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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ock mass rating (RMR) is a relatively simple method for classifying rock mass with the naked eye; however, 

it becomes inconvenient when the number of survey sections is large.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learning model and 

a prediction model using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to classify RMR mechanically. Using robust design, 3125 

big data were optimized into 25 learning data. The test results after learning through the two methods were exactly the 

same. Through robust design, the learning data obtained by reducing the total number of cases to less than 1% had the 

same learning effect as the whole data, which means that the effort and cost of acquiring the learning data can be greatly 

reduced. For the perfect prediction of the RMR classification system, we tuned the primary predictions within a given 

range of rating levels. As a result, we implemented an RMR classification ANN system that perfectly predicts the RMR 

of 3125 big data using 25 learning data through robus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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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RMR은 육안적 방법으로 암반을 분류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나 조사구간이 많아지면 번거로운 작업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RMR을 기계적으로 분류하고자 인공신경망에 의한 학습모델과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강건설

계에 의하여 총 3125개의 데이터를 25개의 학습자료로 최적화하였다. 두 방법에 의한 학습 후 테스트 결과는 서로 정

확하게 일치하였다. 강건설계에 의하여 전체 경우의 수를 1% 이하로 축소한 학습자료로 전체자료와 동일한 학습효과

를 얻었다는 것은 학습자료 습득에 드는 노력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RMR 분류시스템의 완벽한 

예측을 위하여 1차 예측값들에 대하여 주어진 수준 범위 내에서 튜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강건설계에 의한 25개의 

학습자료로 실제 3125개의 빅데이터의 RMR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RMR분류 ANN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주요어 : 인공신경망, 학습모델, 평가모델, 강건설계, 튜닝

1) 한국광물자원공사 광산기술팀

*Corresponding Author(장명환)

E-mail; mhjang@kores.or.kr

Address; Mining Engineering Team, Korea Resources 

Corporation(KORES)

ISSN 2288-0291(print)

ISSN 2288-2790(online)

한국자원공학회지 J. Korean Soc. Miner. Energy Resour. Eng.

Vol. 56, No. 6 (2019) pp. 654-664, https://doi.org/10.32390/ksmer.2019.56.6.654

서   론

암반의 공학적 분류는 Q-System과 같이 암반의 복잡한 

특성을 세분화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과 암반의 특성을 

세분화하기보다 육안조사 및 실험 등에 의하여 비교적 간

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RMR방법 등이 있다.

RMR 분류는 RMR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여러 단계로 이

산화하여 점수 구간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실용성을 높이고

자 한 것으로 RMR 요소들의 구간별 경곗값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현지 암반의 강도, RQD, 불연속면의 간격 

등은 적합(curve fitting)에 의하여 정량적으로 점수를 산정

하기도 한다. 이러한 암반분류를 좀더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한 연구들이 Butler and Franklin(1990), Yang et 

al.(1995), Bae and cho(2001) 등에 의하여 수행된 바 있으

나 이들은 현장 조사방법의 개선이나 현장조사 자료를 토

대로 특정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부터 RMR 요소의 수준별 분류

코드의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적용하여 기계적으로 

RMR 요소들의 점수를 산정하고자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기술을 이용하였다. RMR분류 

ANN 시스템의 학습자료 선정을 위하여 적은 수의 실험으

로 많은 수의 인자들에 대한 연구가 가능한 강건설계

(Robust design)를 적용하였다.

기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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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ta flow graph

(b) Operation of data flow

Fig. 1. Data flow at tensor flow.

Fig. 2. Concept of RMR Classification by ANN.

Fig. 3. RMR classification system by ANN,

이러한 RMR 분류시스템은 RMR 조사 수가 많을 때 번

거로운 작업을 간편하게 하고 다양한 포맷으로 출력할 수

가 있어서 통계처리도 쉽다. RMR 분류 ANN 시스템의 완

벽한 예측을 위하여 1차 예측값들에 대하여 주어진 수준 범

위내에서 튜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강건설계에 의한 25

개의 학습자료로 3125개의 RMR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RMR분류 ANN 시스템이 가능하였다.

