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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류 퇴적 모델은 토석류에 의한 피해지 예측을 위해 그 효용성이 입증된 모델이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파라미

터를 필요로 한다.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추정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토석류에 의한 피해지 예측을 위한 데이터는 

충분히 양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기존의 학습 기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샘플로부터 의사 샘플을 생성하고 이를 학습에 사용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한 의사 샘플 신경망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의사 샘플 신경망은 해공간을 평탄화시킴으로써 잘못된 국부 최적해에 빠질 확률을 줄여주고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파라미터 추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 토석류 퇴적 모델(debris flow deposition model), 파라미터 추정(parameter estimation), 
신경망(neural network), 의사 샘플(pseudo sample)

I. 서 론

우리나라의 토석류 피해는 대부분 집중 호우에 의해 발생되고 

그 위치가 국지적으로 밀집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토석류 피해 

위험지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사방구조물의 적지선정 및 경계 피

난 체제 구축을 통해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위험지 예측 및 구조물 위치 선정을 위해 이전 연구에서

는 random walk model(RWM)을 이용하여 토석류 퇴적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1]. 하지만 

RWM 모델에는 최적화시켜야할 세 개의 파라미터 값이 존재하며 

이 값들은 경험적으로 결정되었다. 보다 넓은 지역에 토석류 모델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 값을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

법이 필요하다.
파라미터 값을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토석류 데

이터의 경우 기존의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

는데 어려움이 있어 적은 학습 샘플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

제점이 있으며 이를 SSS (Small Sample Size) 문제라고 한다[2]. 
이 논문에서는 인공 신경망을 사용함에 있어 SSS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사 샘플을 생성하고 이를 학습에 사용하는 의사 샘플 신경

망 (PSNN, Pseudo Sample Neural Network)을 제안한다

[3][4][5]. 제안한 PSNN은 의사 샘플을 통해 국부 최적해에 수렴

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으며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파라미터 추정

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사실들은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I. 파라미터 추정

1. 요구 조건

토석류 데이터의 경우 측정 가능한 값과 파라미터 사이의 연관

성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며 이를 분석하기위한 충분한 데

이터가 수집되어있지 않다. 현재 데이터는 계속해서 수집 중에 있

으므로 향후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따라서 파라

미터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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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추가되는 데이터를 기존 방법에 쉽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조건 ①과 ③은 신경망을 사용함으로써 만족시킬 수 있다[3].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조건 ②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샘플 신경망

을 제안한다.

2. 의사 샘플 신경망

의사 샘플 신경망(PSNN)에서 의사 샘플은 기존 샘플을 평균으

로 가지는 가우스 분포를 이용하며 이 때 가우시안 분포는 중심 

극한 정리에 따라 선택되었다.  개의 샘플  
이 주어진 경우 PSNN의 학습에 사용될 샘플은 식 (1)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    (1)

이 때 


는 샘플  의 분산을 타나내고  는 각 분포에

서 생성되는 샘플의 개수를 나타낸다. 

그림 1.  신경망과 의사 샘플 신경망의 학습

Fig. 1. Training of a neural network and 

a pseudo sample neural network

PSNN을 이용하여  

   함수를 학습시킨 

결과가 그림 1로, 신경망에 비해 실제 함수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토석류 데이터에 적용

토석류 데이터는 2개의 측정값으로부터 3개의 파라미터를 추정

하여야 한다. 현재 확보된 데이터는 5개 지역에 대한 데이터뿐이

므로 전체 데이터를 학습 및 테스트에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100회 반복 실험을 통한 파라미터 추정 결과를 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표 1.  토석류 데이터에 대한 학습 결과

Table 1. Training results using debris flow data

신경망 의사 샘플 신경망

오류 평균 1.10 0.49

오류 분산 7.85 1.42

III. 결 론

이 논문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도 학습의 안

정성을 높일 수 있는 의사 샘플 신경망을 제안하였으며 그 유용성

은 인위적인 데이터와 토석류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석류 데이터는 그 획득이 어려워 현재 적은 데이터만이 

확보된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추가되고 있으므로 이후 

제안한 방법에 대한 유용성이 보다 면밀히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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