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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daptive network-based fuzzy inference system (ANFIS) which had a success for time series prediction and system

control was applied for modeling the hourly runoff in the Gapcheon watershed. The ANFIS used the antecedent rainfall and

runoff as the input. The ANFIS was trained by varying the various simulation factors such as mean areal rainfall esti-

mation, the number of input variables, the type of membership function and the number of membership function. The root

mean square error (RMSE), mean peak runoff error (PE), and mean peak time error (TE) were used for validating the

ANFIS simulation. The ANFIS predicted runoff was in good agreement with the measured runoff and the applicability of

ANFIS for modelling the hourly runoff appeared to be good. The forecasting ability of ANFIS up to the maximum 8 lead

hour was investigated by applying the different input structure to ANFIS model. The accuracy of ANFIS for predicting the

hourly runoff was reduced as the forecasting lead hours increased. The long-term predictability of ANFIS for forecasting the

hourly runoff at longer lead hours appeared to be limited. The ANFIS might be useful for modeling the hourly runoff and

has an advantage over the physically based models because the model construction of ANFIS based on only input and out-

put data is relatively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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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유역에서 관측되는 강우량과 유출량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시계열 예측 및 시스템 제어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적응형 네트워크 기반 퍼지추론 시스템(ANFIS)을 갑천 유역에 적용하여 시유출량을 모델링하였다.

입력구조, 소속함수 종류와 개수 등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ANFIS 모형을 학습하고, 평균제곱근오차(RMSE), 평균첨두유량오

차(PE) 및 평균첨두시간오차(TE)를 이용하여 ANFIS의 유출해석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현재시간의 시유출량 Q(t)에

대한 ANFIS의 적용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ANFIS 모형은 관측유출량을 적절히 모의하였다. 입력구조가 다른 입

력모형을 구성하여 최대 8시간까지 ANFIS의 유출예측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예측시간 증가에 따라서 ANFIS의 유출예측

정확도는 감소하여 예측시간 4시간 이상의 시유출량에 대한 ANFIS의 유출예측 적용성은 제한적이었다. ANFIS는 입력과

출력 자료들만 이용하므로 물리기반 모형에 비교하여 모형구축이 비교적 손쉽기 때문에 홍수 유출모델링에 ANFIS을 유용하

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뉴로-퍼지, 적응형 퍼지추론, 강우-유출, 소속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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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강우-유출 과정은 비선형성을 나타내며 다양한 인자에 의

해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매우 복잡하고 정확히 거동을 예

측하기가 어렵다. 강우-유출 과정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물리기

반의 모형과 시스템 기반의 모형으로 구분되어 진다. 물리기

반의 모형들은 강우-유출 과정의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매개변수 추정의 어려움, 모형구성의 복

잡성 등으로 실제 유역의 적용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시스템 기반 모형들은 입력과 출력 자료를 이용하여 수문과

정을 모의하며, 물리적 과정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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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기반 모형과 비교할 만한 예측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시

스템 기반 모형들 중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뉴로퍼지

모형은 신경망 모형의 학습효과와 퍼지추론의 장점을 결합

하여 강우-유출 과정의 모델링에 적용되고 있다. 

Nayak 등(2004)은 유역면적이 14,218 km2인 인도 Baitarani

강의 일유출량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ANFIS를 적용하여 신

경망 모형 및 ARMA 모형과 비교하였다. ANFIS 모의결

과는 ARMA 모형의 모의결과보다 우수하였으며, 첨두유량

의 추정은 ANFIS 결과가 신경망 결과보다 우수함을 보였

다. Aqil 등(2007)은 유역면적이 60.17 km2인 인도네시아

Cilalawi 유역에서 일단위 및 시단위의 유출량을 모델링하

기 위하여 신경망 모형과 뉴로퍼지 모형을 비교하였다. 신

경망 모형은 Levenberg-Marquardt 알고리즘과 Bayesian

regularization 알고리즘을 각각 적용하였는데 뉴로퍼지 모형

이 신경망 모형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Chang과

Chen(2001)은 신경망과 퍼지기법을 융합하여 Counter

Propagation Neural Network(CFNN)을 구성하고 강우-유출

모델 개발에 적용하였다. CFNN은 입력자료의 군집화에 사

용되는 규칙을 자동으로 생성하며 통계학적 방법인

ARMAX 방법보다 우수한 유출예측 능력을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Talei et al.(2010)은 실험실 규모에서 관측된

강우-유출자료를 이용하여 ANFIS 입력 선택에 따른 모의결

과를 평가하였다. 