ANN에 의한 RMR분류

텐서 플로우(Tensor flow)

텐서 플로우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딥 뉴럴 네

트워크(deep neural network) 연구를 목적으로 구글에서 

개발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data flow graph)를 사용하

여 수치 연산을 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이다. Fig. 1은 텐

서 플로우에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Fig. 1(a)와 같이 그래프의 노드(node)는 수치 연산을 나타

내고 엣지(edge)는 노드 사이를 이동하는 다차원 데이터 배

열(tensor)을 나타낸 것이다(Tensorflow, 2019).

텐서 플로우에서는 Fig. 1(b)와 같이 복잡한 수식을 간단

하게 쪼개어서 단순화 할 수 있고, 단순화된 그래프들은 미

분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하게 처리

할 수 있다.

ANN RMR 분류시스템

ANN에 의한 기계적인 RMR 분류를 위하여 공개 프로그

램인 파이썬(Python) 기반의 텐서 플로우를 이용 하였으며 

주요함수는 학습모델을 구성하는 Hypothesis(H(x))와 학

습모델의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Cost function(cost(W))으

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1)

cos 




  



     (2)

위 식에서 W는 가중치(weight)이고 b는 상수(bias)로서 

학습이 끝난 인공지능에 해당되며 평가모델에서 W, b를 입

력받아 테스트를 수행하게 된다. Cost function에서 는 학

습률, 는 학습자료이고 학습과정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형태의 기저(0)에 수렴하는 것으로 학습결과를 평가

한다.

Fig. 2는 ANN에 의한 RMR 분류시스템의 학습모델과 

평가모델의 개념도로써 평가모델은 학습모델의 학습결과

(W, b)를 토대로 RMR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즈니

스 모델로 발전시킨다면 학습모델은 원천기술이 되며 평가

모델은 원천기술의 학습결과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다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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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ing of learning and prediction code

Classification
Learning (x=1~5) Prediction (x=1~5)

Remark
Code Rating Code Rating

Uniaxial strength Code(1.x) Rating(1.x) C(1.x) R(1.x) quantitative analysis

RQD Code(2.x) Rating(2.x) C(2.x) R(2.x) quantitative analysis

Discontinuities space Code(3.x) Rating(3.x) C(3.x) R(3.x) quantitative analysis

Discontinuities condition Code(4.x) Rating(4.x) C(4.x) R(4.x) qualitative analysis

Ground water Code(5.x) Rating(5.x) C(5.x) R(5.x) qualitative analysis

Table 2. Code and rating of RMR’s factors

Fig. 4. Tensor flow of RMR.

Fig. 3은 ANN에 의한 기계적인 RMR 분류시스템의 세

부 개념도로서 학습자료의 변수들에 대한 의미와 평가방법

은 Table 1과 같으며 학습모델에 대한 텐서 플로우는 Fig. 4

와 같다.

ANN에 의한 RMR 분류는 현장 조사단계에서 간단한 

RMR 인자별 분류코드를 결정하여 RMR의 인자별 점수를 

기계적으로 산출하고 RMR 인자들의 경곗값 내에서 대푯

값으로 튜닝하여 인자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써 최종 

RMR이 산정된다.

학습코드

ANN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성된 시스템을 학습시킬 

수 있는 학습자료의 유무이다. RMR에 의한 암반분류는 정

량분석으로 일축압축강도, RQD, 불연속면의 간격, 정량/

정성분석으로 불연속면의 상태, 지하수 조건 등 5개의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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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de and rating of RMR

[1] Strength [2] RQD
 Discontinuities [5] Ground water 

condition[3] Spacing [4] Condition

Code Rating Code Rating Code Rating Code Rating Code Rating

1.5 15 2.5 20 3.5 20 4.5 30 5.5 15

1.4 12 2.4 17 3.4 15 4.4 25 5.4 10

1.3 7 2.3 13 3.3 10 4.3 20 5.3 7

1.2 4 2.2 8 3.2 8 4.2 10 5.2 4

1.1 2 2.1 3 3.1 5 4.1 0 5.1 0

Table 4. Learning and test data by RMR factors

Condition Learning data Test data

 [1] RMR factor
Input Code of 5 cases

[Input]

