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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nd KEYWORDS

Research

Objective
Purpose

○ Development of wave-induced coastal disaster modelling platform
with application of AI techniques

○ Development of wave over-topping prediction systems for major
Korean port structures

○ Development of short-term sea-fog occurrence-possibility prediction
system with fine mesh grid-based numerical models

Contents

○ Development of wave-induced coastal-disaster modelling platform with
application of a coastal imaging system and AI techniques
- Development of 3-D imaging-based observation system for coastal
disaster reduction and water depth inversion

- Development of coastal wave modelling technology with application of
image-based AI

○ Development of wave over-topping prediction systems for major Korean
port structures
- Establishment of a numerical over-topping prediction system using
regional wave model outputs as input & boundary conditions

- Test-bed experiments in major Korean port structures including Pusan

○ Development of short-term sea-fog occurrence-possibility prediction system
with fine mesh grid-based numerical models
- Analysis of sea-fog occurrence mechanism using observation data
- Establishment of short-term sea-fog prediction system based on both
observations and fine mesh grid-based numerical models

Results
○ AI-based wave modelling system
○ Wave over-topping prediction system with a test-bed for the Pusan port case
○ Sea-fog prediction system with fine mesh grid-based numerical models

Expected
Contribution

○ Advancing next generation coastal wave modelling capacity to obtain
global level research and industrial leadership

○ Reducting coastal disasters induced by ocean surface waves by improving
wave prediction system

Keywords
Coastal disaster Coastal waves Wave overtopping

Video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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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연안 재해는 자연의 힘에 기인하여 인간의 거주지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극한

현상이다. 그중 해안 및 연안 지대는 육지와 바다 사이를 연결하는 공간적 특성을 갖

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을 해안선을 중심으로 영해와 수 킬로미터 내륙의 한계를

포함하여 정의할 경우, 지구 표면의 15% 이하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하다. 다른 한 특

징은 이 지역에는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이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곳은 해양 재해의 영향을 가장 받기 쉬운 지역 중 하

나라는 얘기다. 해양재해 등 각종 자연 재해가 다름 아닌 해안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고, 수많은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1.1은

자연 재해의 발생 통계치 및 피해의 추정치를 보여준다.

자연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해안 지역은 재해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

응기술 및 관리정책 수립을 필요로 한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전 세계 많은 국가

들이 연안재해의 저감을 위하여 과학적 및 공학적 연안재해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공학적인 대응기술의 개발 외에도, IT기술이 점차 첨단화되고 있는

21세기 들어서는 보다 과학적인 재난관리 정책의 수립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도입된 통합 연안관리정책은 재해 경보 및 재난관리 시스템을

결합하고, 해양기상, ICT 기술, 관리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 입력에 근거하

여 연안 지역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개념을 함의하고 있다. 원격

탐사, 지리정보 시스템(GIS) 등 ICT 기술은 해양 재난관리 정책에 기술적인 정보지

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그중 원격 탐사는 오랫동안 자연환경 관측자료와 환경

변화 모니터링자료를 제공하는 환경정보의 중요한 원천이었다.

특히, 원격탐사는 육상과 해양의 넓은 지역에 걸쳐 동시간대에 한꺼번에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그런즉 이런 원격탐사 기술로부터 우리는 해안에 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원격탐사 이미지 자료에 지리정보 시스템의 기

술을 적용할 경우, 원격탐사 자료에 빠르고 쉽게 액세스할 수 있고, 공간적 및 시간

적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더 많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로 생성할 수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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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1950년대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의 발생 추세 및 피해규모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연안지역에서도 경제 및 사회활동의 증가와 함께, 매년 여

름철 태풍과 겨울철 저기압에 기인한 기상악화로 연안재해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

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만 하더라도 약 12조 8,179억 원에

달하고, 연안지역에서는 풍랑에 의한 피해액이 464억 원에 달한다. 더욱이 재산피해

뿐만이 아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안에서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하여 연안도시