국내에서도 ANFIS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

며, 고영준 등(2000)은 영산강 유역 선암지점에서 ANFIS

모형을 적용하고 시유출량을 예측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었

다. ANFIS 모형 구성에서는 선행강우량과 선행 유출량을

입력자료로 이용하고 가우스 소속함수를 적용하였다. 김원규

등(2001)은 ANFIS 모형을 평창강 유역의 홍수량 예측에 사

용하여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안상진 등

(2001)은 ANFIS 모형을 사용하여 달천지점의 월 용존산소

(DO) 예측의 결과가 신경망 모형, 승법ARIMA 모형보다 우

수함을 보였다. 나창진 등(2002)은 뉴로-퍼지 시스템 및 퍼

지 시계열을 이용하여 강수량 모형을 개발하였고, 기존의 퍼

지 시계열 모형에 비하여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정규

와 김형준 (2004)은 유역면적이 8.5 km2인 설마천 시험유역

에 퍼지신경망을 적용하여 유출수문곡선을 모의하고 개념적

수문모형과 비교하여 퍼지신경망 모형 결과의 우수함을 보

여주었다. 이재응과 최창원(2008)은 ANFIS를 적용하여 탄천

유역의 수위를 예측하여 ANFIS의 적용성과 타당성을 검토

하였다. 수위예측을 위한 ANFIS의 적용에서는 강우 및 수

위 시계열 자료를 입력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유출 과정의 불확실성과 비선형성으로

인한 홍수유출 예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물리기반

모형의 대안으로 퍼지-신경망 모형중 하나인 ANFIS를 적용

하여 홍수유출 모델링을 위한 ANFIS의 적용성을 평가하고

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ANFIS를 적용하여 유출해석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500 km2 이상의 중규모 유역에

대한 ANFIS의 홍수유출 적용성 검토가 부족하였으며, 기존

의 여러 연구들에서 연구가 미흡했던 ANFIS의 입력구성 및

입력구조 변화에 따른 ANFIS의 시유출량 예측 적용성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퍼지추론시스템

퍼지추론은 퍼지 집합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퍼지집합

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계를 나타낼 수 있는 집합으로

일반적인 집합과 다르게 퍼지집합의 원소는 소속의 부분적

인 값을 정의하여 부정확한 사건들을 나타낼 수 있다. 퍼지

집합은 0과 1사이의 소속함수 값을 이용하며 소속함수는 다

루고자 하는 문제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

다. 퍼지추론 시스템은 여러 가지의 if-then 퍼지규칙을 정의

하는 단위, 소속함수를 정의하는 단위, 퍼지규칙에 대한 연

산을 수행하는 단위, 입력을 퍼지집합으로 변환하는 단위, 퍼

지추론 결과를 일반집합 결과로 변환하는 단위 등 5가지의

기능적인 단위로 구성되어 질 수 있다. 

퍼지추론 시스템의 핵심요소는 if-then 퍼지규칙으로 두 가

지 종류가 있다. if 부분과 then 부분이 모두 퍼지집합인 경

우와 if 부분은 퍼지집합이고 then 부분은 일반집합인 경우

이다. 후자의 경우가 Takagi and Sugeno(1985)에 의해 제

안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적용한 ANFIS의 추론규칙이다.

Fig. 1은 삼각형 소속함수를 적용하여 두 개의 입력변수 x,

y로부터 출력함수 f를 해석하는 Takagi-Sugeno 퍼지추론 시

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Fig. 1에서 A1과 A2는 입력 x가 속

한 퍼지집합이고, B1과 B2는 입력 y가 속한 퍼지집합을 나

타내고, 는 소속함수를 의미한다. W1과 W2는 특정한 입력값

X와 Y에 대한 소속함수 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퍼지규칙의

발화강도(firing strength)를 의미한다. p1, q1, r1은 출력함수

f1의 매개변수이고, p2, q2, r2는 출력함수 f2의 매개변수를 각

각 의미한다. 퍼지추론의 최종출력 f는 개개 퍼지추론 규칙

의 출력함수 f1과 f2, W1의 평균 발화강도 ( ), W2의 평균

발화강도 ( )을 이용한다.

2.2 ANFIS 구조 및 학습

퍼지신경망의 일종인 ANFIS 모형은 Jang(1993)에 의해

제안된 모형으로 주어진 입력과 출력데이터를 사용하여 최

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과 결합된 역전파(Back

Propagation) 알고리즘을 통해 소속함수 및 출력함수에 포함

되어 있는 최적의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다.

W
1

W
2

Fig. 1 Takagi-Sugeno Fuzzy Inference System modified from

Talei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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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FIS 모형은 탁월한 함수 근사 능력을 갖추어 최근 시계

열 예측 및 시스템 컨트롤 분야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송희석과 김재경, 2009). 퍼지와 신경망이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퍼지신경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첫 번

째 형태는 신경망이 퍼지논리나 퍼지연산을 통합하는 방법

이고, 두 번째 형태는 퍼지추론에 기반을 둔 신경망을 구현

하는 방법이다. 이 중 퍼지추론에 기반을 둔 신경망의 구현

이 더 폭넓게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Mamdani 모형

과 Takagi-Sugeno 모형으로 구분된다. 그 중 Takagi-

Sugeno 퍼지 추론 방법은 계산 면에서 효율적일 뿐 아니라

인공신경망 등의 최적화 기법과 결합하여 규칙을 추출하는

적응형 기법에 유리하며, 출력 표면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등의 장점 때문에 ANFIS에서는 이 모형을 채택하여 규칙

을 표현하고 추론 방식을 설계하고 있다(송희석과 김재경,

2009).

