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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예측기법으로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인공신경망모형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을 수행하

였다. 그러나 인공신경망모형을 사용해 시계열의 예측결과를 ARIMA모형과 같이 널리 알려진 다른 전통적인 수요예측기법들과 비교

평가한 과거 연구들을 보게 되면 각기 주장하는 바와 그 결론이 상반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의 예측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다양한 시도들을 바탕으로 국내 항만의 컨테이너물동량을 예측하고, 그를 통해 여러 모형간의 비교 검증작업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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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에서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에 있어 보다 정확성 높은

예측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실증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공신경망 모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신경망모형

을 사용해 시계열의 예측결과를 ARIMA모형과 같이 널리 알려

진 다른 전통적인 수요예측기법들과 비교 평가한 과거 연구들

을 보게 되면 각기 주장하는 바와 그 결론이 상반됨을 알 수 있

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인공신경망의 예측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다양한 시도들을 바탕으로 국내 항만의

컨테이너물동량을 예측하고, 그를 통해 여러 모형간의 비교 검

증작업을 수행하였다.

2. 연구 모형

3.1 ARIMA 모형

Box, G., and Jenkins, G. (1970)에 의해서 제시된 방법론으

로 그 우수성으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

는 대표적인 선형예측기법 중 하나이다.

3.2 인공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모형

인공신경망모형은 생물학적 신경계를 단순화시켜서 만든 수

학적 모형으로서 예측부분에 있어서도 Lapedes & Farber(1988)

에 의해서 시계열 자료 분석에도 인공신경망의 적용 가능성이

발견되었고, 현재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관련 연구

들이 수행되고 있다.

3.2.1 다층퍼셉트론(MLP; Multi Layer Perceptron)

MLP모형은 인공신경망모형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

형이다.

3.2.2 시간지연신경망(TDNN; Time Delayed Neur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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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 모형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MLP 모형보다

TDNN모형이 시간적 패턴 인식에 더 좋은 성과를 보인다고 알

려져 있다.

3.3 하이브리드 모형(Hybrid model)

본 연구에서 Zhang(2003)의 연구에서 제시한 ARIMA모형과

인공신경망을 결합한 hybrid ARIMA-ANN을 사용하였다.

3.4 유전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

신경망 관련 문헌들을 보게 되면 최적의 신경망 구조를 결정

하는 문제에서 기존의 경험론적 방법론의 대안으로서 유전알고

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유전알고리즘이 복잡하며 넓은 탐

색공간에서도 효과적으로 최적해를 찾아낸다고 알려져 있기 때

문이다.

3. 실증 분석

3.1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항만별 컨테이너물동량자료는 환적과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수입, 수출 물동량으로 국토해양부가 운영

하는 해운항만 물류정보 센터(SP-IDC)에서 수집하였다. 효과

적인 인공신경망의 학습을 위해 보다 많은 수 관측치 확보가 무

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항만 중 가장 긴 역사를

지니고 있는 부산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총 관측기간은 1991～2006년까지 총 192개 관측치를 대

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3.2 실험 설계

분석 대상이 되는 시계열 자료에 대해서 학습자료(training

data set), 교차검증자료(cross-validation data set), 그리고 검

정자료(test data set)들로 나눈 뒤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되는 GA의 관련 모수값으로 세대수는 100세대, 모집

단의 수는 100개로 정하였다. 그리고 선택방식은 확률바퀴를 사

용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모수값은 사전 분석을 수행한 결과로

서 교차율은 0.5, 돌연변이율은 0.1로 정하였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 원시계열에 먼저

ARMA모형을 적합시킨 후 나온 오차들을 인공신경망모형의 원

자료로 사용하였다.

3.3 실험 결과

4. 결 론

그래서 본 연구에서 인공신경망의 예측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다양한 시도들을 토대로 여러 모형간의

비교 검증작업을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인공신경망의 여러

모형들이 대표적인 선형예측모형인 ARIMA모형보다 우수한

예측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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