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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support vector regression (SVR) 및 매개변수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하천수위 예측모델

을 구축하고 이를 실제 유역에 적용하여 모델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여기서, SVR은 하천수위를 예측하기 위

한 예측모델로서 채택되었으며, 커널함수 (Kernel function)로서는 radial basis function (RBF)을 선택하였다. 최
적화 알고리즘은 SVR의 최적 매개변수 ( , cost parameter or regularization parameter; , RBF parameter; , 
insensitive loss function parameter)를 탐색하기 위하여 적용되었다. 매개변수 최적화 알고리즘으로는 grid 
search (GS), genetic algorithm (GA),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artificial bee colony (ABC) 알고리즘을
채택하였으며,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화 알고리즘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SVR과 최적화 알고리즘을 결

합한 모델 (SVR-GS, SVR-GA, SVR-PSO, SVR-ABC)은 기존에 수자원 분야에서 널리 적용되어온 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및 뉴로퍼지 (Adaptive neuro-fuzzy inference system, ANFIS) 모델과 비교하였

다. 그 결과, 모델 효율성 측면에서 SVR-GS, SVR-GA, SVR-PSO 및 SVR-ABC는 ANN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

타내었으며, ANFIS와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SVR-GA, SVR-PSO 및 SVR-ABC는 SVR-GS보다 상

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모델 효율성 측면에서 SVR-PSO 및 SVR-ABC는 가장 우수한 모델 성

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매개변수 최적화 알고리즘은 SVR의 매개변수를 최적화하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SVR과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하천수위 예측모델은 기존의 ANN 및
ANFIS 모델과 더불어 하천수위 예측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River stage forecasting, Support vector regression, Grid search, Genetic algorithm, Particle swarm 
optimization, Artificial bee colony

1. 서 론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또는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분야에서 분류, 회귀 및 이상치 탐색기법

으로서 알려져 있는 support vector machines (SVMs)은 최근 토양수분, 강우-유출, 하천유량, 저수지 수위 예측

등과 같은 수문학적 분야에서 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SVMs은 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등과
같은 기존의 기법들에 비해 과대적합, 국소 최적해, 낮은 수렴율 등과 같은 문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SVMs의 학습 및 일반화 능력은 매개변수의 선택에 따라 매우 민감한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SVMs의 최적 매개변수를 효과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매개변수 최적화 알고리즘 (Op 
timization algorithm)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하천수위 예측을 위하여

SVR 및 매개변수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하천수위 예측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실제 유역 (안동댐 유역, 
도산 수위관측소 지점, 일수위 자료 적용)에 적용하여 모델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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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upport vector regression 및 최적화 알고리즘

2.1 Support vector regression
   SVMs은 통계학적 학습이론 (Statistical learning theory)에 기초한 기계학습기법 (Machine learning method)으
로서 주어진 자료에 대해 그 자료를 분리하는 초평면 (Hyperplane) 중에서 자료들과 가장 먼 초평면

(Hyperplane)을 찾는 개념에 기초하며, 회귀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SVMs을 support vector regression (SVR)이라
고 한다. SVR의 기본개념은 식 (1)과 같은 최적화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다 (Sudheer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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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최적화 알고리즘

   SVR의 매개변수 최적화를 위한 알고리즘으로는 grid search (GS), genetic algorithm (GA),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artificial bee colony (ABC) 등이 적용될 수 있다 (Yoon et al., 2011; Yan et al., 2012; Yuan, 
2012; Sudheer et al., 2014). GS는 매개변수 공간에서 기 설정된 부분집합을 통한 완전탐색을 수행하는 단순한

방법으로서 매개변수들에 대한 여러 조합을 생성한 후 교차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매개변수를 최종 선택하는 방법이다. GA는 자연세계의 진화과정에 기초한 전역 최적화 기법 (Global 
optimization method)으로서 선택 (Selection), 교차 (Crossover), 변이 (Mutation), 대치 (Replacement) 등과 같은 주

요 연산을 통해 최적 매개변수를 탐색하게 된다. PSO는 새 또는 물고기 무리와 같은 생체군집의 사회적 행

동양식을 토대로 한 최적화 기법으로서 개별 해와 해집단을 각각 입자 (Particle)와 무리 (Swarm)로 표현하며, 
각 입자는 최적 해를 얻기 위해 해공간을 이동하면서 입자 자신과 주변 정보를 이용하여 최적 해의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ABC는 꿀벌 무리의 수렵채집 거동에 근거한 최적화 알고리즘으로서 꿀벌의 군집을 고용벌

(Employed bees), 관망벌 (Onlookers), 정찰벌 (Scouts)로 구성하며, 각 꿀벌들의 역할을 통해 가장 많은 식량원, 
즉 전역해 (Global solution)를 탐색하게 된다. 

3. 적용 및 결과

   하천수위 예측을 위한 SVR 및 매개변수 최적화 알고리즘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 안동댐 유역의 도산 수

위관측소에 대한 일수위 자료 (Training data, 2002-2010; testing data, 2011-2013)를 적용하였다. SVR의 커널함

수 (Kernel function)로서는 radial basis function (RBF)을 선택하였다. 최적화 알고리즘은 SVR의 최적 매개변수

( , cost parameter or regularization parameter; , RBF parameter; , insensitive loss function parameter)를 탐색하

기 위하여 적용되었다. SVR과 최적화 알고리즘을 결합한 모델 (SVR-GS, SVR-GA, SVR-PSO, SVR-ABC)의 적

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에 널리 적용되어온 신경망 (ANN) 및 뉴로퍼지 (ANFIS) 모델과 모델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Table 1은 모델 효율성 평가지표를 비교한 것이고, Figure 2는 관측치와 예측치에 대한 산점도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1과 Figure 2로부터 모델 효율성 측면에서 SVR-GS, SVR-GA, SVR-PSO 및 SVR-ABC는
ANN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ANFIS와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SVR-GA, SVR-PSO 및
SVR-ABC는 SVR-GS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모델 효율성 측면에서 SVR-PSO 및
SVR-ABC는 비교모델 중 가장 우수한 모델 성능을 나타내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하천수위 예측을 위하여 SVR 및 매개변수 최적화 알고리즘 (GS, GA, PSO, ABC)을 이용

한 하천수위 예측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실제 유역 (안동댐 유역, 도산 수위관측소 지점, 일수위 자료 적용)에
적용하여 모델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SVR-PSO 및 SVR-ABC는 비교모델 중 가장 우수한 모델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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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었으며,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 적용한 매개변수 최적화 알고리즘은 SVR의 매개변수를 최적화하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SVR과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하천수위 예측모델은 기존의 ANN 및
ANFIS 모델과 더불어 하천수위 예측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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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rformance evaluation

Models CE d r2 RMSE
(m)

MAE
(m)

MSE
(10-3m2)

MSRE
(10-7)

MS4E
(10-4m4)

ANN 0.965 0.991 0.967 0.079 0.053 6.195 2.154 11.909 
ANFIS 0.980 0.995 0.981 0.060 0.036 3.600 1.262 2.729 

SVR-GS 0.980 0.995 0.981 0.060 0.036 3.569 1.240 3.632 
SVR-GA 0.981 0.995 0.975 0.058 0.034 3.373 1.171 3.947 
SVR-PSO 0.981 0.995 0.982 0.058 0.034 3.352 1.164 3.833 
SVR-ABC 0.981 0.995 0.982 0.058 0.034 3.352 1.164 3.787 

Figure 1. Study region and locations of obser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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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VR-GS (b) SVR-GA

(c) SVR-PSO (d) SVR-ABC

Figure 2. Scatter p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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