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해양기상자료(Metocean data)는 해양구조물(Offshore structure)의 운송(Transportation), 설치(Installation), 운용(Operation) 및 생존

(Survival), 상선의 출항 시기 및 항로 결정,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개발사업, 연안 공사(Offshore constructon) 등 해양산업에 필

수적인 요소이다. 1854년 풍속 및 파고 시계열 관측을 위해 선상 측정(Shipboard measurement)이 시작되었고, 1970년대 해양기상관측을 

위한 해상부이(Buoy)가 도입되었다. 1970년대 후반 해양관측위성(Marine observation satellite)의 출현으로 바람과 파랑을 좀 더 깊고 넓

게 이해하게 되었고, 점진적인 기술의 발달로 전 지구를 포함하는 약 30년의 데이터가 구축 되었다(Meucci et al., 2020). 축적된 계측 자료

는 바람과 파의 에너지 균형방정식(Energy balance equation)과 파동 에너지의 미분 방정식 등 많은 해양물리모델(Ocean wave model)과 수

리적 기법을 통해 계산된 재해석(Reanalysis) 및 후측(Hindcast) 자료 생성에 활용되었으며, 발전을 거듭한 수치모델들은 전 지구적 해양

기상현상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중기예보센터(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CMWF)와 미국 해양대기

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이 대표적인 기관이다. 또한 해양기상자료의 통계분석은 상선 및 해양구조물

의 생애주기(Lift cycle) 동안의 운용과 생존을 위한 10년, 20년, 100년 등의 극치값(Extreme value)을 예측하고 있다(Park et al., 2020).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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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수치파랑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형 및 해상풍을 입력 조건으로 필요하며, 파의 시·공간적인 변화를 물리법칙에 따라 추정하기 

때문에 관측 데이터를 대신할 수준의 정밀도를 갖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ML)을 이용하

여 파고를 추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Kumar et al., 2018). 
기계 학습은 인간이 수학 및 통계적 기법을 통해 특정 문제를 수치화(함수정의, 경계조건 부여 등) 하여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

게 해주는 방법과 달리 인간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계 스스로 학습하고 해답에 대한 규칙을 찾게 하

는 방법이다. 즉, 기계 학습은 문제 해결을 위한 특정 수학적 형식 없이 기계 스스로 학습을 통해 입·출력 간의 관계를 찾는 데이터 지향

(Data-driven) 모델링 기술이다. 기계 학습은 1940년부터 1950년까지 다양한 영역의 과학자들이 인공적인 두뇌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

기 시작하였고, 1956년 공식적으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 이후로 기술적 부흥기와 침체기를 

거쳐 현재는 기계 학습,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딥러닝(Deep learning) 등으로 불리며 다양한 학문 및 산업 분야에 접

목되고 있다. 기계 학습은 빅데이터 기술과 컴퓨터 성능의 향상으로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Haenlein and 
Kaplan, 2019). LeCun et al.(2015)은 대표적인 기계 학습모델인 순방향 신경망(Feedforward neural network, FNN), 합성곱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Long-short term memory, LSTM)
을 소개하였고, 이 기계 학습모델들은 간단한 회귀 문제에서부터 이미지 및 음성 인식, 언어처리, 의료산업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고 언급하였다. 그 밖에도 순방향 신경망을 이용한 유류 유출탐지(Kim and Kim, 2017), 태풍의 진로 예측(Kim et al., 2019),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을 이용한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Kim and Lee, 2020) 등이 연구되고 있다. 
 Jain and Deo(2006)은 해양공학분야에 순방향 신경망을 활용하여 해양기상예측(파고, 파주기, 풍속, 조위(Tidal level) 등), 구조물에 작용

하는 환경 외력(Environmental force), 해양구조물의 손상, 선박의 운동과 형상 설계(Hull design) 등의 선행연구를 소개하였다. 그중 순방향 

신경망을 이용하여 한 지점의 해양기상을 예측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부이에서 계측된 과거의 파랑 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미래의 파랑변수(유의파고, 파주기)를 예측하는 연구가 수행되었고(Deo and Naidu, 1998; Makarynskyy, 2004), 순환 신경망을 이용하여 파

랑변수를 예측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Mandal and Prabaharan, 2006). 또한 한 지점의 과거 바람 자료(풍속, 풍향 등)를 이용하여 순방향 신