지역을 찾아드는 많은 내방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연안에서의 인명사고도 연중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통계만 보더라도 연안 인명사고는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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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69명에 달한다. 그런데 이런 인명사고는 여름철 해수욕장에서의 인명사고 뿐만

아니라 항·포구 및 방파제 등 연안도시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로 분석된

다.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거대 파랑현상 및 겨울철 북서계절풍으로 인한 고파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연안도시 지역 여러 곳에서 해수범람 및 파랑침습 피해가 빈번하게

속출하고 있다(그림 1.2.1). 또한, 연안지역에서의 급격한 도시화 개발이 진행되고 있

으나 연안재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대책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와

함께 기후변화 영향의 향후 미래예측의 불확실성에 따른 연안도시의 취약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90, 9월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동

해안 일대에 발생한 해수범람 사진>
<너울성 고파랑으로 인한 제주 탑

동지역 파랑침습 사진>

그림 1.2.1. 태풍 및 고파랑으로 인한 연안도시 해안침수 발생 사례 

해안 지대에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재해 현상이 즐비

하다. 이를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해수 범람, 태풍과 해일, 너울성 고파랑, 위

험 이안류, 쓰나미, 이상장파, 해안침식 등이다. 이런 해양재해 현상은 공간과 시간적

스케일이 제한된 범위에서 단기간에 생기는 격렬한 현상으로(예: 위험 이안류) 발생

하기도 하며, 넓은 지역에서 며칠간에 걸쳐 (예: 태풍)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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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재해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그동안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관측자료 및

예측자료의 생산 차원에서 해양 관측시스템 및 해양기상 예측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

이 충분히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연안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현상은 해양기상과 육

상기상의 상호작용, 복잡한 지형과 수심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서 물

리적 역학법칙에 근거한 예측시스템의 정확도는 다소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

태이다.

반면, 최근 수년 간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

등 최신 ICT기술은 연안재해 예측의 정확도 면에서 잔존하는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

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최신 ICT기술을 활용하여 축적된 해양자료를

토대로 연안재해를 감시 및 정보를 판단함으로써, 지능적인 연안재해의 예측을 통한

대응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연안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는 잠재적인 위험을 정확하게 분석하

고, 재난상황을 완화 또는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해결 대책을 파악하는 예측 및 평

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규모의 연안재해 현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사전에

예보하는데는 해양기상의 예측자료를 입력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위성

원격 관측자료 등 다출처 관측 및 예측자료를 활용하고, 최신 ICT기술을 기반으로

파랑 기인 연안재해의 지능형 예측 모델링 기술 및 신속 경보시스템을 전 국가적으

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무의 위험성도 작지 않다. 특성상 해무는 발생 이후 하루에서 수일 동안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어서 항해 안전을 위협한다. 해무의 형성 초기에는 공기 자체의

이류 때문에 생기는 온도 변화가 큰 관계로 복사냉각에 의한 냉각 과정은 이미 형성

된 안개를 발달시킬 수 있지만, 초기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약하다. 그런즉 해무

는 일출 후에도 쉽게 소산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해무에 의한 악시정은 교통사고,

항공기 결항, 항공사고, 선박사고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경제적으로 막대

한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인명손실까지 초래한다. 또한 해무로 인한 저시정은 수 시

간에서 수일 이상 지속되어 항해 안전을 위협하고, 특히 해무가 빈번한 여름철에는

선박 충돌 사고율이 높다(김문옥, 1998). 선박의 충돌사고 중에서 약 23%가 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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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로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발생한 사고이며, 무중 항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

등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한층 더 증가된다. 해무에 의해 발생하는 선박사고는 선박

사고 비율에 비해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다. 한편, 해상 교통을

이용하는 여행객과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는 2003년 처음으로 천만 명을

넘긴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림 1.3.1. 해무로 인한 선박사고 발생위치 (2000∼2019)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은 섬이 많고 지형이 복잡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정확한

안개 농도 및 지역 탐지기술과 함께 해무의 발생 및 소멸 시간, 강도의 예측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해상교통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해무로 인한 결

