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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후온난화, 국지성 호우 및 대규모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증대되면서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날로 증

가하고 있어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효율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

다. 재난∙재해의 위험성 분석 방법은 주로 확률∙통계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포착된 현상의 데이터를 이용해 그 데이터를 지배하는 경험적 규칙성을 학습하고 획득하

는데 다른 기법보다 탁월한 성능을 가진 신경망 모델을 적용하여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을 연구하였

다. 199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자료와 기상개황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는 신경망 모델은 우리나라 232개 행정구역에 대하여 누적강우

량과 최대풍속, 그리고 재해사상 발생 5일 이내의 선행강우량을 입력변수로 하고 총 피해액을 출력변수

로 한다. 또한 학습을 통한 최적의 해를 찾기 위해 신경망의 매개변수 학습률, 모멘텀, 편의값을 유전자 

알고리즘으로 결정하여 학습을 수행 하였다.  

 

1 서 론 

 

미래의 재난∙재해로 인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서의 위험에 대한 정보 즉, 

재해유형에 따른 피해규모별 재난발생빈도와 발생확률,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파급 등을 고려한 사회적 

위험지수와 같은 재난발생 양상을 정략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재난위험 지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난위험 

지표 개발 및 위험지표 별 지수 거동을 신뢰성 있게 

분석하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재난선진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그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HAZUS 등을 활용한 지진 취약도 함수개발[1]이나 

지역안전도 평가 시스템 구축[2] 등을 통해 재난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재해로 인한 위험성 분석 및 

피해예측에는 결정론적 접근 방법이 아닌 과거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확률∙통계적 접근방법이 주로 

이용되었다. 확률∙통계론을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재난위험도 평가 모델로 리스크 곡선을 활용한 재난 

발생 특성 분석기법은 인적재난 중 화재, 폭발, 붕괴, 

해난사고, 산불을 대상으로 하여 인명피해 및 피해규모, 

발생장소 등을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3]. 

[4]에서는 임의 현상자료(Random Variables)의 

확률밀도함수인 KDF(Kernel Density Function)활용하여 

지역별 재해 위험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KDF는 부정형 

구간에 대한 부드러운 분포함수를 추정할 수 있어서 

지역별로 재해연보에 나타난 재해 기상에 따른 

누적강수량과 해당기간의 최대풍속을 독립인자로 

KDF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별 위험성 분석을 

수행하고 종속인자로 유형별 피해를 사용하였다. 

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미래의 재난∙재해 위험을 예측하는 

것은 재해 위험을 지배하는 법칙에 대한 지식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험적 규칙성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알아내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을 

확보하려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존재하는 법칙을 

알아내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경험적 

규칙성은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하지도 않고, 

noise에 더럽혀져 있다. 

최근 전 산업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신경망(Neural Network)은 인간의 뇌의 뉴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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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하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생물학적 활동을 

모형화한 것이다. 이 모형은 포착된 현상의 데이터를 

이용해 그 데이터를 지배하는 경험적 규칙성을 

학습하고 획득하는데 다른 기법보다 탁월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학습시키면, 그 데이터에 

내재하는 규칙성이 수학적으로는 표현될 수 없지만, 

신경망 내부의 가중치에 저장되고, 이후 비슷한 입력이 

존재하면 신경망은 학습된 결과에 따라 비슷한 출력을 

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신경망이 여러 분야에 

응용되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통계적 방법에 비해 

예측의 정확도나 예측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의 

관점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결정하여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성능의 신경망을 

설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자료와 기상개황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피해를 예측하는 신경망 

모델을 개발하였다. 신경망은 다층 퍼셉트론(multi-

layer perceptron)을 이용한 교사학습(supervised 

learning)으로 학습알고리즘은 오류 역전파(back 

propagation algorithm)를 사용하였다. 또한, 최적의 

신경망 학습을 위해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사용하여 신경망 매개변수를 

결정함으로써 예측 정확성을 높였다.  

