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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댐 군 연계운영을 위한 기존의 많은 최적화 모형은 경제성에 기반을 둔 단일 목적 함수를 가

정함으로써 현실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도출하곤 하였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최적화 모형이 되.

기 위해서는 실제 운영과정을 모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초기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상충되는 목적간의 절충안으로 파레토 프런티어 를 제시할 수 있는 다중목적 의사(Pareto-frontier)

결정 기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댐 군 연계 운영을 위한 최적화 모형으로 소개된.

의 다중목적함수에 적합한 초기 가중치를CoMOM(Coordinated Multi-reservoir Operating Model)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모형에 적합한 가중치를 결정함에 있어 댐의 초기저수량과 미래의 예상

유입량과 같은 수문 조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것은 초기저수량과 미래에 예상.

되는 유입량이 작을 경우 가급적 저수에 중점을 두고 그 반대일 경우는 발전방류에 주안점을 두,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에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가정이다 따라서 댐의 초기 저수량 조건과 유.

입량 시나리오의 다양한 수문 조건별로 가장 적합한 가중치를 찾아본 후 수문 조건을 입력요소,

로 최적 가중치를 출력요소로 갖는 신경망 모형을 활용해서 수문 조건에 적합한 가중치를 예측할,

수 있는 절차를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최적 가중치를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이를. ,

위해 전승목 등이 제안한 기반 순위결정 절차를 활용해서 최선의 파레토 최적해와 이(2008) DEA

에 대응되는 가중치를 찾아 이를 신경망 모형의 출력요소 값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

는 신경망 모형은 임의의 수문 상황에 대해 이에 적합한 의 초기 가중치를 결정해 줌으CoMOM

로써 과 같은 최적화 모형의 가중치 선정에 따르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CoMOM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가중치 다중 목적 인공신경망 댐 군 최적 연계운영 모형핵심용어 가중치 다중 목적 인공신경망 댐 군 최적 연계운영 모형핵심용어 가중치 다중 목적 인공신경망 댐 군 최적 연계운영 모형핵심용어 가중치 다중 목적 인공신경망 댐 군 최적 연계운영 모형: , , ,: , , ,: , , ,: , , ,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과거의 최적화 저수지 연계운영 모형은 경제성에 기반을 둔 단일 목적 함수를 가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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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도출하곤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다수의 목적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

어떤 목적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때로는 상충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며 이 때문에 각 목적간,

의 우선순위를 가늠하기 위한 적당한 가중치 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weight coefficient) .

배경에서 실제 운영과정을 모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초기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그,

중 상충되는 목적간의 절충안으로 파레토 최적해 집합 을 제공하는 다중목적 의사결정(Pareto set)

기법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댐 군 연계 운영을 위(Kim et al., 2005).

한 최적화 모형으로 소개된 의 다중목적함CoMOM(Coordinated Multi-reservoir Operating Model)

수에 적합한 초기 가중치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모형에 적합한 가중치를 결정함에 있어 댐의 초기저수량과 예상유입량

의 수문 조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댐의 초기 저수량과 유입량 시나리오의 다. ,

양한 수문 조건별로 가장 적합한 가중치를 찾아본 후 수문 조건을 입력요소로 최적 가중치를 출, ,

력요소로 갖는 신경망 모형을 통해 수문 상황에 적합한 가중치를 예측하는 절차를 제안한다.

최적화 모형의 가중치 설정을 위한 방법최적화 모형의 가중치 설정을 위한 방법최적화 모형의 가중치 설정을 위한 방법최적화 모형의 가중치 설정을 위한 방법2.2.2.2.

의 다중 목적함수 구조의 다중 목적함수 구조의 다중 목적함수 구조의 다중 목적함수 구조2.1 CoMOM2.1 CoMOM2.1 CoMOM2.1 CoMOM

저수지 운영계획 문제의 최적화를 위해 다양한 수학적 모형이 소개된 가운데(Yeh, 1985;

김승권과 박영준 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이라는 혼합정수계획법Labadie, 2004), (1998) CoMOM

기반의 최적화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은 지속적인(Mixed Integer Programming) . CoMOM

개선을 통해 보다 현실성 있는 다목적 최적화 모형의 형태로 보완되었다(Kim et al., 2005).

의 목적함수는 여러 목적을 동시에 고려한 다중 목적 형태로 구성되며 댐 기준수위 상하CoMOM ,

한 준수 물부족 최소화 여수로 방류 최소화 조절점 관리유량 유지 목표가 선취적으로 반영될 수, , .