Fig. 2는 2개의 입력변수와 2개의 퍼지 규칙을 가진 5개

의 층으로 이루어진 ANFIS의 구조를 보여주며 node를 연

결하는 링크는 방향을 나타내고 가중치나 변수 값은 가지지

않는다. Layer 1부터 Layer 5에 표시된 위첨자는 Layer 번

호를 의미하며, 개개 층에서의 연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Layer 1: 이 층에서는 입력에 대한 소속함수의 값이 계산된

다. 이 층의 node i에 대한 출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에서 x와 y는 입력이고, 과 는 입력 x와

y에 대한 소속함수 값을 의미한다. Fig. 2에서 입력이 소속

한 퍼지집합은 A1, A2, B1, B2로 표시되었다.

Layer 2: 이 층에서는 Layer 1에서 계산한 소속함수 값들

을 곱하여 개개 퍼지규칙의 발화강도 ( )를 계산한다. 따

라서 Layer 2의 node 에 대한 출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Fig. 2에서는 II로 표기하여 다음의 곱셈과정을 의미한다.

Layer 3: 이 층에서는 발화강도를 정규화한다. i번째 규칙

의 가중평균 발화강도( )는 모든 규칙의 발화강도를 합산

한 후에 i번째 규칙의 발화강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Fig. 2에서는 N으로 표기하여 발화강도의 정규화 과정을 나

타내었다.

Layer 4: 이 층에서 node는 Layer 3에서 계산된 와

if-then 퍼지규칙의 출력함수 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

Layer 5: 이 층은 하위 층에서 계산된 개개 퍼지규칙들의

기여도를 합산하여 최종출력 값을 결정한다.

ANFIS 학습과정은 주어진 입력자료 및 출력자료를 이용

하여 오차를 최적화하기 위해 퍼지규칙의 조건부와 결론부

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을 조정하며, ANFIS의 학습 알고

리즘은 Jang(1993)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Jang(1993)이

제안한 혼합학습 알고리즘은 경사하강법과 최소자승법을 결

합하여 변수들을 조정하며, 전방향 학습과 역방향 학습으로

구분된다. 전방향 학습에서는 퍼지규칙의 조건부 변수들은

고정되며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결론부 변수들을 최적화한

다. 결론부 변수의 최적화 후에 경사하강법을 이용하여 퍼지

규칙의 조건부 변수들을 조정한다. 학습은 주어진 오차목표

를 만족하거나 반복횟수에 도달하면 종료된다.

2.3 모형오차의 평가

본 연구에서는 ANFIS 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량의 평

균제곱근오차(RMSE), 평균첨두유량오차(PE), 평균첨두시간

오차(TE)를 이용하였다. RMSE는 관측값들 사이의 상호간

편차를 나타내는 오차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Qo는 관측유량, Qs는 ANFIS가 예측한 유량을 나타

낸다. N은 모의시간에 따른 자료의 수를 의미한다. 평균첨두

유량오차(PE)는 NS개의 강우-유출 사상들의 첨두유량에 대한

오차로 개개 첨두유량 오차를 평균하여 다음 식과 같이 정

의할 수 있다.

(2)

이 식에서 는 i강우-유출 사상의 관측 첨두유량을 의

미하고, 는 i강우-유출 사상의 ANFIS로부터 모의된

첨두유량을 나타낸다. 평균첨두시간오차(TE)는 NS개의 강우

-유출 사상들의 첨두시간에 대한 오차로 개개 첨두시간 오차

를 평균하여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3)

이 식에서 는 i강우-유출 사상의 관측 첨두시간을

의미하고, 는 i강우-유출 사상의 ANFIS로부터 예측한

첨두시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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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typical structure of ANFIS modified from Talei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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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유역 및 강우-유출 자료

연구 대상유역은 한반도의 중서부와 서해안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금강권역 12개 소유역중에서 3대 하천(갑천, 유등

천, 대전천)을 포함하는 갑천유역이다. 갑천은 금강수계의 하

천으로 대둔산에서 발원하여 논산시를 거쳐 대전광역시로 유

입되며, 지방 2급 유등천과 합류한 뒤 대청댐 하류 금강본류에

유입되는 국가하천이다. 갑천의 유역 면적은 648.87 km2이며,

유역의 둘레는 142.99 km, 유로 연장은 73.7 km이다. 유역내의

강우 관측소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 되어 있으며, 유역의 평균

표고가 175.65 m정도로 평지가 많고, 강우관측소의 평균표고도

75.82 m로 낮은 편이다 (www.wamis.go.kr). 본 연구에서 이용

한 갑천 유역의 강우관측소 및 수위관측소 위치 현황은 Fig.