 

2 과거 기상자료 및 피해자료 

 

2.1 데이터 생성 

2.1.1 재해기간∙행정구역별 기상개황자료 

지역별 기상개황과 피해내역을 활용하여 기상 별 

피해를 예측하기 위하여 과거 재해기간별∙행정구역별 

기상개황자료 생성하였다.  

기상청에서 획득할 수 있는 과거 기상정보를 

재해기간을 중심으로 재해기간별 기상정보를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행정구역별로 기상관측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기상관측소가 없는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기상개황자료를 시/군 행정구역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였다. 즉, 행정구역 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 주변의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구역의 기상개황을 확보한다. 예를 들어, 

표 1과 같이 음성군 내에 기상관측소가 없으므로 

주변의 청주, 이천, 충주의 기상관측소를 음성군 

기상개황자료를 확보하는 데 활용한다. 각 

기상관측소에 역 거리법을 이용해 생성한 적용계수를 

반영하여 음성군의 기상개황을 확보한다. 표 2는 이와 

                                            
1 현재 우리나라에 위치한 기상관측지점은 76개이며 행정구역

은 232개이다. 

같은 방법으로 얻은 음성군의 기상개황자료이다. 

 

표 1 행정구역별 사용 기상대 

시도 시군구 차수 기상대 기상대번호 적용계수 

충청북도 음성군 1 이천 203 0.2028309

충청북도 음성군 1 충주 127 0.5925837

충청북도 음성군 1 청주 131 0.2045854

충청북도 제천시 1 제천 221 1 

충청북도 증평군 1 청주 131 0.7824335

충청북도 증평군 1 충주 127 0.2175665

 

표 2 재해기간의 지역 기상 

시도 시군구 재해코드 최대일강수량 누적강수량 최대풍속

충청북도 음성군 20030901 527.5558 734.2385 81.01755

 

2.1.2 피해자료 변환 

과거 재해이력인 피해 규모 등은 과거시점의 

행정구역과 현물가치를 기준으로 DB화 되어있어 지역별 

위험성 분석을 통한 미래 피해예측을 위해서는 

행정구역은 물론 경제적 가치의 현재 시점 자료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단계적 정보변환 과정을 이용하여 현재 

시점의 행정구역 및 현물 가치에 상응하는 피해자료를 

구축하였다.  

 

 

그림 1 피해자료 변환 개요도 

 

먼저 법정 행정구역 변화, 행정구역 인구 변화 및 

1993년 이후 5년 주기의 지적변화를 고려하여 과거 

행정구역 기준의 인구분포 및 지적분포를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변환하였으며, 이 결과를 이용하여 과거 

시점의 피해 내역을 현재 법정 행정 구역 기준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결과에 소비자 물가지수의 연도별 

변화율을 고려하여 과거 피해 이력을 2007년도 기준 

경제가치로 변환하였다.  

 

2.2 데이터 구성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는 소방방재청의 재해연보로부터 1991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자료와 기상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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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 재해기간의 기상개황자료를 2.1.1과 2.1.2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생성하였다.  

호우, 태풍, 폭풍 등의 자연재해 212개 사건에 대해 

약 6,000여건의 데이터를 생성하였고, 이 중에서 

4,665개를 학습 데이터로, 1,500개를 테스트 데이터로, 

500개를 평가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3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 개발 

 

3.1 신경망 모델(Neural Network Model) 

신경망은 인간의 학습능력을 모방한 것으로 인공 

뉴런들의 망으로 구성돼 있고, 각 그룹으로 이루어진 

뉴런들은 세 가지 형태의 층인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에 위치하게 된다. 입력층의 뉴런들은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한 정보를 은닉층 

또는 출력층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며, 은닉층의 

뉴런들은 모두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위치한다. 

그리고 출력층의 뉴런들은 신경망의 결과값을 외부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뉴런은 다른 뉴런의 

출력 값을 입력 값으로 받아서 뉴런의 출력값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뉴런들은 상호 연결돼 있고, 

연결된 강도를 가중치(weight)라 한다.  