항이 많고, 각종 해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 화물선(골든로즈 호)과

중국 컨테이너선(진생호) 충돌 후 우리화물선 침몰(′07.5.12)로 국제분쟁이 발생하였

고, 고흥 나로2대교 교각과 쾌속선 충돌(′12.4.24), 가거도 해경 헬기 추락사고(′

15.3.13), 오륙도 인근 유조선과 어선충돌(′17.4.16), 대천항 낚시어선 방파제 충돌(′

17.5.1),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17.12.3), 홍도 여객선 좌초(′18.3.26) 등 크고 작

은 해양사고가 해무로 인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해양 레저 활동 인

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보트와 요트에 의한 사고가 늘고 있고, 매년 다수의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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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및 회항, 연착을 초래하고 있어서 항해안전과 결항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항공 운항의 원활함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국지적인 해무 감시와 예측이 절실하다.

하지만 해상의 경우 육상과는 달리 관측시스템의 설치와 관리는 쉽지 않다. 때문에

해무 발생 빈도가 높은 곳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통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해무 예측을 위해 개발된 모델이 없기 때문에 단지 대기 모형

에서 나온 부가적인 정보를 참고하여 정성적인 예보를 하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최

근 국립해양조사원의 해무관측소 정보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법의 해무 예측모델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정확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1.3.2. 우리나라 연안 해무의 월별 발생 일수 (Heo et al., 2014)

최근 물류가 증가함에 따라 항해선박, 연안 도로의 차량, 항공기 안전에 필수 정보

로 안개/해무 예측기술이 긴급히 요구된다. 이러한 위험기상 예측기술 개발을 위해서

는 해양 및 기상관측자료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 특히 해양 기인 해무로 인한 사

회, 경제적인 손실과 더불어 안전한 교통을 위한 선제적 연구가 요청된다. 해무 예측

시스템은 해상 교통관제시스템에 활용하여 선박 충돌사고의 사전 예방과 해안과 연

안에 위치한 도로 및 공항의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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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우리나라 연안 해무의 발생일수, 지속시간 및 농도 (Heo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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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연안 파랑 예측

21세기 들어 지구 온난화 등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너울성 고파랑, 태풍

고파랑 등에 따른 이벤트성 연안재해 피해현상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

라 주변에서 발생하는 재해현상에 대해 아직도 우리의 예측모델 정확도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불확실성이 커서 예기치 않은 피해를 크게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동해안에서는 겨울철 너울성 고파랑에 의한 연안재해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동해의 원해(또는 심해) 쪽에서 폭풍에 의해 발생한 풍파가 동해 연안에까지 도달하

는 동안 장주기 특성을 갖는 너울성(파주기: 약 10∼15초) 고파랑으로 전이된다. 이러

한 너울성 고파랑은 동해 연안의 해상상태가 고요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내습하는

특성이 있어, 재산피해 보다는 연안 및 항만구조물 주변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입히는

경향이 있다.

동해에서 갑자기 내습하는 너울성 고파랑의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Lee

et al.(2010)는 보거싱 기법을 이용하여 해상풍 예측자료의 정확성을 국부적을 향상시

킴으로써 너울성 고파의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Kim et

al. (2011)은 제3세대 파랑모델 중 하나인 SWAN모델을 이용하여 파랑외력의 sink

terms 중 whitecapping 소산 계수를 조정함으로써 파주기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연구

를 수행하였다.

