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공학적 문제의 제반 물리현상을 예측하는 수학적, 시험적 

상관관계를 머신러닝과 딥러닝 인공지능 모델로 대체하려

는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수행되고 있다(Dramsch, 

2019; Zhou et al., 2019; Wei et al., 2020). 이 논문에서 

다루는 필터폐색 문제와 더불어서 다공성 필터, 정수시스템, 

대수층 투수 등 유사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Lin et al., 2018; Meade et al., 2018; Chew and Law, 

2019; Sliwinski, 2019; Wu et al., 2019).

공학 분야에서 인공지능모델의 적용에 대한 연구 빈도가 

증가되고 이유로는 고전적 모델과 비교하여 인공지능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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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eep learning model was developed to estimate the clogging of voids in bottom-ash-mixed sand filters. Filter clogging is characterized

by a decrease in the infiltration ratio with an increase in the outflow. The estimation of clogging for time-series forecasting is

a regression problem. Various algorithms for regression problems have been applied through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Despite the various algorithm applications, an application for clogging appears to be emerging. Studies are required to develop 

dependable models for precisely predicting clogging.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clogging model was developed in 

this study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iltration ratio and outflow quantity using features defined by the mixing ratio

between sand and ash. Significant clogging data required for the effective maintenance and stable operation of stormwater infiltration 

filters were obtained using the proposed model. The CNN clogging model is recommended as a supplement to conventional theoretical 

models and expensive experimenta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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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저회 혼합 모래 필터에 발생하는 공극폐색을 추정할 수 있는 딥러닝모델을 개발하였다. 필터폐색은 유출량 증가에 따른

침투율의 감소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폐색예측은 시계열 예측을 위한 상관관계 문제에 속한다. 상관관계 문제를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머신러닝과 딥러닝 영역에서 알려져 있다. 다양한 분야에 이들 알고리즘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색문제에의 적용은 시작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폐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신뢰도 높은 모델의 개발에는 적지

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 논문에서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폐색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은 모래와 저회 혼합율 특성조건에서 침투유량과 침투율의 관계를 예측한다. 결과적으로 모델을 사용하여 강우유출수

침투필터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의미 있는 폐색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불확실한 기존 

이론모델과 개발에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시험모델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CNN 폐색모델을 제안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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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진 본질적 장점 때문으로 생각된다. 고전적 이론모델에

서는 데이터로부터 현상을 추정할 수 있는 수학적 규칙을 

추출한다. 모델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

로 수식이 복잡해지고 더 많은 수의 입력자료가 요구된다. 

적절한 입력자료를 결정하는 것이 결과의 신뢰도를 크게 

좌우한다. 하지만 입력자료 결정을 위해서는 시험결과나 

경험적 자료들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인공지능모델은 설정한 특성(features)

과 기준(labels) 간의 관계를 축적한 데이터를 훈련하여 개발

된다. 개발된 모델의 적용단계에서는 특성변화에 대한 예측

값(prediction)을 추정하고 기준값에 대한 예측값의 오차로 

모델의 신뢰도를 평가한다. 인공지능 모델의 성패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확보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적 이론모델에서 요구되는 

복잡한 입력변수의 결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공질 여재를 사용하는 필터에서 폐색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Blazejewski and Murat-Blazejewska, 1997; Du et al., 2013; 

Hua et al., 2013; Wang et al., 2013). Lee et al. (2014)은 

기존 폐색모델의 적용성을 검토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모델

의 신뢰도 확인이 어렵고 요구되는 자료입력이 난해함을 

확인하였다.

필터폐색 정보는 강우유출수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기능유지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

라서 기존 이론모델의 약점을 보완하고 필터폐색 정보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추정할 수 있는 모델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필터 폐색은 시계열 상관관계 문제로서 다양한 인공지

능 알고리즘(Géron, 2019)을 적용하여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필터 폐색문제를 다루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대한 문헌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Wu et al. (2019)은 다공성 매질의 유효투수계수를 2차원 