신경망은 전이함수의 역할과 학습알고리즘에 따라서 

각각 역방향(feedback)과 순방향(feed forward), 

선형(linear)과 비선형(nonlinear), 그리고 

교사학습(supervised learning)과 

비교사학습(unsupervised learning)으로 구분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신경망은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이다. 다층 

퍼셉트론은 교사학습이고, 학습알고리즘은 오류 

역전파(Back propagation)를 사용[6]한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신경망이 예측, 분류 

등의 분야를 학습하고 예측하는데 그 우수성이 

증명되었으나, 재난 및 재해의 위험성을 분석하는 

연구에는 활용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신경망을 이용한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모델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 연구 및 영역확대를 통해 다양한 후속 

연구가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 피해예측을 위한 신경망 

모델 개발을 위해 교사학습의 다층 퍼셉트론 구조와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신경망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결정하여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성능의 

신경망을 설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3.2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유전자 알고리즘은 확률적인 최적해 탐색 방법으로 

다윈의 적자생존의 원리를 기초로 한 자연계의 

진화과정의 매커니즘을 모델링한 것이다. 한 세대에서 

각 개체는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염색체와 유전인자를 

모방한 선형 스트링(String)으로 표현된다. 유전자 

알고리즘은 문제에 대한 해를 최적의 개체로 하고 

개체의 적합도를 최대화시키도록 한다. 

유전자 알고리즘의 기본 알고리즘은 재생산(선택), 

교배, 돌연변이 연산자이다. 재생산 연산자는 각 

세대에서 최적개체의 유전적 특성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자연선택과 비슷하며, 가정 널리 사용되는 

재생산 연산자는 룰렛휠(Roulette Wheel) 방법이다. 

교배 연산자는 적용된 교배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두 

개체를 선택하여 선택된 개체의 일정부분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두 개의 개체를 생성하여 

개체군에 새롭게 삽입(복사)하는 것으로 일점교배, 

다점교배, 균등교배 등이 있고, 일반적으로 일점교배가 

사용된다. 돌연변이 연산자는 주어진 돌연변이 

확률만큼 단지 한 개의 개체에서 작용하는데 개체의 

특정 인자를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연산자에 의해서 

생성된 개체를 자손이라고 하고 새로운 개체는 선택된 

개체(부모)의 유전적 특성을 물려받게 된다.  

유전자 알고리즘은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여서 

응용범위가 매우 넓으며, 특히 최적화 

문제(Optimization problem)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신경망, 퍼지이론(Fuzzy Logic)등과 조합은 

기존의 알고리즘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망 모델을 학습하는데 정의되어야 

할 매개변수를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결정함으로써 보다 좋은 성능의 모델을 설계하고자 

한다. 신경망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는 은닉층의 수, 

은닉노드의 수, 출력노드의 수, 학습률(learning rate), 

모멘텀(momentum), 편의값(bias) 등이 있다. 은닉층의 

수는 시행착오적인 방법으로 실험하였고, 학습률과 

모멘텀, 편의값은 유전자 알고리즘으로 결정하여 

학습하였다. 

 

3.3 자연재해 피해예측을 위한 신경망과 유전자 

알고리즘 모델 구축 

3.3.1 데이터 정규화 

신경망은 입력변수와 출력변수가 [0,1] 사이에 있을 

때 최대 성과를 낸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변수는 

신경망에 입력하기 전에 [0,1]로 변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규화∙역정규화 방법을 

사용하여 누적강우량, 최대풍속, 선행강우량, 총 

피해액을 정규화하였다.  

 정규화

)
)min(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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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을 나타내는 지역은 232개의 범주를 갖는 

범주형 변수로 값의 의미가 없으므로 m-1개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3.3.2 유전자 알고리즘으로 최적화한 신경망 모델 학습 

자연재해 피해예측 신경망 모델의 입력변수는 

누적강우량, 최대풍속, 재해사상 발생 5일 이내의 

선행강우량, 그리고 행정구역 구분이며 출력변수는 총 

피해액이다.  