3에 나타나 있다. 

갑천 유역내에는 회덕, 인동, 신대, 방동, 유성 총 5개의

강우 관측소가 있으며, 현도, 추부, 금산, 장선, 양촌, 연산,

반포 등 갑천유역 밖의 7개의 강우 관측소를 추가하여 총

Fig. 3 Rain Gauges and Water Stage Stations in Gapcheon

Watershed

Table 2. Comparison of Statistics between Thiessen Polygon

and Arithmetic Mean Methods

면적평균강우
산정방법

평균
(mm/hr)

표준편차
(mm/hr)

티센다각형 0.99 2.82

산술평균 0.94 2.55

Fig. 4 Comparison of Rainfall between Thiessen Polygon and

Arithmetic Mean Methods in Gapcheon Watershed

Table 3. Rainfall-Runoff Events used for training ANFIS

사상 No.
시작 시간

(년/월/일/시)
종료 시간

(년/월/일/시)
첨두유량

(m3/s)

1 2001/06/18/01 2001/06/20/24 302.02

2 2001/06/29/09 2001/07/02/24 228.05

3 2002/06/10/14 2002/06/13/24 143.69

4 2002/07/19/01 2002/07/20/24 258.89

5 2003/06/23/04 2003/06/24/24 232.63

6 2003/07/08/17 2003/07/12/20 902.41

7 2004/06/17/01 2004/06/18/24 276.09

8 2004/06/19/01 2004/06/22/15 810.38

9 2004/07/14/22 2004/07/20/24 818.05

10 2004/08/18/04 2004/08/21/24 452.49

11 2005/06/28/23 2005/06/30/24 189.48

12 2005/07/10/18 2005/07/13/24 1596.99

13 2005/08/10/01 2005/08/14/24 891.30

14 2005/08/19/01 2005/08/25/24 791.60

15 2005/09/18/01 2005/09/19/24 151.66

16 2006/07/11/12 2006/07/15/24 528.08

17 2006/07/25/18 2006/07/28/24 517.39

18 2007/07/09/14 2007/07/13/24 278.98

19 2007/08/08/04 2007/08/10/07 441.63

20 2007/08/28/16 2007/09/10/24 1175.70

21 2008/06/28/01 2008/06/30/24 115.62

22 2008/08/13/01 2008/08/14/19 210.28

23 2008/08/15/13 2008/08/21/24 1258.41

24 2009/07/07/05 2009/07/08/21 271.89

25 2009/08/20/14 2009/08/23/08 390.11

Table 1. The Extent of Rain Gauges in Gapcheon Watershed

강우관측소 관측기종 위도 경도 표고(m) 티센계수

금산 T/M 36-04-14 127-32-12 200 0.029

현도 T/M 36-27-07 127-26-46 040.5 0.018

신대 T/M 36-12-25 127-22-45 120 0.213

회덕 T/M 36-22-30 127-24-43 039.9 0.092

방동 T/M 36-15-48 127-16-50 098.2 0.176

유성 T/M 36-20-55 127-21-46 047.8 0.146

인동 T/M 36-18-42 127-26-29 054.2 0.142

추부 T/M 36-11-24 127-28-10 220.0 0.073

반포 T/M 36-24-04 127-14-44 080 0.026

연산 T/M 36-12-32 127-12-31 032 0.024

장선 T/M 36-05-21 127-16-46 080 0.023

양촌 T/M 36-08-18 127-14-34 04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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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강우 관측소를 선정하였다. Table 1은 각 강우관측소

의 위치좌표, 표고, 티센계수 등을 나타낸다. 홍수유출 모델

링을 위한 ANFIS의 입력자료로 이용되는 갑천 유역의 면적

평균 강우랑은 각 강우관측소에서 관측되는 점 강우를 산술

평균법과 티센다각형법으로 구하여 적용하였다. Table 2는

본 연구에 적용한 강우사상들의 산술평균 방법과 티센다각

형 방법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

과 표준편차는 티센다각형 방법이 산술평균 방법보다 약간

큰 값을 보이고 있으며, 두 방법사이의 결정계수는 0.96을

나타내고 있다(Fig. 4).