경망을 통해 파랑변수를 예측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Deo et al, 2001; Kim, 2020). Malekmohamadi et al.(2011)은 순방향 신경망을 포함한 다

양한 소프트 컴퓨팅(Soft computing)방법(서포트 벡터머신(Support vector machines, SVMs),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s, BNs), 
Adaptive neuro-fuzzy inference system, ANFIS))을 이용하여 유의파고를 예측하였고, 순방향 신경망이 다른 모델과 비교하여 우수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을 보였다. 파고예측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통계적 방법에 기계 학습모델을 접목한 하이브리드(Hybrid)형태의 모델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EOF)-wavelet-neural network, EOFWNN)이 제안되었고(Oh and Suh, 2018), 해수면 온도 예측 문제 해결을 위해 

합성곱 신경망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을 결합한(Convolutional Long short-term memory, ConvLSTM)이 제안되기도 하였다(Jung et al., 
2020). 하지만 해양기상예측을 위한 기계 학습은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가 스스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은 현재까지 불가하다. 기계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력자료와 적절한 기계 학습모델의 선정, 하이퍼파라미터(Hyperparameter)의 조정(Tuning) 작업 등

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며 예측이 우수한 기계 학습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에서 제공하는 대한해협(Korea Strait) 해양관

측부이(Oceanographic buoy)의 해양기상자료를 활용하여 유의파고를 예측하는 기계 학습모델을 제안한다. 입력데이터의 종류 및 수는 

수집된 해양기상자료의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고려하여 3가지 경우 구분하였다. 기계 학습모델은 윈도우 크

기(Window size)를 접목한 순방향 신경망(FNN)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LSTM)을 이용하였다. 중간층(Hidden layer)은 노드(Node)수, 층
(Layer)수, 활성화함수(Activation function) 등을 변경시켜가면서 검증셋에 대한 예측값과 실측값의 평균절대오차(Mean absolute error, 
MAE)가 최소가 되는 하이퍼파라미터의 조합을 도출하였다. 입력변수와 선정된 하이퍼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유의파고를 예측하는 기

계 학습모델과 그 특성을 결과로 나타내었다.

2. 해양기상자료 수집 및 통계 분석

국립해양조사원(KIOST)에서 제공하는 대한해협 해양관측부이의 해양기상자료를 수집하였다. 대한해협은 국내에서 건조하는 선박

이 인도 전 해상 시운전(Sea trial)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해역 중 하나이다. Fig. 1은 대한해협 해양관측부이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위
도(N 34°55′0″), 경도(E 129°07′16″)이다. 대한해협 해양관측부이는 2012년 9월부터 관측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용 중이며, 본 연

구에 사용한 자료의 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9년이다. 수집된 자료는 표층유속(Surface current speed), 표층유향(Surface current 
direction), 수온(Water temperature), 염분(Salinity), 유의파고(Significant wave height), 유의파주기(Significant wave period), 최대파고

(Maximum wave height), 최대파주기(Maximum wave period), 파향(Wave direction), 풍속(Wind speed), 풍향(Wind direction), 기온(Air 
temperature), 기압(Air pressure) 총 13가지로 30분 간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시 자료(Raw data)는 매년 평균적으로 17,500여 개가 계측되

어 저장되고 있으며 9년 동안 전체 자료의 수는 157,825개이다. 이 중 계측장비 오작동, 기상악화에 따른 시설물 수리 등으로 이상값

(Outlier)이 존재하였고, 이상값(‘NaN’,‘-’,‘0’,‘99.99’)이 포함되어있는 시점은 시점이 포함된 환경변수 전체를 자료에서 제거하였다. 원
시자료와 이상값을 제거한 후처리 자료(Filtered data)의 년도별 자료 개수를 Fig. 2와 Table 1에 정리하였다. 2012년과 2013년에 후처리 자

료의 개수가 현저히 낮은 이유는 해당 부이는 2012년 9월부터 운용되었고, 2013년에는 계측장비의 문제로 인해 유의파고와 해류의 정

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2년과 2013년의 자료를 제외하면 사용 가능한 자료의 양은 전체 약 7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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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Korea Strait oceanographic buoy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2021)

(a) Raw data (b) Filtered data
Fig. 2 Metocean data (2012~2020) of Korea Strait oceanographic buoy