 

 

그림 2 자연재해 피해예측 신경망 모델 구조 

 

신경망의 은닉층의 개수는 임의로 변경하여 모델의 

정확성을 실험하였다. 또한,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신경망의 학습률, 모멘텀, 그리고 편의값을 

결정하였다.  

 

 

그림 3 신경망 모델 학습 절차 

 

이렇게 결정된 신경망의 매개변수들을 가지고 정해진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학습을 수행하였고 

반복 학습 수행 시 테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신경망의 

오차인 NMSE(Normalized Mean Squar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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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SE 를 계산하고 이전 학습의 

NMSE와 비교하여 최적의 신경망 구조를 저장한다. 종료 

임계값에 도달하거나 이전 학습의 NMSE와의 차이가 

적을 경우 학습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그림 3은 신경망 

모델의 학습절차를 도식화 한 것이다. 

 

3.3.3 평가 

학습이 완료된 신경망을 평가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평가 데이터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신경망의 매개변수를 유전자 

알고리즘으로 결정한 경우와 사용자 입력으로 결정한 

경우를 비교하였으며, 신경망의 은닉층의 개수 변화에 

따른 신경망의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각 구분된 

데이터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오차(NMSE)를 백분율(%)로 표기하였다.  

 

표 3 학습된 신경망 모델 평가       (%) 

 1개 2개 

학습 테스트 평가 학습 테스트 평가

사용자선택 0.481 10.180 0.574 0.486 10.160 0.572

GA결정 0.408 10.038 0.415 0.327 10.930 0.405

A : 매개변수 결정방법, B : 은닉층의 개수 

 

유전자 알고리즘으로 신경망의 매개변수를 결정하고 

은닉층의 개수가 1개보다 2개일 경우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에서 오차율이 적게 나타났다. 이것은 향후 

신경망의 은닉층의 개수 및 노드의 개수를 유전자 

알고리즘으로 최적화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며, 또한 

기타 신경망의 매개변수들을 유전자 알고리즘으로 

결정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 

신경망은 예측, 분류 등의 분야를 학습하고 

예측하는데 그 우수성이 증명되었으나, 재난 및 재해의 

위험성을 분석하는 연구에는 활용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신경망을 이용한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에 

대해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향후 

피해예측 모델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 연구 및 

인적재난 위험성 분석 영역으로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후속 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자연재해 피해예측을 위한 신경망 모델 개발을 위해 

교사학습의 다층 퍼셉트론 구조와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지역적 최고값(local 

maxima)의 문제에 빠지지 않고 최적의 신경망을 

학습하기 위하여 신경망 매개변수인 학습률, 모멘텀, 

편의값을 유전자 알고리즘으로 결정하였다.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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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분야 위험도 예측을 신경망을 활용한 시범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모델을 재난관리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첫째, 다양한 신경망의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실험을 

통하여 모델 비교 분석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경망의 가중치, 활성화 함수, 은닉층의 수, 

은닉노드의 수, 출력층의 수 등 신경망의 구조를 

결정하는 매개변수들의 최적값을 결정하여 최적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자연재해 피해예측 모델이 제시하는 예측 

수준이 좀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먼저 출력변수인 총 

피해액을 정량화하여 위험도로 정의하고 이것을 모델 

학습에 이용하고 예측결과로 위험도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좀더 구체적인 피해항목별 위험도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재만, 인명, 주택, 선박, 

농경지, 하천, 공공시설 피해 등 구체적인 위험도 

제시는 예측 모델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대해 재해유형별 위험도를 

예측해야 한다. 따라서 신경망의 입력변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자연재해 피해예측 신경망 모델의 정확성 향상과 

재난관리 활용화를 위해 위에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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