단면영상으로부터 예측하는 CNN 모델을 제안하였다. 모델

은 lattice Boltzmann model (LBM)모사를 통한 예측보다 

경제적인 해석방법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기존 경험식보다 

정확한 예측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다공성매질의 투수성 

예측에 유용한 기술로서 현장 학습된 딥러닝 모델의 적용을 

제안했다. Sliwinski (2019)는 선박 평형수 처리를 위한 필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폐색을 예측하기 위해 long short term 

memory (LSTM) 모델과 CNN 모델을 개발했다. 두 모델 모두 

폐색도 예측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최적화를 위한 

추가 연구의 수행을 제안했다. Ahmadi and Chen (2019)은 

지질정보와 conventional ANN, fuzzy decision tree, imperialist 

competitive algorithm (ICA),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와 같은 머신러닝 방법을 융합하여 원유저장시설 지질

의 공극과 투수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개발한 모델

을 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저장시설 건설을 위해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Lin et al. (2018)은 폐색예측을 위한 방안으로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을 적용한 모델개발을 시도했

다. 개발된 모델을 다양한 운영조건의 강우유출수 필터에서 

발생하는 폐색을 추정하여 시험자료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미미한 오차가 있었지만 다양한 조건의 필터에 대한 설계와 

운영에서 모델적용의 이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필터폐색 문제에서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및 응용수

준은 아직 초기단계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일환으로 이 논문에서는 강우유출수 침투시설에서 빈번히 

적용되는 저회 혼합 모래 필터에서 발생하는 공극폐색을 

추정하는 합성곱신경망(CNN)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모델에 대해서 필터 폐색 예측 문제에 대한 신뢰도와 효율성 

및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학모델 개발을 위한 도구로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적용의 

타당성을 점검해 보았다.

2. 데이터

합성곱신경망 폐색모델의 훈련 및 검증을 위한 데이터로

는 Lee (2021)가 구축한 데이터셋트를 사용하였다. 현재 

데이터셋트의 샘플수가 충분히 축적되지는 않았지만 이러

한 유형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면 향후 다양한 

인공지능 폐색모델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절에서는 데이터셋트 적용에 있어서 

용이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관련한 주요 내용을 재기술하였다.

2.1 침투시험 데이터

데이터셋트는 강우유출수 침투시설 필터에서 발생하는 

폐색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Segismundo et al. (2017)이 수행

한 일련의 시험실 침투시험 결과로부터 도출되었다. 4종의 

모래-저회 혼합 필터에 대한 시험결과를 데이터셋트로 가공

하여 적용하였다. 시험결과로부터 침투시간에 따른 필터의 

폐색도를 나타내는 폐색곡선을 구할 수 있으며 결과는 Fig. 

1에 보인 바와 같다.

폐색곡선은 침투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침투유량()과 

임의 시간에 토출되는 침투유량을 초기침투유량에 대해 

정규화한 값인 침투율()의 관계를 나타낸다. Fig. 1의 결과

에서 저회 함유율이 증가할수록 침투율의 감소율이 증가함

을 볼 수 있다. 이는 저회 함유율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입경이 작은 저회 입자의 이동으로 인해 모래의 공극이 

폐색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2 데이터 가공

2.2.1 특성(feature)과 기준(label)

강우유출수 필터의 폐색에 영향을 미치는 침투율(), 

침투율 증분(), 모래함유율(

), 저회함유율(


)을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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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셋트의 입력특성으로 설정했다. 기준은 침투유량()으로 

정해 침투 진행에 따른 의 증가와 폐색 진행에 따른 의 

감소관계를 추정하는 회귀(regression)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 훈련과 검증을 위한 데이터셋트는 이들 특성과 기준에 

대한 시간 데이터인 입력값과 기준값으로 구성하였다. 2.1에

서 설명한 4가지 침투조건은 모래와 저회의 함유율 

와 



를 적용하여 구분하였다.

2.2.2 데이터셋트 가공

모델학습을 위한 침투율()은 Fig. 1에 보인 모든 침투조

건에 대한 시험결과를 포함할 수 있도록 0.17~1.0 구간으로 

설정했다. 이 구간에서 침투율증분()을 단계별로 0.0005

의 크기로 증가시키면서 58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추출

한 값을 입력 침투율() 값으로 정했다. 침투율증분()

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 - 관계곡선의 초기단

계 곡선부의 변화양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다. 

또한 비교적 적은 훈련데이터로도 양호한 훈련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Shahin, 2014a).