- Code of 3125 cases

[Output]

- Rating of 3125 cases 

Output Rating of 5 cases

 [2] Select cases
Input Code of 19 cases

Output Rating of 19 cases

 [3] Robust design
Input Code of 25 cases

Output Rating of 25 cases

 [4] Total cases
Input Code of 3125 cases

Output Rating of 3125 cases

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고 합산하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Bieniawski(1973)의 RMR 분류표를 이용

하여 RMR 인자들에 임의의 학습코드를 부여하여 이에 대

응하는 인자별 점수를 학습시켜 주어진 분류코드에 따라 

RMR을 기계적으로 분류하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암석의 일축 압축강도에 대한 수준별 점수는 1~5 MPa 1

점, 5~25 MPa은 2점으로 두 수준간의 점수 차는 1점으로 

전체 RMR 점수에서 1% 정도로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함

으로 효율적 학습자료 작성을 위하여 25 MPa 이하 수준을 

1개의 수준으로 단순화시켰다. Table 2는 RMR 요소들의 

학습코드와 이에 대응하는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3

은 Table 2의 RMR 요소들의 학습코드와 점수를 종합한 것

으로 학습코드는 어떤 가중치나 물리적인 의미는 없다.

학습과 평가

일반적으로 ANN은 선정된 학습자료의 학습결과를 토

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결과를 예측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ANN에서 주어진 문제에 적합한 학

습자료를 설계하는 것은 ANN에 의한 시스템개발에 중요

한 요소가 된다.

Table 3으로부터 학습코드와 이에 대응하는 점수에 대한 

경우의 수는 각각 =3125개이다. 1개의 RMR 분류를 한

다는 것은 주어진 3125개의 RMR 값 중에서 1개를 선택하

는 것과 같다. 이것을 간단한 육안적인 현장조사와 ANN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RMR 값을 평가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적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료의 배열과 학습자료 수가 학습결

과와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Table 3의 RMR 5개 인자(일축 압축강도, RQD, 불연속면

의 간격, 불연속면의 상태, 지하수 상태)들의 학습코드

(code)와 점수(rating)를 이용하여 Table 4과 같이 학습자

료를 작성하였다.

Table 4에서 [1] RMR factor는 Bieniawski(1973)의 

RMR 표를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으로써 학습자료 수는 5

개이고, [2] Select cases는 3125개의 경우의 수를 전개한 

후 RMR을 5의 간격으로 이에 대응하는 RMR 요소들의 학

습코드와 점수를 선정한 것으로써 학습자료 수는 19개이

다. [3] Robust design은 RMR의 요소와 수준에 맞는 직교

행렬을 이용하여 25개의 학습자료를 추출한 것으로써 비

교적 단순하게 학습자료를 습득할 수 있다. [4] Total cases

는 전체 3125개의 경우의 수에 대한 RMR 요소들의 학습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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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st function and learning results by learning data 

[1] RMR factor [2] Select data

[3] Robust design [4] Total cases

- [1], [3], [4] : Cost functio n(1.092), [2] : Cost function (0.538)

- Learning time : [1] 28sec, [2] 1 min 12sec, [3] 1 min 1sec, [4] 1 min 53sec

Fig. 5. Self test by learning of 5 cases.

Fig. 6. Prediction RMR by 5 cases.

드와 점수를 배열하여 학습자료를 선정한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료 준비에 [2]과 [3]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나, 

[3]번의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게 학습자료를 만들 수 있다.

학습결과

학습성과는 Cost function이 0에 도달하면 잘된 학습결

과로 평가가 되지만 대부분 0에 가깝게 수렴되는 일정한 값

에 도달하면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자료별 Cost function이 일정한 값에 수렴하면 학습을 종료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Table 5와 같이 Cost function이 모

두 급격한 기울기로 비교적 빨리 일정한 값으로 수렴되었

으며 학습패턴도 유사하였다.

Cost function은 [1], [3], [4]번 학습자료의 경우 1.092의 

일정한 값으로 수렴되었으며 [2]번 학습자료의 경우는 

0.538로써 가장 작은 값으로 수렴되었다.