유역내의 유출량은 갑천 유역의 하류 지점인 회덕 수위

관측소에서 관측된 수위-유량 관계곡선을 이용하여 유량을

산정하였다(www.wamis.go.kr). 강우-유출사상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홍수가 빈번하고 하천의 수위가 높은 6월에서 9

월 사이의 자료에서 31개의 강우-유출 사상을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Table 3에 제시된 25개의 강우-유출사상은 ANFIS의

학습 자료로 활용하였고, Table 4에 제시한 6개의 강우-유출

사상은 ANFIS 예측유량의 검증자료로 사용하였다. 학습자료

의 최대 유출량은 1596.99 m3/s이고, 검증자료의 최대 유출

량은 1341.54 m3/s이다.

4. ANFIS 적용결과

4.1 ANFIS 학습조건에 따른 오차변화

갑천유역의 강우-유출 자료를 이용하여 ANFIS 학습조건에

따른 검증오차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Table 5에 제시된

것처럼 입력변수, 소속함수, 면적평균 강우 산정방법 등을 변

화하여 모의하였다. Case 1에서 Case 12는 ANFIS 입력모

형과 면적평균 강우 변화에 따른 오차변화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강우 시계열 자료와 유출 시계열 자료사이

의 교차상관계수는 지체시간이 5시간일 때 0.61로 최대값을

나타내어서 입력자료의 구성은 강우 시계열 자료는 t시간에

서 1시간씩 순차적으로 지체하여 6시간까지 지체하고, 유출

량 자료는 1시간 지체하여 Table 6에 제시한 것처럼 IM-1

부터 IM-6까지 6가지의 서로 다른 입력모형을 구성하여 모

의하였다. 

Fig. 5는 입력변수에 따른 ANFIS 검증오차의 변화를 나

타내고 있다. 입력변수가 증가하면 RMSE와 PE는 증가하였

지만, TE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입력모형이

IM-1, IM-2, IM-3의 경우는 RMSE, PE, TE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고 오차가 거의 유사하였다. 티센다각형법의 오차가

산술평균방법의 오차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 

소속함수의 형태에 따른 검증오차를 평가하기 위하여 Case

13, Case 14, Case 15에서는 IM-2 입력모형을 이용하고

소속함수를 변화하여 ANFIS를 학습하였다. Fig. 5의 결과에

서 IM-1, IM-2, IM-3 입력모형의 오차가 서로 유사하므로

입력변수 개수가 중간인 IM-2 입력모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삼각형 함수, Gauss 함수, 종형 함수, P-sigmoid

함수 등 4개의 소속함수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한 4

가지 소속함수의 일반적인 형태는 Fig. 6에 나타나 있다. 

Fig. 7은 소속함수 형태에 따른 ANFIS 검증오차의 영향

을 나타내고 있다. RMSE와 PE는 삼각형 소속함수가 가장

작은 검증오차를 보이고 있으며, 종형 소속함수가 가장 큰

오차를 나타내엇다. TE는 P-sigmoid 소속함수의 TE는 1시

간으로 삼각형 소속함수의 TE 1.17시간보다 약간 작은 오차

를 나타내었다.

소속함수의 개수에 따른 검증오차를 평가하기 위하여 Case

16과 Case 17에서는 소속함수의 개수를 3개와 4개로 증가

하여 검토하였다. 입력변수 개수와 소속함수의 개수가 증가

하면 퍼지규칙의 복잡도는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입

력공간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그리드분할 방법을 적용하였으

며, 그리드 분할 방법은 중복이 생기지 않도록 입력공간을

격자구조로 분할한다. 그리드 분할법에서는 소속함수의 개수

Table 4. Rainfall-Runoff Events used for validating ANFIS

사상 No.
시작 시간

(년/월/일/시)
종료 시간

(년/월/일/시)
최대첨두유량

(m3/s)

26 2001/07/21/02 2001/07/23/24 398.85

27 2002/07/22/05 2002/07/24/24 192.21

28 2002/08/30/19 2002/09/03/24 1341.54

29 2005/08/02/08 2005/08/05/24 677.58

30 2006/07/16/01 2006/07/22/24 1202.87

31 2007/09/14/09 2007/09/21/24 618.71

Table 5. Different Cases used for ANFIS simulation

Case 입력
모형

소속함수 면적평균강우 
산정방법형식 수

1 IM-1 삼각형함수 2 티센다각형법

2 IM-2 삼각형함수 2 티센다각형법

3 IM-3 삼각형함수 2 티센다각형법

4 IM-4 삼각형함수 2 티센다각형법

5 IM-5 삼각형함수 2 티센다각형법

6 IM-6 삼각형함수 2 티센다각형법

7 IM-1 삼각형함수 2 산술평균법

8 IM-2 삼각형함수 2 산술평균법

9 IM-3 삼각형함수 2 산술평균법

10 IM-4 삼각형함수 2 산술평균법

11 IM-5 삼각형함수 2 산술평균법

12 IM-6 삼각형함수 2 산술평균법

13 IM-2 Gauss함수 2 티센다각형법

14 IM-2 종형함수 2 티센다각형법

15 IM-2 P-sigmoid함수 2 티센다각형법

16 IM-2 삼각형함수 3 티센다각형법

17 IM-2 삼각형함수 4 티센다각형법

Table 6. Different Input Variables used for ANFIS simulation

입력모형 입력변수

IM-1 P(t), P(t-1), Q(t-1) 