58개의 각 침투율()에 대해 침투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침투유량()을 정해 침투율()-침투유량() 관계의 합성

곡선을 도출했다. 4가지 침투조건에 대해 각각 Curve0, 

Curve1, Curve2, Curve3으로 칭한 합성곡선을 도출하였다. 

각 합성곡선 데이터셋트에 적용한 입력값과 기준값의 범위

는 Table 1에 정리한 바와 같다. 이들 값에서 , 와 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현시값(current state units)을 가진다. 

반면에 

와 


는 전 시간구간에서 일정한 고정값(plan 

units)을 가진다.

Table 1에 보인 합성곡선의 데이터셋트를 각 특성값 항목

에서 최소값 0과 최대값 1을 갖도록 정규화하였다. 정규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딥러닝 모델 학습 및 파라미터 

결정과정에서 가중치 편향을 배제할 수 있다(Chollet, 2018). 

데이터셋트를 정규화하여 분포특성을 나타내면 Fig. 2와 

같다. 정규화한 데이터셋트의 분포특성 같은 그림에 보인 

Panda Frame 추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성곡선을 Table 1의 조건에 따라 도출하고 이를 정규화

한 결과 Fig. 3에 보인 바와 같은 - 관계합성곡선을 

얻었다. 합성곡선의 데이터를 훈련, 검증, 테스트 데이터셋

트로 분리하여 모델을 훈련 및 검증하였다.

Symbol
Infiltration Ratio

()

Flow Quantity

(, m)

Sand Ratio

(

)

Ash Ratio

(


)


Curve0 1~0.17 0~100 1.00 1.00 0.0005~0.0285

Curve1 1~0.17 0~100 0.75 0.25 0.0005~0.0285

Curve2 1~0.17 0~100 0.50 0.50 0.0005~0.0285

Curve3 1~0.17 0~100 0.25 0.75 0.0005~0.0285

Table 1. Summary of Synthetic - Curves (Lee, 2021)

Fig. 1. Experimental  Curves Fig. 2. Characteristics of the Normalized Data Sets of Synthetic

-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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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 델

3.1 합성곱신경망 모델

필터 폐색 현상을 딥러닝으로 모델링하기 위해 합성곱신

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사용하였다. 시계

열 예측을 위한 합성곱신경망은 1차원이다. 합성곱의 폭은 

3을 적용하였다. 입력창의 폭도 합성곱의 폭과 동일하게 

3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모델은 3시간간격의 입력창으로 

입력된 3개의 단일시간간격(single-time-step) 입력값에 대

해서 1개의 단일출력 (single-output)인 예측값()을 추정한

다. 최초 2시간간격은 warmup 데이터가 되고 전체적인 데이

터 전이는 1시간간격이다. 입력창의 폭을 증가시키는 경우

에 모델은 여러 시간간격에 대해 동시에 예측값을 구할 

수 있다. 입력값, 모델, 예측값과 기준값 간의 데이터 흐름을 

개략도로 나타내면 Fig. 4와 같다.

합성곱신경망모델은 각 1층의 입력층, 은닉층과 출력층으

로 구축했다. 입력층의 노드 수는 3개이고 이는 데이터 입력

창의 폭과 같다. 은닉층은 각각 32개의 셀을 가진 Conv1D층

과 밀집층(dense)로 설계하였다. 출력층은 밀집층으로 예측

값에 해당하는 1개의 셀을 가진다. 데이터셋트가 모델에 

입력되면 은닉층과 출력층의 텐서는 노드 수로 나타낸 특성

에 따라 [배치, 시간, 특성]의 차원을 갖는다. 모델 형성 및 

최적화는 머신러닝, 딥러닝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TensorFlow 

(Abadi et al., 2015)의 파이썬 API인 Keras (Chollet, 2015)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Keras에서 도출한 개발모델의 층 구조 

및 각 층의 입출력 텐서의 차원을 Fig. 5에 보였다. 같은 

그림에 모델의 각 층에 대한 매개변수의 수를 함께 나타냈다.

모델 구축 시에 적용한 활성화함수(activation function)는 

Relu (Rectified Linear Unit)이다. 훈련 최적화는 Adam 알고

리즘을 사용하였다. 손실(loss)은 Mean Absolute Error (MAE)

를 적용하고, 훈련과 검증과정에서 평가할 메트릭(metric)도 

Mean Absolute Error (MAE)를 선택하였다. 모델 컴파일 시 

이들 각 입력항목(argument)에 대한 선택값은 기본값(Abadi 

et al., 2015)을 적용하였다.