Table 1 Data availability of metocean data of Korea Strait oceanographic buoy

Year No. of raw data No. of outlier data
(‘NaN’, ‘-’, ‘0’, ‘99.99’) No. of filtered data Data availability

(%)

2012 17,568 15,413 2,155 12.3

2013 17,520 17,520 0 0.0

2014 17,520 1,842 15,678 89.5

2015 17,520 2,536 14,984 85.5

2016 17,568 7,718 9,850 56.1

2017 17,521 1,061 16,460 93.9

2018 17,520 1,572 15,948 91.0

2019 17,520 7,304 10,216 58.3

2020 17,568 3,982 13,586 77.3

Total 157,825 58,948 98,877 -

후처리 된 약 98,800여 개의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3는 유의파고와 유의파주기에 대한 파 빈도분포표(Wave 
scatter diagram, WSD)를 나타내었고, 유의파고와 파향을 활용한 파랑장미(Wave rose)는 Fig. 4(a)에 나타내었다. 풍속과 풍향을 이용한 바

람장미(Wind rose)와 표층유속과 표층유향을 이용한 해류장미(Current rose)를 각각 Fig. 4(b), Fig. 4(c)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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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ave scatter diagram

(a) Wave (b) Wind (c) Current 
Fig. 4 Rose diagram for wave, wind, and current

 

파 빈도분포표는 유의파고는 1m, 유의파주기 1s 간격으로 빈도수를 나타내었고 가장 많은 빈도수를 가지는 파랑 조건은 유의파고는 

0m‒1m, 유의파주기는 4s‒5s이다. 파랑, 바람, 해류가 진행하는 방향은 장미도표(Rose diagram)를 이용하여 나타내었으며, 정북(North) 방
향(0°)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동쪽(90°), 남쪽(180°), 서쪽(270°)으로 구분한다. 국립해양조사원(KIOST)에 의하면 파랑과 해류는 진행

해 나가는 방향(Toward)을,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From)을 각 환경변수의 방향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방향을 기계 학습모델의 입력변

수로 선정하기 위해 풍향의 정의를 파향과 유향의 정의와 일치되도록 변경하였다. 16방위각 기준으로 가장 지배적인 파랑, 바람, 해류의 

방향은 각각 북동(NE), 남서(SW), 동북동(ENE)이다. 풍향의 경우 남동(SE)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바람의 빈도수도 높은데, 이것은 우리

Fig. 5 Probability histogram for water temperature, salinity, air temperature, and ai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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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겨울철에 부는 북서풍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된다.
나머지 수온, 염분, 기온, 기압은 확률을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였다(Fig. 5). 수온은 대체로 10℃부터 30℃ 사이에서 대체로 

균등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염분은 5psu를 기준으로 하는 단봉분포(Unimodal probability distribution)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

로 기온과 기압의 경우는 각각 20℃, 1010hPa을 기준으로 하는 단봉분포 형태를 띤다. 기온의 경우 –60℃ 부근의 현실성 없는 온도가 다

소 계측이 되었다. 해양기상자료에서 이상치를 구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계점(Threshold)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기계 학습의 장점 중 하나는 적은 양의 이상치는 기계 학습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고(Jain and Deo, 2006), 따라서 기온에 

대한 적은 양(전체 자료의 2%)의 이상치는 제거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끝으로 최대파고와 최대파주기는 본 연구의 입력변수로 사용되

지 않아 따로 도시하지 않았다.

3. 기계 학습방법론

인공 신경망의 기본구조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스(Synapse)라는 연결부위에서, 특정 임계치를 넘어서면 출력이 되는 인간의 뇌를 

모방하여 생성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층(Input layer), 중간층(Hidden layer), 출력층(Output layer)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가장 단순

한 기계 학습모델인 순방향 신경망과 시계열 학습에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을 기계 학습모델로 선정하였다. 순방

향 신경망의 첫 번째 층은 입력층으로 입력변수의 개수와 동일한 노드수가 선정되고, 마지막 층은 출력층으로 예측변수의 개수와 동일

한 노드수가 선정된다.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있는 것이 중간층으로 입력변수와 가중치(Weight)의 곱이 활성화 함수와의 연산을 통해 

계산된다. 중간층의 층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다층 순방향 신경망(Multilayer feedforward neural network) 또는 딥러닝(Deep learning)이