IM-2 P(t), P(t-1), P(t-2), Q(t-1) 

IM-3 P(t), P(t-1), P(t-2), P(t-3), Q(t-1) 

IM-4 P(t), P(t-1), P(t-2), P(t-3), P(t-4), Q(t-1)

IM-5 P(t), P(t-1), P(t-2), P(t-3), P(t-4), P(t-5), Q(t-1)

IM-6 P(t), P(t-1), P(t-2), P(t-3), P(t-4), P(t-5), P(t-6), Q(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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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하면 퍼지규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입

력변수가 4개이고 소속함수 개수가 2이면 퍼지규칙의 개수

는 24=16이 되고, 소속함수 개수가 3이면 퍼지규칙의 개수

는 34=81로 증가하고, 소속함수 개수가 4이면 퍼지규칙의

개수는 44=256으로 증가한다. Fig. 8은 소속함수의 개수에

따른 ANFIS 검증오차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소속함수

개수가 2일때 검증오차가 가장 작았으며 소속함수 개수가 4

개로 증가함에 따라 ANFIS 검증오차는 크게 증가하였다.

4.2 ANFIS 입력 변화에 따른 현재시간의 유출예측 오차

ANFIS의 입력은 선행 강우량 및 유출량을 이용하여 다양

하게 구성되어 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의 조합에

따른 ANFIS 모의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Fig. 5의 결

과에서 IM-1, IM-2, IM-3 입력모형에 따른 오차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입력변수가 가장 작은 입력모형 IM-1과 동일

한 3개의 입력을 선택하였다. 3개의 입력(P(t−τ1), P(t−τ2),

Q(t−1))와 출력(Q(t))의 함수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지체시간 τ1과 τ2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입력모형이 구

성된다. 강우량과 유출량 사이의 교차상관계수는 지체시간이

5시간일 때 최대 값을 나타내므로 이 지체시간의 약 두 배

에 해당하는 최대 9시간까지 지체하여 입력모형을 구성하였

다. 따라서 τ1은 0부터 8시간까지 변화되고, τ2는 1시간부터

9시간까지 변화하게 되어서 τ1과 τ2의 여러 조합에 따른 경

우의 수는 총 45개가 된다. 

Table 7은 τ1과 τ2의 조합에 따른 45개의 모든 경우에 대

한 ANFIS 검증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7에서 ANFIS

의 모의는 삼각형 소속함수, 소속함수의 개수는 2개를 적용

하였다. RMSE오차의 최소값은 26.96 m3/s로 τ1=1, τ2=4일

때 가장 작았으며, τ1=7, τ2=8일 때 RMSE 오차가 가장 크

게 나타났다. PE의 최소값은 16.35 m3/s로 τ1=3, τ2=5에서

가장 작았으며, τ1=0, τ2=4일 때 PE 오차가 가장 크게 나

타났다. TE 오차는 최소 0.67시간에서 최대 1.17시간까지

변화하였으며 TE의 평균은 0.9시간, 표준편차는 0.15시간으

로 입력변화에 따른 TE의 변동은 크지 않았다. Fig. 9에 나

타난 것처럼 지체시간 τ1과 τ2의 변화에 따른 RMSE 오차

와 PE 오차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RMSE의

표준편차는 4.15 m3/s, PE의 표준편차는 11.32 m3/s로 입력

에 따른 오차의 변동성은 PE가 RMSE보다 크게 나타났다.

Fig. 10은 RMSE가 가장 작은 τ1=1, τ2=4를 적용하였을 때

Q t( ) f P t τ
1

–( ) P t τ
2

–( ) Q t 1–( ),,( )=

Fig. 5 The Effect of Input on Validation Errors of ANFIS

Fig. 6 Types of Membership Function

Fig. 7 The Effect of Membership Function Type on Validation

Errors of ANFIS

Fig. 8 The Effect of the Number of Membership Function on

Validation Errors of ANF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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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강우-유출 검증사상에 대한 관측유량과 ANFIS 유출량

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Fig. 10에서 알 수 있는 것처

럼 Q(t)에 대한 ANFIS 예측결과는 관측 유출량과 잘 일치

하고 있다. Fig. 10에서 6개의 검증사상에 대한 관측 유출

량의 1시간 자기상관계수 값은 평균 0.95로 상당히 크기 때

문에 현재 유량은 이전 시간의 유량과 상관성을 나타내는

지속성(persistence)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ANFIS 예측유출량의 1시간 자기상관계수는 0.96으로 관측

유출량의 자기상관계수와 거의 일치하였다.

