지수지 및 물수지를 기초로 하여 추정되어, ,

질 수 있다 증발접시 증발량은 잠재증발산량 혹은 기준증발산량의 지표로서 사용되고 호수나 저수지의 증발.

량을 추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관계를 기준으로 증발접시 증발량은 관개계획에의 적용에 대하,

여 광범위하게 연구되어왔다 최근에 와서는 자동 증발접시 증발량(Doorenbos and Pruitt, 1977; Snyder, 1993).

계측시스템이 점차 확충되고 있으나 여전히 측정정도는 많은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Bruton et. al., 2000).

증발과정은 많은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바와 같이 자연현상에서 높은 비선형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많은 학,

자들은 수문학적 모형화의 연구에서 정확한 증발량의 추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

여 내재된 비선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인공신경망모형의 적용을 제시하였으며 추정과정은 단지 몇 개의 이,

용가능한 제한된 기상학적 자료만을 고려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할 수(Han and Felker, 1997).

있는 제한된 기후자료를 이용하여 증발접시 증발량을 산정하기 위한 단계상관 인공신경망모형(Cascade-

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한된 기상변수를 이용한 기존의 경Correlation Neural Networks Model, CCNNM) .

험공식과 을 비교하여 의 우수성을 평가한 후에 지속적인 연구로서 훈련된 을 이용CCNNM CCNNM CCNNM

한 증발량계측의 중단 혹은 미계측 증발접시 증발량을 보완하여 증발접시 증발량을 확충하고자 한다.

단계상관신경망모형단계상관신경망모형단계상관신경망모형단계상관신경망모형2. (Cascade-Correlation Neural Networks Model, CCNNM)2. (Cascade-Correlation Neural Networks Model, CCNNM)2. (Cascade-Correlation Neural Networks Model, CCNNM)2. (Cascade-Correlation Neural Networks Model, CCNNM)

단계상관신경망모형 의 개요2.1 (CCNNM)

본연구에 적용된 단계상관 신경망모형 은 과 에 의하여 개발된 효과적이고 건설적(CCNNM) Fahlman Leb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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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훈련알고리즘을 이용한 모형이다 의 훈련은 입력과 출력층으로 구성되는 최소한의 구조로 시작. CCNNM

하고 이러한 형태는 선형모형에 해당된다 만약 훈련알고리즘이 더 이상 잔차를 감소시키지 못하면 그때의.

훈련은 중지된다 그리고 잠재적 은닉층노드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 잠재적 은닉층노드. .

는 입력층으로부터 연결강도 및 이전 단계에 존재하는 모든 은닉층노드로부터 연결강도로 구성되고 있다 일.

단 잠재적 은닉층노드가 에 더해지면 그것은 새로운 은닉층노드로 형성되며 은닉층노드의 입력연결CCNNM

강도는 더 이상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은닉층노드가 설치된 후에는 훈련은 출력층에 관련된 모든.

연결강도를 갱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 활동적인 확장적인 문제는 자동적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하, CCNNM

여 적절한 구조를 형성한다(Fahlman and Lebriere, 1990; Whitley and Karunanithi, 1991; Karunanithi et. al.,

1994).

단계상관신경망모형 의 기본이론2.2 (CCNNM)

구조는 다른 역전파알고리즘을 이용한 신경망모형과는 다르게 네트워크의 구조가 고정되어 있지CCNNM

않다 은닉층노드의 수는 훈련과정이 임계치에 도달할 때까지 훈련과정동안에 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더해. 0

진다 은 오차강하로 감소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잔차에 대한 새로운 은닉층노드 결과의 상관. CCNNM

성을 최대로 하고 있다 또한 역전파과정에서의 오차의 역전파에 대한 전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의. . CCNNM

훈련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Thirumalaiah and Deo, 1998; Tsoukalas and Uhrig, 1997)

입력 및 출력노드만을 고려한다.①

델타규칙 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훈련자료에 대하여 입력층과 출력층사이의 연결강도를 직접(Delta rule)②

훈련한다 이 과정에서는 은닉층을 통한 역전파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단계에서 오차가 훈련임계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하나의 은닉층노드를 더한다 그때의 입력층노드와.③ ②

은닉층노드 사이의 연결강도는 고정을 시키고 델타규칙 을 이용하여 다시한번 은닉층노드와, (Delta rule)

출력층 연결강도를 훈련한다.