남해안 일대에서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태풍에 의해서 야기되는 폭풍해

일 및 거대 파랑에 의해서 연안지역의 해상구조물 및 항만시설에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천 등(2008)은 POM과 WAM 모델을 사용하여 태풍

매미 내습시 폭풍해일과 폭풍파랑 사이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파랑의 예측

정확도를 개선시키고자 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연구사업으로 수행된 “실시간 해수면(고파) 분석시스템 정확도

향상 연구(2013년)”에서는 동해안의 파랑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너울성 고파의 발생영

역을 추정하는 너울성 고파 추정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동해 남부해역에서는 정확

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소방방재청의 연구사업(2013) “IT기술을 이용한 너울성

파랑 대처기술 개발”에서는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계기관의 파랑관측부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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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너울성 파랑 특성의 분석을 분석하고 수치모형의 구축을 통하여 너울성 고파를

재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사업(2014~2018) “연안 이상현상(이상고파, 이안류) 발생원인

규명 및 대응체계 구축” 과제에서는 너울성 고파랑 및 이안류에 대한 예측모델의 정

확도를 높이기 위해 발생원인 및 전파 메커니즘에 대한 수치모의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11년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에 대한 관측기반의 실시

간 이안류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안류 발생 가능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최신 ICT 이용 연안재해 예측모델링 기술

국립해양조사원은 2017년부터 여러 기관에 분산된 해양수산 정보를 연결 및 통합

하는 “해양정보 산업화 기반 마련 사업”을 수행 중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환경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경찰청, 기상

청 등이 각자 관측 수집한 해양 관련 기후 및 환경 정보를 통합하여 인터넷 기반으

로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MEIS)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해양정보 제공 서비스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연안

재해를 예측하는 모델링 플랫폼을 위한 기반기술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상

황이다.

3. 해무 예측

안개/해무 예측에 특화된 모델의 개발 시도는 없지 않았으나 대부분 실패하였다.

물론 기상분야에서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현업용 해무예측시스템은 갖추지

못한 상태다. 기상연구소와 부산대학교가 연구용 예보모델 MM5을 개발하였으나 현

업화 실패로 2003년 운영중단(해양효과를 반영 못하고 수평해상도가 낮음)된 상태이

며, 현재 해무 예측을 위한 연구는 수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기상청에서는 위성 및 UM 모델에서 산출된 안개 및 시정 정보와 지역 해양

순환모델에서 산출된 냉수대 분포를 통해 해무 가능성을 예보하고 있으나, UM 지역

모델의 해상도는 9km로 국지적 해무의 예·경보 파악에는 부적합하다. 기상청은 천리

안위성 15분 간격영상, 일기도 및 수치모형 결합하여 광역 해무 탐지 및 발생 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나 국지적 해무 예보는 못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1차원 안개모델인 PAFOG와 3차원 수치모델을 결합하여 해무예

측 가능성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아직까지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스템의

운영기술 구축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소청초 등 과학기지에서



- 11 -

해무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중이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2017년 ‘항계안전을 위한 해무정보 생산기반 구축’, 2018년

‘항계안전을 위한 해무예측정보 서비스 개선 및 확대’ 사업을 통해 11개 지점의 해무

관측소를 운영 중이고, 인공신경망을 적용한 해무예측기법 개발, 인공위성자료 기반

해무탐지 영역 분류 알고리즘 개발을 수행하면서 수행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

스 중이다.

그림 2.1.1. 주요항만 중심 해무관측망 구축 현황 (국립해양조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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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안 파랑 예측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파랑 기인 연안재해를 저감하기 위하

여 각 지역해별 해상 특성을 고려하여 파랑모델의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

구가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Earle et al. (1984)은 북태평양 먼 바다에서 발달하는

태풍 등 해상폭풍에 의해 발생하여 먼 거리까지 전파하는 너울성 고파의 도달특성에

대한 추정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의 연안공학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는 미육군 공병

대의 연안공학 연구센터(USACE ERDC-CHL)에서는 70년대부터 WIS(Wave

Information Study) 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국 전 연안에 대한 파랑

예측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항만공항연구소(PARI)는 일본 전 연안에 걸쳐 50여개의 지점에 파랑 관측장

비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파랑 관측시스템(NOWPHAS)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

진해일 및 너울성 고파 등 해양장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연안재해 위험시 예

경보에 활용할 뿐 만 아니라, 장기파랑 통계자료의 축적하여 예측기술 개발에도 활용

하기 위함이다. 2008년 2월, 동해상에서 파랑 예보와는 달리 거대한 너울성 고파의

발생으로 인해 일본 토야마 지방에서 상당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었다. Nagai et

al. (2009)은 이때 당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있었던 너울성 고파의 관측자