4.3 예측시간 1시간 이상에 대한 유출예측 오차

ANFIS 모형의 유출예측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행

강우와 유출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입력구조가 다른

ANFIS 모형을 구성하였다.

(5a)

(5b)

이 식에서 k는 예측시간을 의미하고, τ1과 τ2는 강우 지체

시간을 나타낸다. 식 (5a)와 식 (5b)는 선행강우의 입력은

동일하지만, 선행유출의 입력은 다른 구조이다. 식 (5a)는 k

시간의 Q(t+k) 유출예측을 위하여 1시간 전에 예측된

Q(t+k−1)을 이용한다. 그러나 식 (5b)는 k시간의 유출예측을

위하여 현재시간의 유출 Q(t)을 적용한다. 식 (5b)의 입력구

조가 일반적으로 ANFIS 유출예측에 적용되어 왔다(Talei et

al., 2010). 식 (5a)와 식 (5b)에서 지체시간 τ1과 τ2은 선택

변수이며 예측시간 k의 변화에 따라서 다음의 제한조건을 만

족하여야 한다.

이 제한조건은 현재시간 이후의 강우 P(t+k)를 알 수 없

으므로 현재시간 및 현재시간 이전의 강우를 이용하여

ANFIS 입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선

행 강우를 이용하여 ANFIS 유출예측을 하였으며, 장래 강

우예측 P(t+k)을 위해서는 별도의 강우예측 모형이 고려되어

야 하며, 향후에 강우예측모형 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able 8에 제시한 것처럼 유출예측을 위한 τ1과 τ2의 선택

은 Table 7에서 RMSE와 PE 오차가 가장 우수한 τ1=1,

Q t k+( ) f P t τ
1

k–( )–( ) P t τ
2

k–( )–( ) Q t k 1–+( ),,( )=

Q t k+( ) f P t τ
1

k–( )–( ) P t τ
2

k–( )–( ) Q t( ),,( )=

τ
1

k–( ) 0≥  τ
2

k–( ) 1≥,

Table 7. Validation Errors for Different Inputs

τ1 (hr) τ2 (hr) RMSE (m3/s) PE (m3/s) TE (hr)

0 1 28.38 43.48 1.17 

0 2 30.94 35.78 1.17 

0 3 30.92 41.46 1.17 

0 4 31.30 59.46 1.00 

0 5 31.22 50.32 1.00 

0 6 31.48 47.79 1.17 

0 7 31.87 52.57 1.00 

0 8 31.82 46.57 1.00 

0 9 30.73 51.26 1.17 

1 2 28.17 29.92 0.67 

1 3 27.67 22.86 0.67 

1 4 26.96 32.10 0.67 

1 5 27.73 38.32 0.67 

1 6 29.26 39.95 0.83 

1 7 29.02 36.83 0.67 

1 8 28.93 40.20 0.83 

1 9 28.56 45.60 0.83 

2 3 34.85 30.91 0.83 

2 4 34.62 30.52 0.83 

2 5 34.76 35.36 0.67 

2 6 36.03 46.72 0.83 

2 7 35.46 44.91 0.83 

2 8 35.89 49.11 0.83 

2 9 35.35 47.83 0.67 

3 4 37.38 22.09 0.83 

3 5 38.02 16.35 1.00 

3 6 38.84 17.19 1.00 

3 7 38.60 38.37 0.83 

3 8 38.31 20.35 1.00 

3 9 38.21 33.22 1.00 

4 5 37.67 24.87 0.83 

4 6 38.25 28.72 1.00 

4 7 37.59 43.86 0.83 

4 8 37.60 43.37 1.00 

4 9 37.35 37.71 1.00 

5 6 38.34 16.91 0.83 

5 7 37.89 31.83 0.83 

5 8 37.37 22.74 1.00 

5 9 37.42 28.10 1.00 

6 7 39.40 23.39 0.83 

6 8 38.97 17.98 0.83 

6 9 38.73 25.19 0.83 

7 8 39.85 20.58 1.00 

7 9 39.41 30.96 0.83 

8 9 39.40 21.40 1.00 

평 균 34.59 34.78 0.90 

표준편차 4.15 11.32 0.15 

Fig. 9 The Relation Between RMSE and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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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2=4와 τ1=3, τ2=5를 이용하였으며,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입력구조 (5a)와 (5b)에 대하여 4개의 입력모형을 구성하여

ANFIS 유출예측을 수행하였다. Fig. 11은 예측시간에 따른

ANFIS 오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측시간은 최대 k=8시간까

지 예측하였다. Fig. 11에서는 4가지 입력모형 예측결과에서

RMSE, PE, TE 오차가 가장 큰 경우와 작은 경우를 비교

하였다. RMSE 오차는 IM-9, PE 오차는 IM-10, TE 오차

는 IM-7이 다른 입력모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게 산정되

었다. 예측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ANFIS 예측오차는 증가하

여 유출특성을 적절히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IM-10 입

력모형은 RMSE와 TE 오차는 예측시간 증가에 따라 오차가

증가하였지만, PE 오차는 작게 산정되었으며, 예측시간 k=2

시간에서 PE는 최대값을 나타내었고 예측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약간 감소하였다. 입력구조 (5a)를 적용하였을 경우에

RMSE와 TE 오차는 입력구조 (5b)를 적용하였을 경우보다

작게 산정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PE 오차는 입력구조

(5b)를 적용하였을 경우에 더 작게 산정되었다.