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기계 학습을 위해 데이터셋(Data set)은 훈련셋(Training set)-시험셋(Test set) 또는 훈련셋(Training set)-검증셋(Validation 

set)-시험셋(Test set)으로 분류하고, 중간층의 활성화 함수는 최근 몇 년간 Rectified linear unit(ReLU), Sigmoid, Hyperbolic tangent(Tanh)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LeCun et al., 2015).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는 출력값의 범위의 제한이 없는 경우 선형(Linear)함수가 사용된다.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와의 연산을 통해 나온 결과는 예측값(Predicted value)으로 실측값과 비교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주로 사용되는 오

차함수(Cost function)에는 평균제곱오차(Mean squred error, MSE), 평균절대오차(Mean absolute error, MAE) 등이 있다. 기계 학습은 예측

값과 실측값의 오차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가중치(Weight)와 편향(Bias)을 업데이트해 나가는데, 다층 신경망구조에서는 오차 역전파

(Back propagation) 알고리즘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은 출력층에서 입력층으로 진행하면서 오차함수의 편미분

을 활용하여 각 신경망의 가중치와 편향값을 업데이트 해나가는 방식인데, 학습률(Learning rate)에 따라 학습 속도를 제어할 수 있으며, 

Fig. 6 FNN and LSTM architecture with window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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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률이 과도할 경우 최적점(Global minima)에 도달할 수 없으며, 과소할 경우 학습이 느려지고 국소 최적점(Local minima)에 빠져 최적

점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국소 최적점에 빠지지 않도록 운동량(Moment) 개념을 도입하고 미분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고급경사하강법(Gradient descent method)인 아담 옵티마이저(Adam optimizer)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Cho, 2020).
피드백 연결이 구성되어 시계열 자료에 적합한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은 다층 구조를 가진 순환 신경망의 기울기 소실(Vanishing 

gradient) 또는 기울기 폭주(Exploding gradient)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이다. 최초 Hochreiter and Schmidhuber(1997)에 의해 순

환 신경망 내부노드를 메모리셀(Memory cell)이라 부르는 복잡한 구조로 바꾸어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Gers et al.(1999)에 의해 개선된 형

태의 기계 학습모델이 사용되고 있다.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은 순방향 신경망과 유사하나 3개의 개폐장치와 내부노드에서 동일한 가중

치를 공유한다는 차이가 있다. 3개의 개폐장치는 input gate, forget gate, output gate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력받는 정보의 기억 정도를 결정

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결과를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한다(Ann, 2016; Jung et al., 2020).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의 구조는 입력층, 
중간층, 출력층을 가지고 있으며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를 통해 가중치와 편향값을 업데이트함으로써 실측값과 오차가 최소가 되는 예

측값을 결과로 도출한다.
순방향 신경망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두 연속적인 자료(Sequence data)를 입력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연속적인 자료의 개수를 

윈도우 크기(Window size)로 정의한다. 윈도우 크기를 접목한 순방향 신경망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을 Fig. 6에 도식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 학습을 위해 파이썬(Python 3.7.10), 텐서플로(Tensorflow 2.4.1), 케라스(Keras 2.4.0)로 개발 환경을 구성하였다. 단

일 시점의 자료를 입력 받는 순방향 신경망, 윈도우 크기 개념을 접목한 순방향 신경망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을 이용하여 유의파고를 

예측하였으며, 기계 학습모델의 성능평가를 위해 데이터셋을 훈련셋-검증셋-시험셋으로 구분하여 홀드아웃 검증(Holdout validation)을 

수행하였다. 훈련셋(2012년~2018년)-검증셋(2019년)-시험셋(2020년) 자료의 비율은 약 76:10:14이다. 입력자료에 대한 윈도우 크기, 중
간층의 노드수와 층수, 활성화 함수(식 (1)–(3))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해석(Sensitivity analysis)을 수행하였고, 아담 옵티마이저를 통해 검

증셋의 예측값과 실측값의 평균절대오차(식 (4))이 가장 적은 결과를 최적의 하이퍼파라미터 조합으로 선정하였다. 

    ma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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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식 (4)에서 은 데이터셋의 전체개수이고, 는 예측값, 는 실측값이다.