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광범위한 해상 관측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많

은 관측자료를 확보하여 해양재해 요소들을 사전에 탐지하여 대비하는 경보쳬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파랑관측망은 연해, 외해 및 대륙붕 지역에 걸쳐서 구축되어 있

어서, 깊은 바다에서 너울의 발생을 관측하여 미리 연안에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일본의 국토교통성(항만국) 및 항만공항기술연구소에서는 일본의 전해역 72개 지

점에 대해서 파랑관측망(NOWPHAS: Nationwide Ocean Wave information network

for Ports and HAbourS)을 구축하여 실시간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연안에서 파랑의 처오름 및 월파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수리모형 실험을 통해 행

해졌으며, 이를 통해 처오름 높이 및 월파량을 산정하는 실험식을 제시하는 형태로

행해졌다(Ahrens and Heimbaugh 1988; de Wall and van der Meer 1992; Hedges

and Reis 1998; Besley 1999; Mori and Cox 2003, 등). 2000년도에는 유럽의

CLASH(Crest Level Assessment of Coastal Structure and Hazard Analysis)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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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하여 처오름 높이 및 월파에 대한 실험자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으며, 이

를 이용하여 새로운 처오름 높이 및 월파에 대한 경험식을 도출하였다(EurOtop,

2007).

미국은 이안류로 인한 인명피해 등 연안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응기술을 개발하

기 위해, SANDYDUCK(NC, 1997), RIPEX(CA, 2001), NCEX(CA, 2003),

MUDEX(Brazil, 2005), RCEX(CA, 2007) 등 연안 파랑 및 흐름에 대한 대대적인 관

측실험 및 예측모형의 개발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호주는 연안재해평가 연구사업(CoastSAFE Alive Project)에 의해 개발된 연안 영

상 모니터링 시스템(CoastalCOMS)을 활용하여 이안류 발생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하는 연구를 수행중이다. 유럽의 Deltares는 2010년 이후 실시간 연안 안전 예경보시

스템(Real-Time Safety on Sandy Coast)를 구축하여 폭풍해일, 너울 및 이안류 등에

대한 예측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2. 최신 ICT 이용 연안재해 예측모델 기술

연안재해의 주요 유발요인인 파랑을 ICT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관측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노력은 1980년대 이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CCTV

등 광학 카메라를 이용하여 해안에서 파주기, 파장, 입사 파향, 파속 등 파랑량을 원

격으로 측정하는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했다(Lippmann and Holman 1989; Stockdon

and Holman 2000; Piotrowski and Dugan 2002).

항공기 및 인공위성에 탑재한 HF 레이다 및 X-band 레이다 등을 활용하여 파랑을

원격으로 측정하는 방법들도 개발되어 왔다. 이 원격측정 방법은 설치 및 유지관리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한 대의 관측 장비만으로도 넓은 지역을 한 번에 관측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1980년대 들어 Young et al. (1985)에 의해서 X-band 레이다를 이

용하여 파랑을 관측하는 기술이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었다(Borge et al., 1998; Borge and Soares, 2000; Wolf and Bell,

2001; Wyatt et al., 2003). Stramondo (2013)은 다수의 인공위성으로부터 SAR영상

및 광학센서 자료를 이용하여, 쓰나미(Tsunami) 탐지를 위해 지진과 쓰나미 피해지

역을 평가하는 기술을 제시하였다.

Ocean Data Alliance에서는 위성자료와 해양 관측자료를 AI로 분석하여 연안해역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해양재난 상황 및 선박항행 등 해양산업 활동현황)을 감시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 미시간공과대학(MIT),

해군대학원 및 NASA의 제트추진연구소(Jet Propulsion Laboratory)로 구성된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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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모델링 공동연구팀(Climate Modeling Alliance: CliMA)에서는 전 지구적 및 지역해

의 해양 관측자료를 지구시스템모델에 넣어 데이터기술을 적용하여 특정지역 시뮬레

이션을 계속 반복하여 업데이트시킴으로써(model-data mismatch와 bias최소화) 전

지구적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을 개발 중이다.