3.2 데이터셋트

모델 훈련 및 검증에 사용할 Fig. 3의 합성곡선 데이터는 

[시간, 특성]의 2차원 배열인 데이터프레임 형식으로 정리되

었다. 모델훈련에서 데이터는 각 배치에서 시간에 대한 입력

(input), 출력(label)을 포함한 특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배치, 

시간, 특성]의 3차원 텐서로 변환하였다. 배치별 시간에 대한 

매핑은 TensorFlow함수(Abadi et al., 2015)를 이용하였으며, 

매핑한 데이터를 입력과 출력데이터로 분리하였다. Fig. 4에 

보인 바와 같이 시계열에서 입력창과 출력창이 3시간간격인 

슬라이딩창을 적용하여 시간전이(offset) 1시간 간격으로 

매핑했다. 시계열 의존성 데이터를 다루므로 shuffle하지 

않는 조건에서 batch 크기를 16으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1배치는 임의 시계열 구간에서 윈도우를 통해 순차적으로 

매핑한 16 셋트의 데이터를 포함하였다.

Fig. 4. CNN Model of 3 Convolution Width (Abadi et al., 2015)
Fig. 3. Synthetic - Curves

Fig. 5. Summary of the CN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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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훈련 및 검증계획

데이터셋트는 훈련셋트와 테스트셋트로 분리하여 훈련

셋트로 모델을 훈련하고 훈련된 모델의 적합성을 테스트셋

트로 테스트하여야 한다. Lin et al. (2018), Shahin (2014a), 

Shahin (2014b) 등은 말뚝지지력 신경망모델 개발에서 전체 

독립적 데이터셋트 중 80~90%를 훈련셋트로 나머지는 테스

트셋트로 구분하고 별도의 검증셋트를 설정하지 않았다.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경우에 과적합(over fitting)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Chollet (2018)는 훈련셋트를 분리

하여 설정한 검증셋트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Lee (2021)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 데이터셋트 분할 방법

을 제안하였다. 더불어서 모델성능 향상을 위해 시계열 데이

터에 대해서 교차검증에 상응하는 단순 홀드아웃(hold-out 

validation)방법(Chollet, 2018)을 적용한 훈련 및 검증과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데이터 분할과 훈련 및 검증과정을 재기

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데이터셋트(총 4종) 중 훈련데이터셋트 3종(75%)

과 테스트 데이터셋트 1종(25%)을 선택

2) 선택한 훈련데이터셋트 3종을 각각 단순 홀드아웃 

방법을 적용하여 훈련데이터 80%와 검증 데이터 20%

로 분리

3) 훈련데이터셋트 3종의 훈련데이터에 대해 반복적으로 

훈련

4) 3)의 과정에서 각각 검증데이터를 사용하여 하이퍼파

라미터 최적화를 시도

5) 4)의 과정에서 구한 최적모델에 대해 각각 훈련 및 

검증데이터를 통합한 전체데이터에 대한 훈련

6) 테스트셋트 1종에 대한 모델 검증

Lee (2021)는 이 방법을 적용하여 Table 1에 보인 4가지 

합성곡선을 Fig. 6에 보인 바와 같이 훈련 및 검증셋트와 

테스트셋트로 분리하여 모델을 훈련하였다. 이 논문의 합성

곱신경망모델의 개발을 위해서도 동일한 데이터셋트와 훈

련 및 검증방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

4. 결과 및 분석

4.1 훈련 및 검증

3.1에서 구축한 합성곱신경망모델을 3.2의 데이터셋트에 

대해 3.3에서 설명한 과정에 의거하여 훈련 및 검증하였다. 

훈련 및 검증은 Fig. 6의 합성곡선 Curve1로부터 Curve0, 

Curve3의 순서로 수행했다. 이렇게 훈련 및 검증된 모델을 

Curve2로 테스트하여 최종 적합모델로 제안하였다. 모델 

개발 및 검증 과정에서 얻은 결과 및 분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술한 바와 같다.

Curve1, Curve0, Curve3에 대한 훈련 및 검증 과정에서 

훈련 epoch에 따른 평균제곱근편차(mean squared error, 

MSE)로 나타낸 손실 변화와 수렴 시 - 관계곡선을 검토하

였다. 이 중 대표적인 예로 Curve1에 대한 결과를 Fig. 7에 

보였다.