3.1 입력층 선정

기계 학습모델의 입력층 변수 선정을 위해 수집한 해양기상자료에 대해 식 (5)의 피어슨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를 

도출하였다(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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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for metocea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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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에서 와 는 상관계수를 계산할 해양기상자료의 개별 값이고, 는 는 선정된 해양기상자료의 평균값이다. 여기서 은 해양

기상자료의 개수이다.
예측변수인 유의파고()와 상관도가 가장 높은 것은 상관계수가 0.97인 최대파고()이고, 다음으로 유의파주기(), 최대파주

기()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의파고와 특성을 같이하는 파랑자료는 입력자료로 사용하지 않았고, 파랑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변수만을 이용하여 유의파고를 예측하는 기계 학습모델을 고안하였다. 파랑자료를 제외하면,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높은 순서는 풍속(Wind speed), 풍향(Wind direction), 유향(Current direction), …, 수온(Water temperature) 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입력변

수 조건을 3가지로 구분하였고, 유향과 풍향은 방향에 대한 불연속성(0deg~360deg)을 해결하기 위해 식 (6)을 이용하여 극좌표계의 방향 

표현 방법을 데카르트 좌표계(x,y)로 변경하여 입력변수로 활용하였다(Table 2). 특성 스케일링(Feature scaling)방법을 통해 입력변수를 

표준화(Standardization)하였다(식 (7)). 입력변수 간 분포의 특성을 동일하게하여 경사하강법이 잘 적용되도록 하였다.

    cos   sin (6)

  

 (7)

식 (6)에서 는 각도를 의미하고, 식 (7)에서 는 입력변수, , 는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입력변수를 3, 5, 10으로 구분하였는데, 
입력변수 3개인 것은 풍속과 풍향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파랑을 예측하는 순방향 신경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풍속과 풍향이기 때문

이며(Mohjoobi et al., 2008), 바람자료만을 이용하여 파고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접근방법이라 판단된다. 입력변수 5, 10개인 것

은 출력변수와 입력변수간의 상관계수에 따른 영향을 보기 위해 구분하였다.

3.2 중간층 선정

중간층의 노드수 및 층수는 훈련셋에 대한 모델의 수용력(Capacity)과 관계있는 하이퍼파라미터이다. 수용력이 낮으면 학습과정에서 

오차를 충분히 줄이지 못하는 과소적합(Underfitting)이 발생하며, 수용력이 과하면 시험셋의 예측과 관계가 없는 패턴까지 학습하는 과

적합(Overfitting)이 발생할 수 있다. 입력변수에 대응하는 중간층의 층수와 노드수를 결정하는 뚜렷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몇몇 경

험적인 식이 존재하긴 하나(Huang and Foo, 2002), 반복적인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최적의 하이퍼파라미터를 결정해야한다. 따라서 중

간층의 층수와 노드수에 대해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고 실험 매트릭스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옵티마이저와 오차함수는 각각 아담

(Adam)옵티마이저, 평균절대오차를 사용하였고, 배치(Batch)수와 에포크(Epoch)수는 각각 256, 200으로 고정하였다. 그리고 과적합

(Overfitting)을 방지하기 위해 반복 학습 과정에서 검증 오차가 최솟값이 될 때 학습을 중단하는 조기종료(Early stopping)기법을 적용하

였다. 학습률은 0.001(Kingma and Ba, 2014), 출력층에 대한 활성화 함수는 선형(Linear)함수를 사용하였다.

Table 3 Test matrix for the sensitivity analysis

No. of input data Input variables Note
3 Wind speed, wind direction (x,y) Wind data only

5 Wind speed, wind direction (x,y)
Current direction (x,y) Data (  > 0.1)

10
Wind speed, wind direction (x,y)

Current speed, current direction (x,y)
Water temperature, salinity, Air temperature, air pressure

All data, excluding wave data

Table 2 Input variables for the input layer

ML model
Input layer Hidden layer

Activation function
No. of data (m) Window size for 

sequence data (W) No. of node No. of layer

FNN

3
5
10

   1 (30 min)
48 (1 day)

  720 (15 day)
1440 (30 day)

1
10
30
50
100

1
2
3
4

ReLU
Sigmoid

Tanh

LSTM

1
4
8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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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향 신경망,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 모델은 하이퍼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 720개가 생성되며 각 모델에 대해 학습을 수행하였고, 
에포크마다 검증셋의 예측값과 실측값의 평균절대오차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결과를 대푯값으로 채택하였다. 계산된 720개의 결과 중 

평균절대오차가 가장 작은 조합을 최적의 하이퍼파라미터로 선정하였다.
단일 시점의 입력변수와 예측변수로 이루어진 훈련셋으로 학습된 순방향 신경망(FNN(W1))을 기준성능으로 선정하였고, 각 기계 학

습모델에서 윈도우 크기가 48(1일)인 순방향 신경망(FNN(W48))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LSTM(W48))이 해당 하이퍼파라미터에서 평

균절대오차가 최소가 되었다(Table 4).