기존의 물리적 역학법칙에 기반한 수치모델링 방식과 지능형 예측방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hybrid learning)을 통하여 계절기후를 예측하는 기법이 개발되고 있

는 추세다(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0556-5).

3. 해무 예측

국외 선진기관에서는 안개/해무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중이며, 관측

및 예측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 미국 뉴올리언스의 NOAA는 해무 예측 연구에 주력

하고, 미국지질조사국(USGS)에서는 태평양 연안안개 프로젝트(Pacific Coastal Fog

Project)를 수행하여 관측, 원격탐사, 수치모델링을 통한 연안의 안개 실시간/예측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안 안개의 라이프 사이클, 복사 전달, 난류 및 경계층 구

조와 미세물리과정 (물방울 특성, 응결핵 생성), 열역학 (복사 메커니즘, 위상 변화),

탐지 (현장 및 이동경로 측정, 연직 프로파일링 및 원격탐사), 위성 관측 (GOES-R,

MODIS) 및 예측 / 수치모델링 (중규모 및 미세규모 모델링, 검증, 모수화)를 포함하

는 대규모 연구과제인 C-Fog를 수행하였고, 2021년부터는 후속과제로 Fatima (Fog

and turbulence interactions in the marine atmosphere)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해양 환경, 특히 연안과 해수면 위에 형성되는 해양안개와 연안의 얼음안개에 관련된

기본 지식과 예측 및 탐지 기능의 도약을 추구한다. 이 프로젝트는 다학제적이며 대

규모 지역 기상 시스템으로부터 나노 규모의 에어로졸(미세물리)에서 성장하는 마이

크로미터 규모의 안개 방울에 이르기까지 규모 연속체를 다룬다. 신규 관측 기술을

포함한 첨단 장비를 배치하여 종관규모에서 안개를 생성하는 최소 규모의 난류 운동

(Kolmogorov K 규모)까지 조사하며, 난류, 특히 난류-물방울 상호작용의 비선형 역

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론/수치 분석, 수적의 미세물리학, 열역학, 해양 표면 과정

및 대규모 강제력을 연구한다. 궁극적으로는 가시거리 예측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수치모델에 대한 미세물리적 매개변수화 개발, 안개와 난류가 전기 광학 전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모델링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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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시스템명 관측변수 사진 비고

Tethered Lifting
System(TLS)

고해상도 연직 풍향풍속,
온도 프로파일, 습도
프로파일, 기압, 위치

관측선에서 해상의
연직 대기프로파일

관측

ROSR/KT19 SST
관측선에서 해수면

온도관측

Microwave
Radiometer(MWR)

고해상도 연직 온도, 습도
프로파일

관측선, 지상
관측지점에서 모두

운용

Moss Landing
Marine Lab RHIB

고해상도 연직 풍향풍속,
온도 프로파일, 습도
프로파일, 기압, 위치

관측선의 보트에서
헬리카이트 운용

Flux Tower
복사량, 일사시간, 지표온도,
층별 고해상도 3차원
풍향풍속, 온도, 습도 등

지상 대표
관측지점들에서

운용

Micowave &
optical

Scintillometers
현열, 운동량 플럭스

지상 대표
지점에서 운용

Doppler Wind
Lidar

고해상도 3차원 풍향풍속
지상 대표

지점에서 운용

Ceilometer 운고
관측선, 지상
지점에서 관측

NPS Aerosol
Sampling Unit

에어로졸 채집 및 크기분포,
개수, 흡수, 산란

연안 관측지점에서
안개 입자 포집 및

추적

표 2.2.1. C-FOG 프로젝트의 관측시스템과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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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C-FOG의 관측캠페인에서의 연안 관측 부이 및