Fig. 7의 결과에서 Curve1에 대한 손실변화 곡선을 보면 

약 50 epoch 이후에서 훈련 및 검증 시 손실이 충분히 수렴하

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훈련 및 검증손실이 역전되거나 

부분적 최소값을 가지는 구간이 보이지 않으므로 과대적합

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관계곡

선에서는 Curve1에 대한 모델의 적합성을 볼 수 있다. 이 

모델은 아직 Curve0, Curve3 및 Curve2에 대해서는 훈련되지 

않았으므로 기준값을 적절히 추정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현 훈련단계 모델을 적용하여 Curve1 이외 다른 

합성곡선들의 데이터셋트에 대해서 구한 예측값과 기준값

을 비교한 Fig. 7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Fig. 7에서 Curve1을 제외한 모든 합성곡선에 대해서 

모델은 기준값을 적절히 예측하지 못했다. 같은 그림에 

Curve2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함께 나타냈다.

모든 합성곡선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오차범위 내에서 

기준값과 일치하는 예측값을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적합모

Fig. 6. Separation of Data Sets for Train, Validation an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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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로 정의하였다. 적합모델은 훈련 및 검증 데이터셋트에 

대한 훈련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 결정하였다. Curve1, Curve0, 

Curve3의 순서로 모든 데이터셋트에 대해서 손실이 수렴할 

때 까지 훈련과정을 반복하여 모델을 훈련했다. 수렴 단계까

지 훈련한 모델을 Curve2 데이터셋트에 대해서 테스트하여 

적합한 경우에 최종 적합모델로 결정하였다. 최종 적합모델

을 구하기 위해서 총 23단계의 반복 훈련단계를 거쳤다. 

훈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훈련과정의 각 단계에서 

나타난 훈련 및 검증 손실 값의 단계별 변화를 Fig. 8에 

보였다. 편의상 각 단계에서 얻은 모델을 Curve2 데이터셋트

에 대해서도 테스트하고 결과를 Fig. 8에 함께 나타냈다.

Fig. 8의 결과에서 Curve0, Curve1, Curve3에 대한 손실이 

초기 훈련단계에서는 단계 별로 크게 변동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 훈련단계에서 모델이 선정한 훈련 대상 입력데이

Fig. 7. Typical Results of the Loss History and the - Curve Fig. 8. Variation of Training and Validation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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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셋트에 대해서는 잘 수렴하지만 다른 데이터셋트에 대해

서는 손실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손실 폭은 훈련과정을 경험하면서 모델이 모든 

데이터셋트에 대해서 훈련되어 가는 영향을 반영하여 점차

로 감소되었다. 15번째 훈련단계를 지나면서 모델은 점차적

으로 모든 입력데이터셋트에 적합한 모델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Fig. 8에 함께 나타낸 Curve2에 

대한 테스트 결과도 훈련단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 결과는 훈련단계에 따라 훈련된 모델의 적합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Fig. 8에 보인 훈련단계는 Curve1, 

Curve0, Curve3 순으로 훈련하였다. 각 데이터셋트가 독립시

계열 데이터이므로 데이터셋트의 훈련순서가 최종 적합모

델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이의 

검증을 위해 Curve0으로부터 시작하여 Curve3, Curve1의 

순서로 훈련 및 검증하고 Curve2로 테스트한 결과, 결정된 

모델도 위의 최종 적합모델과 유사하게 수렴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2 개발 모델의 적합성 검토

이와 같이 완성한 최종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델 적용 결과를 다음의 3가지 그림으로 나타내 검토하였

다. 첫째로 입력값의 순서에 따른 입력값, 기준값, 예측값의 

변화를 전체 배치에 대해 나타냈다. 이로부터 모든 단계에서 

입력값과 예측값의 오차를 검토하였다. 둘째로, 입력값과 

예측값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오차를 정량적으로 검토하였

다. 마지막으로 기준값과 예측값으로 구한 - 관계곡선을 

비교하였다. 이들 세 가지 그림은 검토 목적 상 다르게 표현할 

뿐 근본적으로 동일한 결과이다.