있도록 순차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목표 저수위에 대한 미충족과 수력발전량에.

는 우선 순서를 확정하지 않은 채 임의의 작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추후 두 목적간의 절충 분,

석 을 통해 의사결정자의 선호에 따라 절충점을 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시로(trade-off) .

변화하는 수문상황 속에 매 번 절충 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결정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댐의 초기저수량과 미래의 예상유입량에 따라 적합한 가중치를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최적화 모형의 가중치 부여를 위한 신경망 모형최적화 모형의 가중치 부여를 위한 신경망 모형최적화 모형의 가중치 부여를 위한 신경망 모형최적화 모형의 가중치 부여를 위한 신경망 모형2.22.22.22.2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중치 선정 방법은 그림 과 같다 먼저 단계에서 다수의 수문 조건을1 . 1

생성하는데 초기저수량으로 개 미래에 예상되는 유입량으로 개의 조건을 설정한다 단계에서, m , n . 2

는 개의 목적함수 가중치 셋을 생성한다 이때는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취적 우선순위를k . 2.1

갖는 목적의 가중치를 제외한 채 상충 관계를 갖는 저수와 발전의 두 목적에 대한 가중치만 설정,

하면 된다 이 가중치 생성은 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고정하고 저수에 대한 가중치만 임의 조정하.

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가중치 생성과정에서 다양한 파레토 최적해 해들을 도출하도록 설계된.

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의 특성상 의 반복적 계산과정을 개GA-CoMOM , GA-CoMOM m×n

의 수문 조건에 대해 수행해야 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을 고려해서 일단 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고,

정한 후 저수에 대한 가중치만을 임의로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단계에서는 개의 수문. 3 m×n

조건 각각에 대해 개의 가중치를 적용해서 을 수행하고 총 개의 파레토 최적해를k CoMOM m×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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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했다 단계에서는 개의 수문 조건에 대해 개 파레토 최적해 중 가장 선호되는 파레토. 4 m×n k

최적해를 선정한다 이때는 전승목 등 에서 제안된 기반 순위결정 절차를 활용하였다. (2008) DEA .

다음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확보된 개의 초기저수량 예상 유입량 최적가중치 의 조5 m×n ( , ),｛ ｝

합을 신경망 모형의 입력변수 출력변수 의 조합으로 적용해서 신경망 학습을 수행한다 이때, .｛ ｝

학습이 완료된 신경망 모형을 활용하면 임의의 수문 조건에 대해 적합한 최적의 가중치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 가중치를 적용해서 을 수행하면 된다, CoMOM .

용담용담용담용담 대청대청대청대청

No. 1 10% 10%

No. 2 10% 30%

No. 3 30% 20%

No. 4 30% 40%

No. 5 50% 40%

No. 6 50% 60%

No. 7 70% 50%

No. 8 70% 80%

No. 9 90% 80%

No. 10 90% 90%

표 초기 저수량 조건표 초기 저수량 조건표 초기 저수량 조건표 초기 저수량 조건1.1.1.1.
유효저수량 대비유효저수량 대비유효저수량 대비유효저수량 대비( )( )( )( )

연도연도연도연도 용담용담용담용담 대청대청대청대청 합계합계합계합계 순위순위순위순위

1986 471.64 1663.32 2134.96 5

1988 60.46 202.58 263.05 20

1989 227.10 694.37 921.47 16

1990 156.00 502.27 658.26 17

1992 252.10 923.76 1175.87 13

1993 376.14 894.56 1270.70 12

1994 296.48 1215.25 1511.74 4

2001 308.94 1130.13 1439.07 9

2002 212.68 1011.77 1224.46 6

2003 340.08 1249.99 1590.07 8

표 유입량 조건표 유입량 조건표 유입량 조건표 유입량 조건2.2.2.2.

용담용담용담용담 대청대청대청대청

No. 1 -0.2000 -0.0001

No. 2 -0.5000 -0.0060

No. 3 -0.0500 -0.0600

No. 4 -0.0001 -0.8000

No. 5 -3.0000 -0.0500

표 후보 저수 가중치표 후보 저수 가중치표 후보 저수 가중치표 후보 저수 가중치3.3.3.3.