훈련임계치에 도달할 때까지 의 과정을 반복하거나 특정 반복횟수를 마칠때까지 반복한다.④ ③

또한 새로운 은닉층노드를 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새로운 은닉층노드를 고려한다.①

새로운 은닉층노드를 존재하는 모든 다른 은닉층노드에 연결할 뿐 아니라 모든 입력층 노드에 연결한다.②

모든 훈련자료를 한번에 하나씩 각 훈련이 마친 후에 이 새로운 은닉층노드와 입력층노드의 연결강도③

를 적합시킨다 이러한 적합은 새로운 은닉층노드의 출력값과 정의될 잔차사이의 전체적인 상관성 를. S

최대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

S=∑
K
|∑
P
(Vp-V)(Ep,k- Ek)| [1]

여기서 ∑
K

모든 출력층 노드 에 대한 출력치의 합= K , ∑
P

모든 훈련자료 에 대한 출력치의 합= P , Vp

훈련자료 에서의 새로운 은닉층노드에 대한 출력값= p , V 모든 훈련자료에 대하여= Vp의 평균값, Ep,k =

훈련자료 에 대하여 출력층 노드 에서 계산된 잔차 그리고p k Ek는 모든 훈련자료에 대하여 Ep,k의 평균값

을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은닉층노드의 출력값과 정의될 잔차사이의 전체적인 상관성 를 최대화하기 위. S

하여 ∂S
∂w ji

가 각 입력층노드와 은닉층노드의 연결에 대하여 계산되고 경사강하는 다음 식 과 같이 나타[2]

내고 있다 여기서. w ji는 입력층과 은닉층의 연결강도를 의미하고 있다.

∂S
∂w ji

= ∑
P,K
σ k(E p,k- E k )f

'
p I i,p [2]



여기서 σk 출력값 와 새로운 은닉층노드값 사이에서의 상관성의 부호= k , f 'p 훈련자료 에 대한 새로운= p

은닉층에서 입력층노드의 출력치의 합에 대한 관점에서 새로운 은닉층노드 전이함수 의 차 도함수이고f 1 I i,p

는 훈련자료 에서 은닉층노드가 입력층노드 로부터 받는 입력값을 나타내고 있다p i .

증발접시 증발량 산정을 위한 경험공식증발접시 증발량 산정을 위한 경험공식증발접시 증발량 산정을 위한 경험공식증발접시 증발량 산정을 위한 경험공식3. ; DeBruin Equation3. ; DeBruin Equation3. ; DeBruin Equation3. ; DeBruin Equation

경험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자유수면으로부터 증발량을 추정하는데는 많은 기상인자들이 복합적으로 관계

가 되어 있다 지금까지 많은 경험공식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이용할 수 있는 기상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실. ,

질적으로 이용하기기가 불가능한 공식들이 많은 형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청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으므로 경험공식의 사용이 더욱 더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 CCNNM

결과치와 비교검토하기 위한 경험공식으로 이 제시한 경험공식을 이용하였다 은DeBruin(1978) . DeBruin

공식과 방정식을 혼합하여 얕은 호수 혹은 저수지에서 증발량을 추정하는 공식을 유도Penman Priestley-Taylor

하였다 그는 방사열 과 지표하의 열흐름 항에 대한 그 차이인 에 대해 방. (Radiation) Rn G Rn-G Priestley-Taylor

정식을 해결함으로써 방정식 내부로 치환하여 제거하였으며 자유수면에서의 증발량은 다음 식 과Penman , [3]

같이 나타낼 수 있다(DeBruin, 1978).

E=[
α1
α1-1

][
Δ
Δ+r

]f(u)(es-ea) [3]

여기서 자유수면에서의 증발량E = (mm/cm
2

대기온도에서 포화증기압과 온도곡선에서의 온도day), =Δ

습구계상구(KPa/ ), r = (KPa/K)℃ es 포화증기압= (Kpa), ea 실제증기압= (Kpa), α1는 방정식에서Priestley-Taylor

의 경험상수이고 무차원이며 는, Priestley-Taylor α1 의 값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는 바람함수이며=1.26 . f(u)

다음 식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4] .

f(u)=2,506+21.0u2 [4]

여기서 는 바람함수f(u) (mm/cm
2 이고KPaday) u2 는 지상에서 위에서의 풍속 을 나타내고 있다2m (km/day) .

경험공식은 년 월부터 월까지의 네덜란드의 평균 깊이를 유지하는 얕은 호수에서 검증되DeBruin 1967 7 10 3m

었으며 검증결과 에너지수지 계산과 비교하여 결정계수가 의 값을 나타내어 아주 양호한 경험공식으로, 0.94

판명되었다 공식에 의해 산정된 증발량은 자유수면에서 단위면적. DeBruin (cm
2에 의해 산정되므로 비교검토)

를 위해서는 증발접시 계수를 곱하여서 증발접시 증발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의. 0.7

값을 이용하고 있다.