Fig. 12는 IM-10 입력모형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예측시간

k=1, 2, 3, 4, 6, 8시간에 대한 관측유출량과 ANFIS 예측유출

Fig. 10 Comparison of Observed Runoff and ANFIS Predicted Runoff 

Table 8.  Input Models for forecasting runoff

입력모형 입력구조 τ1 τ2

IM-7 5a 1 4

IM-8 5b 1 4

IM-9 5a 3 5

IM-10 5b 3 5

Fig. 11 Comparison of ANFIS Errors for Different Forecast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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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catter Plot of Observed Runoff and ANFIS Predicted Runoff based on IM-10 Input Model for different forecasting hours

Fig. 13 Comparison of Observed Runoff and ANFIS Predicted Runoff based on IM-10 Input Model for 2 and 4 forecast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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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비교하고 있다. 예측시간 k=1일 때 결정계수 R2=0.96

을 나타내지만, 예측시간 증가에 따라 R2 값은 감소하여 예

측시간 k=8일 때 결정계수 값은 R2=0.3으로 매우 작았다.

Fig. 13은 예측시간 k=2와 k=4시간에 대한 IM-10 입력모형

의 ANFIS으로부터 예측된 유출수문곡선과 관측유출수문곡

선을 비교하고 있다. 첨두유량은 적절히 예측하고 있지만, 예

측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첨두시간은 지체되어서 k=4시간의

ANFIS 예측 유출수문곡선은 관측 수문곡선과 잘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akagi-Sugeno 퍼지추론 방법을 인공 신경

망에 적용한 ANFIS 모형을 이용하여 갑천 유역에서의 시유

출량을 모의하였다. 2001년에서 2009년까지 총 31개의 강우

-유출 사상에서 25개의 사상은 ANFIS의 학습에 이용하였고,

나머지 6개의 사상은 ANFIS의 검증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면적평균 강우량 산정 방법, 입력변수, 소속함수 형태 및 개

수 등을 변화하여 ANFIS 오차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입력

변수, 소속함수 형태, 소속함수 개수에 따라서 ANFIS 오차

는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IM-2 입력모형에 대한 삼각형 함

수, Gauss 함수, 종형 함수, P-sigmoid 함수 등 4개의 소

속함수 적용 결과를 비교하면 RMSE와 PE는 삼각형 소속함

수가 가장 작은 검증오차를 나타내었으며, TE는 P-sigmoid

소속함수가 가장 작은 오차를 나타내었다. IM-2 입력모형과

삼각형 소속함수를 적용하였을 때 소속함수 개수가 2개에서

4개로 증가함에 따라 ANFIS 검증오차는 증가하였다.

ANFIS 입력변화에 따른 오차의 변동성은 PE가 RMSE보다

크게 나타났고 TE 오차의 변동은 작았다. 시유출량 Q(t)에

대한 ANFIS의 적용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ANFIS 모형은 전반적인 유출특성을 적절히 모의하였다. 

장래 시유출량 Q(t+k) 예측을 위하여 입력구조가 다른 입

력모형을 구성하여 최대 8시간까지 ANFIS의 유출예측 적용

성을 평가하였다. 입력구조에 따른 예측오차의 변동성은 PE

가 RMSE나 TE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선행유출 입력은

Q(t)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PE가 작게 산정되었고 Q(t+k−1)

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RMSE와 TE가 작게 산정되었다.

예측시간 증가에 따라서 ANFIS의 유출예측 정확도는 감소

하였고, 예측시간이 k=4시간 이상에서는 많은 오차가 발생하

여 ANFIS의 시유출량 예측 적용성은 제한적임을 알 수 있

었다. ANFIS의 유출예측의 정확도는 입력구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향후 ANFIS 입력구성의 객관적이고 논

리적인 선택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NFIS 모형은 강우-유출 물리적 과정에 대한 반영이나

이해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러나 물리기반 모형과 비교할

때 ANFIS는 입력과 출력 자료들만 이용하여 모형구축이 비

교적 쉽고, 모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모형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우-유출 모델링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홍수시 유출량 해석을 위한 ANFIS의

적용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 여러 다양한 유역에 대한

ANFIS의 적용성 평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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