목적함수 가중치 생성 (가중치 조건: k개)

수문조건 별
최선의 파레토 최적해 및 가중치 선정 (m*n개)

현재 수문 조건에 대한
최적 가중치 예측

다수(m*n)의 수문 조건 설정
(초기저수량 조건:m개, 유입량 조건:n개)

신경망 학습
(입력자료: 수문조건, 출력변수: 최적가중치)

신경망 학습을 위한 입력자료 준비

파레토 최적해 집단 도출 (m*n*k개)

신경망 모형을 통한 최적 가중치 도출

최적 가중치 활용한
CoMOM수행

그림 최적 가중치 선정 절차그림 최적 가중치 선정 절차그림 최적 가중치 선정 절차그림 최적 가중치 선정 절차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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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군 연계운영을 위한 최적화 모형의 가중치 설정저수지 군 연계운영을 위한 최적화 모형의 가중치 설정저수지 군 연계운영을 위한 최적화 모형의 가중치 설정저수지 군 연계운영을 위한 최적화 모형의 가중치 설정3.3.3.3.

입력 자료입력 자료입력 자료입력 자료3.13.13.13.1

신경망 모형을 활용한 최적 가중치 도출 방법의 적용성 검토를 위해 금강 수계를 대상으로 10

월에 해당하는 의 가중치를 도출해 보았다 다양한 수문조건을 가정하기 위해 우선 표CoMOM . , 1

과 같이 저수지의 초기 유효 저수량 조건을 상정했으며 유입량 조건은 표 와 같이 용담과 대청, 2

댐으로 유입될 수 있는 소유역의 유출량을 토대로 년부터 년까지 총 년 동안의 월1985 2004 20 10

댐 유입량 중 개를 임의로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후보 가중치 군의 경우는 발전에 대한 가중10 .

치를 고정한 채 표 과 같이 저수에 대한 가중치를 임으로 조정해서 얻은 자료를 활용하였다, 3 .

신경망 학습 결과신경망 학습 결과신경망 학습 결과신경망 학습 결과3.23.23.23.2

표 의 조건을 조합한 총 개의 입력 조건에 대해 을 수행하였으며 초1 3 500(10×10×5) CoMOM ,～

기저수량과 유입량 조건의 조합에 의한 개의 수문 조건에 대해 각각 개씩의 최적화 결과를100 5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개의 수문 조건 각 경우에 대해 개씩 도출된 파레토 최적해들에 대한. 100 5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기반의 순위 결정 절차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개의 수문조건 각각DEA . 100

에 대해 가장 적합한 가중치를 예측할 수 있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수문조건을 입력변수로 여기. ,

에 대응되는 최적 가중치를 출력변수로 설정한 역전파 알고리듬 을 수행해서(Back-propagation)

신경망 모형을 학습하였으며 여기서 학습된 신경망 모형을 이용해서 년 년의 월에 적, 2005 -2007 10

합한 초기 가중치를 예측해 보았다 다음의 표 는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4 .

연도
초기 저수량 유입량 최적 저수 가중치

용담 대청 용담 대청 용담 대청

2005 493.38 964.22 6.42 53.04 -0.0659 -0.00183

2006 516.18 815.79 2.48 41.95 -0.1048 -0.01965

2007 685.10 1,183.77 22.76 86.95 -0.0205 -0.00001

표 최적 가중치 예측 결과표 최적 가중치 예측 결과표 최적 가중치 예측 결과표 최적 가중치 예측 결과4.4.4.4.

결론결론결론결론4.4.4.4.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군 연계 운영을 위한 최적화 모형인 의 다목적 함수에 적합한CoMOM

초기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초기 저수량 조건과 유입량 시나리오.

의 다양한 수문 조건별로 가장 적합한 가중치를 찾아본 후 수문 조건을 입력요소로 최적 가중치, ,

를 출력요소로 갖는 신경망 모형을 활용해서 수문 조건에 적합한 가중치를 예측하는 과정으로 요

약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신경망 학습을 위한 입출력 변수 값으로 개의 초기저수량 조건. 10

과 개의 유입량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총 개의 수문조건과 여기에 대응되는 최적 가중치를10 100

활용했는데 용담 대청댐이 가질 수 있는 초기 저수량과 유입량의 가능한 조합의 수로는 다소 부, ,

족한 편이다 또한 저수 가중치의 후보값 역시 개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물론. 5 .

이 과정에서 의 수행횟수가 크게 증가하는 부담이 있지만 가중치 예측 능력의 제고를 위CoMOM ,

해서는 보다 많은 입출력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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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알고리듬 대신 비선형 제어가 가능한 을 활용할 경우 수문조건과 여기Radial Basis Function

에 대응되는 최적 가중치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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