모형의 구성 및 적용모형의 구성 및 적용모형의 구성 및 적용모형의 구성 및 적용4.4.4.4.

일 증발접시 증발량 산정을 위한 의 적용을 위하여 기상청의 기상월보와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홈페CCNNM

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제한이 되어 있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평균기온 일평균 이슬점온도 일평균 상대습도 일평균풍속 일조시간 및 방사열자료를, , , ,

입력층 입력벡터로 형성하고 일 증발접시 증발량을 출력층의 목표벡터로 구성하였다 다음 그림 은 본 연구. 1

에 적용되는 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적용은 안동 및 대구지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안동CCNNM . .

지점은 년까지 그리고 년까지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구지점은 년의 일 증1983-1990 1997-2000 , 1965-1990

발접시 증발량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상식 증발접시는 소형과 대형증발접시로 구성하고 있.

으며 출력층의 목표벡터는 소형 증발접시 자료에 해당된다, .



모형의 훈련 및 검증모형의 훈련 및 검증모형의 훈련 및 검증모형의 훈련 및 검증5.5.5.5.

의 훈련과정5.1 CCNNM

본연구에서는 많은 자료를 함유하고 있는 안동과 대구지점에서의 자료중에서 안동 년의 년자료를83-86 4

의 훈련에 적용하였으며 및 년의 자료를 의 검증에 적용하였다 또한 대구자료의 경우에CCNNM , 89 97 CCNNM .

는 년의 년자료를 의 훈련에 적용하였으며 년의 년 자료를 의 검증에 적용하였83-86 4 CCNNM , 89-90 2 CCNNM

다 다음 표 은 안동 및 대구지점의 훈련결과를 나타내는 통계결과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에 의하면. 1 . 1

은 경험공식인 공식보다는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그림 는 안동CCNNM DeBruin , 2

지점의 일 증발접시 증발량 관측치 공식에 의해 모의된 결과치 및 의 훈련된 결과치의 비, DeBruin CCNNM

교를 나타내고 있다.

의 검증과정5.2 CCNNM

훈련과정에서 산정된 최적 연결강도와 편차를 이용하여 의 검증에 적용하였다 다음 표 는 안동CCNNM . 2

및 대구지점의 검증결과를 나타내는 통계결과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에 의하면 은 경험공식인. 2 CCNNM

공식보다는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은 안동지점의 일 증발접시DeBruin . 3

증발량 관측치 공식에 의해 모의된 결과치 및 의 검증된 결과치의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DeBruin CCNNM .

결론 및 토의결론 및 토의결론 및 토의결론 및 토의6.6.6.6.

증발은 액체가 기체로의 전환이다 자유수면에서의 증발은 증발산량과 같이 에너지의 공급 자유수면과 대. ,

기사이에의 증기압에서의 차이와 주변 대기로의 표면공기의 치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 증발.

접시 증발량을 모의하기 위한 기법으로 을 적용하였다 역전파훈련알고리즘을 보완한 은 훈CCNNM . CCNNM

련에 걸리는 시간 및 노력을 감소시키며 일반화된 구조를 형성하는데 많은 장점이 있는 인공신경망모형중

하나이다 안동과 대구지점의 년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을 훈련하여 일 증발접시 증발량을 산. 83-86 CCNNM

정한 결과 아주 양호한 결과치를 나타내었으며 검증결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험공식의 결, .

과치보다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발접시 증발량 자체에도 많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교. ,

검토를 위한 경험공식에도 오차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적용성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비.

록 증발량이 수문학적 순환의 미소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관개시설 및 농업용 저수지의 설계 등에는 아주,

중요한 인자중 하나이므로 정확한 증발량의 실측을 통한 신뢰성있는 자료의 확보를 위한 자동계측장치의 보

급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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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시된 구조 그림 안동지점의 일 증발량의 비교훈련1. CCNNM 2. ( )

그림 안동지점의 일 증발량의 비교검증3. ( )

표 훈련결과 표 검증결과1. CCNNM 2. CCNNM

지점 모형
통계분석

CC RMSE FB

안동
CCNNM 0.950 0.737 0.0033

DeBruin 0.777 3.610 -3.080

대구
CCNNM 0.938 0.742 0.0214

DeBruin 0.786 2.486 -2.070

지점 모형
통계분석

CC RMSE FB

안동
CCNNM 0.926 0.925 0.5500

DeBruin 0.777 3.610 -3.080

대구
CCNNM 0.913 0.998 0.2038

DeBruin 0.786 2.486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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