연안 기상 관측 지점

그림 2.2.2. C-FOG의 관측캠페인에서 연구선 운항 항로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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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Dalhousie University는 관측타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Kunkel

(1984) 시정 모수화 방법과 Gultepe et al. (2005) 시정 모수화 방법을 비교한 결과

Gultepe 방법이 시정을 더 잘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안개 지속시간이 길어질

수록 안개 입자의 크기가 작은 특징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미국 NOAA

의 시정 예보는 전 세계 2000개(해양), 15000개 (육지) 지점 관측자료와 2.5km 수평

해상도의 재분석장을 이용해서 검증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에

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복잡한 지형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다. 또한 안개는 초기조

건과 Model bias에 매우 민감하며, 하나의 안개 모수화 방법이 모든 안개 형태에 적

합한 것은 아니라는 결과도 발표하였다.

유럽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안개 탐지 기술 개발 및 검증에 집중하고 있고, 관측과

수치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프랑스 IPSL (Institut Pierre Simon Laplace)은

파리의 SIRTA 관측 지점에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시정, Liquid water path

(LWP), 대기 기본변수 프로파일, 구름레이더 관측을 실시하였고, 이런 결과를 이용하

여 복사전달을 계산하고, Large Eddy Simulations(LES)을 통해 관측 지점의 대기모

델링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안개의 연직구조를 모의 할 수 있는 안개모델을 개발

하여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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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프랑스 SIRTA 관측지점의 위치(a)와 관측지점,

설치된 장비 모습 (Haeffelin et al., 2010)

영국 Met Office는 복사안개의 생성과 발달의 연구를 위해서 LANFEX1) 관측프로

그램을 수행하였다. 이 관측프로그램을 통해서 난류는 연직속도의 함수로 계산하였으

며 관측 결과 분석을 통해 분석된 복사안개는 안정한 경계층 내에서 생성되고 이슬,

안개의 생성과 발달은 난류의 강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으며 식생이 존재할 때는

수증기가 더 빠르게 포화되며 이슬로서 공기에서 탈락된다. 또한 구름이 존재하지 않

고 난류의 강도가 강할 때는 강한 현열플럭스로 인해 안개와 이슬이 생성되지 않았

다는 것을 보였다.

1) LANFEX (Local and Non-Local Fog Experiment): 영국 2개의 지점(평탄한 지형과 계곡)에서

안개를 집중적으로 관찰 할 수 있도록 고안된 18개월간의 현장 관측프로그램. 에어로졸-안개 상호

작용과 안개 입자 수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 모델 모수화의 개선도 함께 연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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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LANFEX 관측프로그램의 설치 장비와 관측 위치

(Price et al., 2017)

스위스 바젤 대학교 (University of Basel) 는 연안사막인 나미브 사막의 안개 생성

과 소멸과정 분석을 위한 NaFoLiCA 프로젝트를 수행중인데, 나미브사막에 고도에

따른 관측 지점을 선정하고 관측자료, 위성자료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 결과

들을 3차원 중규모 모델인 COSMO와 1차원 안개모델인 PAFOG 접합을 통하여 모의

하였다. 그 결과 안개발생은 층운의 높이와 연관이 있는데, 층운 높이의 일주기 변화

와 그로 인해 생기는 대기 순환의 변화에 따라 안개발생이 결정되며, 계절 변동과 공

간분포는 7월-3월까지는 300-500m고도의 층운 4-6월까지는 200m이하의 층운 발생

으로 인해 고도에 따른 안개발생 분포가 달라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독일기상청에서

는 2002년 1차원 안개모델인 PAFOG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육상에서 발

생하는 복사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위스 기상청은 COSMO-1 모델을 사용해서

1.1km 의 수평해상도와 80개의 연직층으로 이루어진 안개 예측모델을 운영하고 있으

며 33시간 예측자료를 하루에 8회 생산 중이다. 특히 하층 구름이 안개로 바뀌는 것

을 예측하기 위해 physical process와 해상도의 영향, 기온 역전이 잘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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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독일의 LM-Pafog 모델의 ice 모수화과정(검정색)과 안개 미세물리모수화