RMR 평가

[1] RMR 인자(RMR factor)

Table 3의 RMR 점수표를 적용한 것으로써 학습자료 수

는 5개이다. 학습결과 Cost function은 1.092에 수렴되었으

며, 자가 테스트(학습자료를 테스트 자료로 사용) 결과 Fig. 

5와 같이 선형회귀분석 상관관계(r
2
)가 0.9993으로 매우 높

았으나 주어진 RMR 값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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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earning data by select data of RMR total cases

Class.

Code of RMR classification Rating of RMR classification

RMRStr.

[1]

RQD

[2]

Discontinuities G/W

[5]

Str.

[1]

RQD

[2]

Discontinuities G/W

[5]Space[3] Con.[4] Space[3] Con.[4]

1 1.1 2.1 3.1 4.1 5.1 2.0 3.0 5.0 0.0 0.0 10.0 

2 1.1 2.1 3.3 4.1 5.1 2.0 3.0 10.0 0.0 0.0 15.0 

3 1.1 2.1 3.1 4.1 5.4 2.0 3.0 5.0 0.0 10.0 20.0 

4 1.1 2.1 3.1 4.1 5.5 2.0 3.0 5.0 0.0 15.0 25.0 

5 1.1 2.1 3.1 4.2 5.4 2.0 3.0 5.0 10.0 10.0 30.0 

6 1.1 2.1 3.1 4.2 5.5 2.0 3.0 5.0 10.0 15.0 35.0 

7 1.1 2.1 3.1 4.3 5.4 2.0 3.0 5.0 20.0 10.0 40.0 

8 1.1 2.1 3.1 4.3 5.5 2.0 3.0 5.0 20.0 15.0 45.0 

9 1.1 2.1 3.1 4.4 5.5 2.0 3.0 5.0 25.0 15.0 50.0 

10 1.1 2.1 3.1 4.5 5.5 2.0 3.0 5.0 30.0 15.0 55.0 

11 1.1 2.1 3.3 4.5 5.5 2.0 3.0 10.0 30.0 15.0 60.0 

12 1.1 2.1 3.4 4.5 5.5 2.0 3.0 15.0 30.0 15.0 65.0 

13 1.5 2.5 3.5 4.1 5.5 15.0 20.0 20.0 0.0 15.0 70.0 

14 1.1 2.2 3.5 4.5 5.5 2.0 8.0 20.0 30.0 15.0 75.0 

15 1.1 2.3 3.5 4.5 5.5 2.0 13.0 20.0 30.0 15.0 80.0 

16 1.3 2.3 3.5 4.5 5.5 7.0 13.0 20.0 30.0 15.0 85.0 

17 1.4 2.3 3.5 4.5 5.5 12.0 13.0 20.0 30.0 15.0 90.0 

18 1.5 2.5 3.4 4.5 5.5 15.0 20.0 15.0 30.0 15.0 95.0 

19 1.5 2.5 3.5 4.5 5.5 15.0 20.0 20.0 30.0 15.0 100.0 

Fig. 7. Self test by learning of 19 cases.

Fig. 8. Prediction RMR after learning(19 cases).

Fig. 6은 3125개의 RMR 점수에 대하여 평가한 것으로 

선형회귀분석 상관관계(r
2
)는 0.1176으로 자가 테스트 결

과와 비교하여 아주 낮았다. 따라서 적은 수의 학습자료는 

자가 테스트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전체자료에 대한 

테스트에서는 전혀 맞지 않은 평가결과를 보여 주었다.

[2] 선정자료(Select data)

Table 6은 Table 3의 3125개의 RMR을 오름차순으로 정

렬하고 RMR 점수를 10~100까지 +5씩 증가시켜 RMR 점

수에 대응하는 RMR 인자의 학습코드와 점수에 대한 19개

의 학습자료를 추출한 것이다. 학습결과 Cost function은 

0.538에 수렴되었으며 4가지 학습자료 중 가장 우수한 학

습결과를 보여 주었다.

Fig. 7은 19개의 학습자료에 대한 자가 테스트 결과 선형

회귀분석 상관관계(r
2
)가 0.9963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학

습자료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다.