4. 기계 학습모델을 이용한 유의파고 예측 결과

3가지 기계 학습모델(FNN(W1), FNN(W48), LSTM(W48)), 3가지 입력변수(3, 5, 10) 그리고 최적의 하이퍼파라미터 조합(Table 4)을 이

용하여 유의파고를 예측하였다. 시험셋을 통해 기계 학습모델을 평가하였고, 시험셋의 입력변수를 입력하여 산출한 예측값과 시험셋의 

예측변수를 시계열과 히스토그램으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8은 기계 학습모델 3가지 방법과 입력변수 3가지 조건에 대한 시계열 그래프이며 각 그래프 우측 상단에 예측값과 실측값의 평균

절대오차(MAE)를 표기하였다. 전반적으로 바람변수만을 이용한(입력변수 3)모델의 평균절대오차가 가장 작게 계산되었고, FNN(W1)
보다는 윈도우 크기 48을 사용한 FNN(W48)과 LSTM(48)의 결과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im(2020)은 외연도 해상부이자료 중 풍

속, 풍향, 파향을 이용하여 FNN(W1)을 통해 유의파고를 예측하였고, 평균절대오차가 0.283m인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입력변

수로 사용한 풍속이 유의파고와 높은 상관도(  > 0.8)를 가졌기 때문에 FNN(W1)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도출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FNN(W48)에서는 입력변수의 개수가 점점 증가할수록 평균절대오차가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LSTM(W48)의 경우 입력변수 

5와 10에서 같은 크기의 평균절대오차를 가진다. 

(a) FNN (W1)

Fig. 8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d and predicted values in time series varied with input nodes and ML models (continuation)

Table 4 Summary of ML models and hyperparameter

ML model
Input layer Hidden layer

Activation 
function

Cost 
function Batch Epochs

No. of data (m) Window size for 
sequence data (W) No. of node No. of layer

FNN (W1) 3
5
10

1 (30 min)
30 3 ReLU

MAE 256 200FNN (W48) 48 (1 day)
LSTM (W48) 48 (1 day) 8 2 Ta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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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FNN (W48)                                                                                             (c) LSTM (W48)

Fig. 8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d and predicted values in time series varied with input nodes and ML models

실측값 대비 예측값의 파고별 빈도를 확인하기 위해 유의파고에 대한 두 값의 확률 히스토그램을 나타내었다(Fig. 9). 그래프는 각 기

계 학습모델에 대해 한쪽은 전체 자료에 대한 확률 히스토그램을, 반대쪽은 유의파고 2m 이상의 확률이 낮은 부분을 확대하여 나타내었

다. FNN(W1)은 실측값의 빈도가 가장 높은 유의파고 0.6m 부근에서 예측값이 실측값 보다 높은 빈도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2m 이상의 

파고에서는 실측값보다 낮은 빈도를 보인다. FNN(W48)과 LSTM(W48) 두 모델의 경우 실측값의 빈도가 가장 높은 0.6m 부근에서의 예

측값은 실측값과 유사한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실측값에서 5m 이상의 높은 파고가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3가지 기계 학습모델 모

두 파고가 5m 이상의 영역에서 실측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FNN (W1)

Fig. 9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d and predicted values varied with input nodes and ML models using the histogram (contin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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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FNN (W48)                                         (c) LSTM (W48)

Fig. 9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d and predicted values varied with input nodes and ML models using the histogram 

Table 5 WMO sea state code (3700) (WMO, 2019)

Sea State Wave height 
(m)

Median wave height 
(m) Characteristics

0 0.00 - Calm (glassy)
1 0.00‒0.10 0.050 Calm (rippled)
2 0.10‒0.50 0.300 Smooth (wavelets)
3 0.50‒1.25 0.875 Slight
4 1.25‒2.50 1.875 Moderate
5 2.50‒4.00 3.250 Rough
6 4.00‒ 6.00 5.000 Very rough
7 6.00‒9.00 7.500 High
8 9.00‒14.00 11.500 Very high
9 Over 14.00 - Phenomenal

(a) FNN (W1) (b) FNN (W48) (c) LSTM (W48)

Fig. 10 Nondimensionalization of the MAE with sea state 

끝으로 해상상태(Sea state) 개념을 도입하여 예측값과 실측값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해상상태(Sea state, SS) 코드는 World 



Sung Boo Park et al.