첫 번째 결과그림의 대표적인 예로서 Curve0에 대한 결과

를 Fig. 9에 보였다. 그림의 결과로부터 개발모델은 배치 

전 구간에 걸쳐서 기준값과 예측값의 오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번째 결과 그림인 Fig. 10에서

도 반영되고 있다. Fig. 10의 결과에서 기준값과 예측값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개발모델을 이용해 

구한 - 관계곡선을 나타내는 세 번째 결과그림을 Fig. 

11에 보였다. Fig. 11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모델은 모든 

합성곡선에 대해서 - 관계곡선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오차범위 내에서 예측하였다. 테스트 데이터셋트인 Curve2

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구간의 오차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

로 적정한 수준의 결과를 나타냈다. 개발모델의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Fig. 11의 결과를 기준값과 

예측값의 상관관계로 Fig. 12에 나타냈다. 그림의 결과에서 

상관계수는 0.9550으로 구해져 개발모델이 기준값을 적정

한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개발한 모델의 적합성, 민감도, 오차를 평가하여 모델의 

일반화를 위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필터조건으로 모래와 

Fig. 9. Comparison of Inputs, Labels and Predictions for all Batch

Data of the Curve0

Fig. 10. Correlation between the Labels and Predict Values of 

the Curv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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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회의 혼합율 90:10, 60:40, 40:60, 10:90으로 변화시킨 4가

지 필터를 가정하였다. 이들 필터에 대한 폐색도를 개발한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해 보았다. 이들 조건에 대한 시험자료

가 없으므로 입력값을 추정하여 입력해야 했다. 최초 검증단

계에서는 모델의 입력값을 임의로 추정하여 결정한 값을 

적용하였다. 이 입력값에 대해 모델로부터 구한 예측값으로 

만든 - 관계곡선을 Fig. 3의 시험결과와 비교한 결과 

모래와 저회의 혼합율이 어느 정도는 결과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결과의 신뢰도는 낮은 편으로 

판단되었다. 신뢰성 있는 예측값을 얻기 위한 입력값을 결정

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Fig. 3의 시험결과

를 바탕으로 혼합율을 감안하여 실제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

되는 입력값을 적용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얻은 결과를 입력값과 예측값, 시험값과 함께 비교하

여 Fig. 13에 보였다.

Fig. 13의 결과에서 모델로부터 구한 예측값이 혼합율 

변화를 반영하는 추세를 검토하였다. 모래의 혼합율이 증가

함에 따라 침투율의 감소가 작아지는 일반적인 경향이 Fig. 

13의 결과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임의의 혼합율

을 가진 필터의 폐색예측에 대한 개발 모델의 일반화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델로부터 구한 예측값은 

특성인 혼합율 변화보다는 입력값에 더 영향을 받는 결과를 

보이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도심강우유출수 침투시설 필터의 효율적 운영과 유지관

리를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폐색 정보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

Fig. 11. - Curves Obtained from the Final Model

Fig. 12. Correlation between the Labels and Predicted Values

Fig. 13. Sensitivity Analyses According to the Mixing Ratio 

of Sand and 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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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최근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폐색을 추정하기 위한 합성곱신경망 모델을 개발

하였다. 개발모델의 적용성과 신뢰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할 수 있었다.

1) 개발한 적합모델의 신뢰도를 기준값과 예측값의 상관

관계로부터 평가한 결과 상관계수가 0.9550으로 구해

져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2) 개발한 모델은 초기단계 연구로서 폐색에 영향을 미치

는 특성으로 모래와 저회 혼합율만을 다루었다. 향후 

연구에서 이를 확장한 여재 특성, 필터층 조합, 오염물

질부하량, 오염물 종류, 침투 수리조건 등에 대한 특성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성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중요한 특성들을 고려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3) 보다 효과적인 모델개발을 위해서는 학습 및 검증 

과정에서 하이퍼파라미터 검토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기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연습이 필요하다.

4) 모델 훈련을 위한 데이터셋트의 개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모델의 신뢰도 및 적합성 일반화를 위해서는 

의미 있는 데이터셋트의 지속적 축적이 요구된다.

5)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발한 모델의 신뢰도와 

적용범위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이론모

델과 시험폐색모델들의 보완 및 대체 기법으로 딥러닝 

신경망 모델의 활용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향후 다양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모델개발을 지속적으로 수

행하여 모델 개발기법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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