Fig. 8은 본 학습결과의 평가를 위하여 3125개의 RMR 

점수에 대하여 평가결과로서 선형회귀분석 상관관계(r
2
)

는 0.9637로 자가 테스트 결과보다 다소 낮았다.

[3] 강건설계(Robust design)

강건설계는 적은 수의 실험으로 많은 인자를 연구하기 

위하여 직교배열(orthogonal arrays)이라는 수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직교배열표는  
  형태로 표시하는데, n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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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Learning data by robust design of RMR factors

Class.

Code of RMR classification Rating of RMR classification

RMRStr.

[1]

RQD

[2]

Discontinuities G/W

[5]

Str.

[1]

RQD

[2]

Discontinuities G/W

[5]Spac.[3] Con.[4] Spac.[3] Con.[4]

1 1.1 2.1 3.1 4.1 5.1 2 3 5 0 0 10
2 1.1 2.2 3.2 4.2 5.2 2 8 8 10 4 32
3 1.3 2.2 3.4 4.1 5.3 7 8 15 0 7 37
4 1.2 2.1 3.2 4.3 5.4 4 3 8 20 10 45
5 1.2 2.4 3.5 4.1 5.2 4 17 20 0 4 45
6 1.2 2.5 3.1 4.2 5.3 4 20 5 10 7 46
7 1.5 2.3 3.2 4.1 5.5 15 13 8 0 15 51
8 1.1 2.3 3.3 4.3 5.3 2 13 10 20 7 52
9 1.4 2.5 3.3 4.1 5.4 12 20 10 0 10 52

10 1.5 2.4 3.3 4.2 5.1 15 17 10 10 0 52
11 1.3 2.1 3.3 4.5 5.2 7 3 10 30 4 54
12 1.4 2.1 3.4 4.2 5.5 12 3 15 10 15 55
13 1.4 2.3 3.1 4.4 5.2 12 13 5 25 4 59
14 1.3 2.3 3.5 4.2 5.4 7 13 20 10 10 60
15 1.3 2.5 3.2 4.4 5.1 7 20 8 25 0 60
16 1.4 2.2 3.5 4.3 5.1 12 8 20 20 0 60
17 1.2 2.2 3.3 4.4 5.5 4 8 10 25 15 62
18 1.2 2.3 3.4 4.5 5.1 4 13 15 30 0 62
19 1.3 2.4 3.1 4.3 5.5 7 17 5 20 15 64
20 1.5 2.2 3.1 4.5 5.4 15 8 5 30 10 68
21 1.1 2.4 3.4 4.4 5.4 2 17 15 25 10 69
22 1.5 2.1 3.5 4.4 5.3 15 3 20 25 7 70
23 1.4 2.4 3.2 4.5 5.3 12 17 8 30 7 74
24 1.5 2.5 3.4 4.3 5.2 15 20 15 20 4 74
25 1.1 2.5 3.5 4.5 5.5 2 20 20 30 15 87

Fig. 9. Self test by learning of 25 cases.

Fig. 10. Prediction RMR after learning(25 cases).

요한 실험의 수이고 a는 실험에 사용되는 인자(factor)의 

수, 그리고 b는 인자가 변화하는 수준(level)의 수로써 n회 

실험으로 회 만큼의 실험효과를 얻을 수 있다(Madhav, 

1989). 강건설계는 광산관련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

능한 것으로써(Jang, 2018), 직교 배열표는 표본으로 만들

어진 것을 사용해도 되고 해석에 알맞은 것이 없을 때는 실

험 목적에 맞게 만들어도 된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3의 5개 RMR 인자에 대하여 각각 5

개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소의 수준을 강건설계에 의

하여  
 의 직교배열로 Table 7과 같은 학습자료를 추

출하였다.

Table 6과 Table 7을 비교하였을 때 Table 6은 RMR 점수

가 중복되지 않았으나, Table 7은 RMR 인자들의 학습코드

와 점수는 다르지만 일부 구간에서 RMR 점수가 중복되는 

특성이 있다. Fig. 9는 25개 학습자료에 의한 자가 테스트 

결과를 선형 회귀분석 상관관계(r
2
)는 0.9764로서 [2]번 방

법의 학습결과 보다 다소 낮았다.