Meteorological Organization(WMO)에서 해상상태를 0~9등급으로 구분한 것을 사용하였다(Table 5). 시험셋으로 사용한 실측값의 유의파

고는 WMO에서 제공하는 해상상태 SS2~SS7등급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각 해상상태 범위에서 예측값과 실측값의 평균절대오차(MAE)

를 해당 해상상태의 중앙값(Median)으로 무차원하여 나타내었다(Fig. 10).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의 대한해협 해양관측부이에서 수집한 해양기상자료를 활용하여 유의파고를 예측하는 기계 학습모델

을 제안하였다. 기계 학습모델은 순방향 신경망과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을 이용하였다. 해양기상자료간의 피어슨 상관(Pearson 
correlation)분석을 통해 입력변수를 3가지 경우로 선정하였고, 윈도우 크기, 중간층의 노드수, 층수, 활성화함수에 대한 민감도 해석을 

통해 평균절대오차가가 최소인 하이퍼파라미터 조합을 얻었다. 이때 옵티마이저로는 아담(Adam)을 사용하였고, 배치와 에포크는 각각 

256, 200으로 고정하였다. 윈도우 크기가 1(30분)과 48(1일)인 순방향 신경망(FNN(W1), FNN(W48))과 윈도우 크기 48인 장단기 메모리 

신경망(LSTM(W48))의 유의파고 예측 결과를 시계열과 히스토그램을 통해 실측값과 비교하였다. 또한 해상상태(Sea state) 코드를 접목

하여 각 모델과 입력변수에 대해 각 해상상태의 중앙값으로 무차원화 된 평균절대오차를 비교하였다. 입력변수를 바람자료만으로 구성

한 예측 결과의 평균절대오차가 가장 작았으며, 유의파고와 상관도가 다소 떨어지는(  < 0.1) 환경변수를 입력변수로 활용하였을 때 평

균절대오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FNN모델인 FNN(W1)과 FNN(W48)의 비교에서는 FNN(W48)이 시험셋에 대한 평균절대오

차가 더 작게 나왔으며, 같은 윈도우 크기인 FNN(W48)과 LSTM(W48)의 비교에서는 LSTM(W48)이 미미하게 시험셋에 대한 평균절대

오차가 작게 나타났다. 하지만 해상상태에 따른 평균절대오차를 비교해보았을 때, 입력변수가 3일 때 SS2를 제외한 나머지 SS3~SS7 영
역에서 FNN(W48)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계산시간 측면에서도 FNN(W48)이 LSTM(W48)보다 두 배 빨랐다. 따라서 유의

파고 예측의 정도와 계산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FNN(W48)이 대한해협의 유의파고를 예측하는 적합한 기계 학습모델이

라 평가된다. 유의파고 예측시 상관계수를 통해 입력변수를 선정하는 것은 기계 학습 시 좋은 결과를 도출 할수 있으며 바람자료(풍속, 
풍향)만으로도 좋은 예측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유의파고가 4m 이상의 고파랑 영역에서 예측정확도가 다소 떨어지

는 것은 태풍에 의한 고파랑 자료 개수가 충분하지 않아 고파랑 예측이 저평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태풍발생 

시 고파랑자료를 확대하거나, 제한적인 고파랑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 학습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바람

자료만을 이용하여 유의파고를 예측하는 기계 학습모델은 해상 시운전(Sea trial) 시 해상상태에 따른 파랑 중 선박의 부가저항을 예측하

여 엔진의 추력(Power)을 조정하는 현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대한해협 해양관측부이 주변의 다른 해양관측부이의 

자료나 후측(Hindcast)자료를 입력변수로 활용하여 대한해협의 유의파고예측 모델의 정도를 높이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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