Fig. 10은 3125개의 RMR 평가결과를 보여 준 것으로 선

형 회귀분석 상관관계(r
2
)는 0.9764로서 자가 테스트 결과

와 같았고 [2]번 방법의 상관관계 r
2
=0.9637 보다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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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Learning and prediction by code and rating of RMR 5 factors

Classification N Time C.F. Self test, (r
2
) Prediction, (r

2
) T.Total cases, (r

2
)

[1] RMR factors 5 28sec 1.092 0.9993 0.1176 -

[2] Select cases 19 1min 12sec 0.538 0.9963 0.9637 0.9870

[3] Robust design 25 1min 1sec 1.092 0.9764 0.9764 1.0000

[4] Total cases 3125 1min 53sec 1.092 0.9764 0.9764 1.0000

 C.F. : Cost function, T.Total cases : Test by learning of total cases

Fig. 11. Test of learning result by total cases and 19 cases.

Fig. 12. Test of learning result by total cases and robust 

design(25 cases).

[4] 전체 경우의 수(Total cases)

본 연구에서는 Table 4의 [1]~[3]의 3가지 방법의 학습효

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4]번과 같은 전체 경우의 수인 3125

개의 RMR 인자들의 학습코드와 점수를 학습자료로 사용

하였다. 학습결과 Cost function은 1.092에 수렴되었으며 

자가 테스트 결과 상관관계(r
2
)는 0.9764로서 강건설계에 

의한 학습결과로 예측한 3125개의 RMR 값들을 도시한 

Fig. 8과 완벽하게 일치하였다.

학습결과의 고찰

ANN에 의한 기계적인 RMR 분류를 위하여 4가지 학습

자료로 학습시킨 학습결과와 예측값들을 Table 8에 정리하

였다. 표에서 예측값(prediction)은 전체 경우의 수인 3125

개의 RMR 값을 의미한다. 표에서 자료 수가 아주 작은 경

우의 자가 테스트 결과는 아주 양호하였으나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예측결과는 아주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2]번 학습자료의 경우 학습효과(cost function)는 0.538

로 가장 양호하였으나 3125개의 예측값에 대한 선형회귀

분석 상관관계(r
2
)는 0.9637로 강건설계에 의한 0.9764보

다 다소 낮았으며, Fig. 11과 같이 전체 경우의 수에 의한 학

습결과와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3]번 강건설계에 의한 

학습효과는 자가 테스트에서 다른 방법보다는 다소 낮았지

만 3125개의 예측값에 대한 선형회귀분석 상관관계(r
2
)는 

0.9764로서 제일 높았다. 이 방법은 전체 3125개의 학습자

료로 학습시켜 자가테스트한 [4]번의 결과와 완벽하게 일

치하였다. Fig. 12는 [3]번의 학습결과로 [4]번을 예측한 것

을 나타낸 것으로써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고 하였다.

따라서 ANN에서 학습자료를 정형적인 표로 만들 수 있

다면 강건설계에 의하여 간편하게 학습자료를 전체의 1% 

이하로 축소 시켜서 동일한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강건설계에 의한 학습자료가 전체자료를 학습자료로 사용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분석에서 강건설계에 의한 학습자료 추출은 의미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습결과의 튜닝

학습자료 분석

ANN RMR 분류시스템의 학습자료는 4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강건설계에 의한 25개의 학습자료를 선정하였

다. Fig. 13은 각 RMR 인자별 25개 수준에 대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RMR 인자들 간의 상관성은 거의 

없는 자료구조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RMR과 RMR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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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Multi correlation between RMR and RMR factors.

Fig. 14. Tuning method of prediction RMR.

간의 상관관계는 불연속면의 조건이 0.71, RQD가 0.40이

었고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불연속면의 간격, 지하수 조건

은 거의 비슷한 상관관계를 갖는 학습자료 구조로 분석되

었다.

본 학습자료에 의한 학습결과로 1차 RMR 평가를 하고 

RMR 인자별 수준별 최적값으로 튜닝을 실시하였다.

튜닝(Tuning)

ANN에 의한 기계적인 RMR 분류의 예측이 100% 완벽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완벽한 시스템이 되려면 학습결

과에 의한 예측이 3125개의 RMR 값들을 100%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학습자료를 만들어 학습시킨 결과로 예측

한 결과 100% 일치되지 않았다. 이러면 기계적인 RMR 분

류를 시스템적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ANN에 의한 1차 예측값들에 대하여 튜닝

(tuning range,TR)을 Fig. 14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Fig. 14에서 그림은 좌표계가 아닌 그룹화를 위한 개념도

로써 Rx(x=1~5)는 RMR 요소들의 수준별 점수이고, 

Cx(x=1~5)은 RMR 요소들의 수준별 학습코드로서 모두 

상대적 크기와 무관하며 물리적인 의미는 없다. R3에 대한 

튜닝 값은 TR(R3)로써 다음식과 같이 이루어진다.

C3‑ > = ((R3-(R3-R2)/2)) ~ (R3+(R4-R3)/2))

= TR(R3) (3)

식에서 C3는 특정 RMR 인자의 3번째 수준의 학습코드

로써 시스템에 의한 예측결과가 ±R3라면 R3로 튜닝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R3의 범위는 다음식과 같다.

((R3-(R3-R2)/2)) < R3 ≦ (R3+(R4-R3)/2)) (4)

(4)식에서 튜닝 범위로 수준별 경곗값은 낮은 단계의 수

준에 포함 시켰다. 실제로 학습이 잘 이루어지면 (4)식의 범

위내에 예측값들이 분포함으로 경곗값에 의한 튜닝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Fig. 15는 학습자료에 의한 예측값들의 튜닝을 실시한 것

으로써 학습자료와 예측값이 완전히 일치되었으며, Fig. 16

은 [3]번 강건설계의 학습결과로 3125개 RMR자료에 대한 

예측값을 튜닝한 것으로써 실제값과 완전하게 일치하였다. 

그림에서 작은 도표는 튜닝전의 예측값들이다.

따라서 ANN에 의한 RMR의 기계적 분류는 강건설계에 

의한 학습자료로 학습을 시키고 학습결과로 예측한 RMR 

인자들의 수준별 점수를 튜닝함으로서 100% 예측 가능한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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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elf test by tuning of prediction RMR.

Fig. 16. RMR by tuning of prediction RMR.

결   론

강건설계에 의하여 학습자료를 추출하고 학습결과에 따

라 예측한 RMR 값을 튜닝함으로써 완벽한 ANN RMR 분

류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ANN에 의한 RMR 분류시스템을 학습모델과 평가

모델로 작성하였으며 평가모델은 학습모델의 학습

결과를 토대로 RMR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

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킨다면 학습모델은 원천기술

이 되며 평가모델은 원천기술의 학습결과를 활용하

기 때문에 이용자는 다수가 될 수 있다.

(2) 학습자료 수가 작은 경우 학습에 의한 자가 테스트는 

양호하였으나 실전평가에서는 아주 낮은 예측결과

를 보여 주었다. 강건설계에 의한 학습자료는 자가 

테스트에서 RMR을 일정한 간격으로 작성한 학습자

료보다 상관관계가 낮았지만 실전 테스트에서의 예

측결과는 제일 양호하였다.

(3) 강건설계에 의하여 전체 경우의 수를 1% 이하로 축

소한 학습자료로 전체자료와 동일한 학습효과를 얻

었다는 것은 학습자료 습득에 드는 노력과 비용을 크

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강건설계에 의한 25개의 학습자료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RMR 인자들 간의 상관성은 거의 없는 학

습자료구조로 분석되었다.

(5) ANN을 이용한 기계적 RMR 분류에 대한 예측치의 

선형 회귀분석결과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완전하게 

일치되지는 않았다. 예측값들에 대한 수준별 튜닝을 

실시함으로써 3125개의 테스트에서 실제값과 완전

하게 일치하는 기계적 RMR 분류를 구현할 수 있었다.

(6) 본 연구를 통하여 ANN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학습자료 추출방법으로 학습자료

가 정형화되어 있다면 강건설계를 매우 유용하게 적

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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