과정 (붉은색) (Masbou, 2012)

중국은 정지궤도위성의 해무탐지기법 및 이를 활용한 수치모델 자료동화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해양대학교의 Fu Gang 교수팀은 WRF모델과

Cycling 3DVAR 기술을 적용한 해무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현재 중국 기상청에서 현

업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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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2018년도(사전) 연구개발수행 내용

이번 절에서는 앞서 개발되어 사용 중인 에너지 스펙트럼 모형의 파랑 수치모델을

기반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파랑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위성의 해상풍

관측자료 등 다출처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파랑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

립된 파랑 예측 모델체계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1. 파랑예측 수치모델의 개요

실제 연안역에서 발생하는 파랑 현상은 불규칙적으로 진행하는 풍파와 비교적 규

칙적인 너울이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구성되는 특성이 있어, 제한된 시간 내에 이러한

파랑 현상을 수치계산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 에너지 스펙트럼을 고

려한 파랑모델링 기법이 개발되어 왔다. 에너지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개발된 파랑모

델은 실제 파랑의 해상상태를 주기와 파향에 따라 여러 개의 성분파로 분리하여, 각

성분파의 발달, 소산 및 전파와 함께 성분파간의 에너지 교환 등을 수치적으로 계산

하도록 개발되었다.

지금까지 개발된 파랑모델의 개발단계는 성분파 사이의 에너지 교환을 고려하는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제 1세대 모델은 선형 모델로 성분파 사이의 에너지 교

환을 고려치 않고 각 성분파의 발달, 소산 및 전파만을 계산하도록 개발되었으며, 대

표적으로 DSA-5모델이 있다. 제 2세대 모델은 파라미터 모델로도 불리며, 성분파간

의 비선형에너지 교환을 각 성분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파라미터로

표현하여 단순화하여 계산하도록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HYPA모델이 있다.

제 3세대 모델은 컴퓨터의 계산능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파랑의 발생, 전파 및 소

산 뿐 만아니라 각 성분파 간의 비선형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 교환을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모델들로는, WAMDI Group의 WAM 모델과 일본기

상청에서 개발된 JWA3G 모델 및 미국 NOAA의 WaveWatchIII (이하, WW3) 모델,

그리고 네덜란드 델프트공대에서 개발한 SWAN 모델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주변 동해, 서해 및 남해의 전체 해역에 대한 파랑 예측을

위하여 기상청에서 채택하고 있는 WW3 모델을 선정하여 수립하였다. 우리 원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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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양예보시스템(이하, KOOS)에서는 WAM 모델, WW3 모델 및 SWAN 모델을 모

두 수립하여 비교 검증을 위하여 실시간 운영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운용해양예보시

스템 서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별도의 클러스터 서버에 WW3 모델을 수립하

였으며, 본 과제를 통하여 얻어지는 예측모델의 개선 결과물을 향후 KOOS 서버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가. 파랑예측 수치모델(WW3)의 지배방정식

WW3 모델은 지배방정식으로 파랑에너지밀도 스펙트럼의 보존식(또는, wave

action balance equation)에 기초하여 개발되었으며, 이 지배방정식에서는 해류의 영

향을 고려하여 천수에서의 파랑변형 및 굴절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다. 또한, 지배방

식의 원천항(source and sink terms)을 통하여, 바람에 의한 파의 생성과 발달, 성분

파 간의 상호작용, 백파(white capping), 쇄파 및 해저면 마찰에 의한 파의 소산

(dissipation) 등의 계산도 가능하다.

(3.1.1.)

여기서, N은 파랑에너지 작용스펙트럼, X는 파랑에너지의 이류(advection), k는 파

랑의 파장(파장의 역수)을 의미하는 파수(wavenumber), θ는 파랑의 진행방향, σ는

파랑의 주파수, 그리고 위첨자 ⦁는 벡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Stot는 전체 원천항의

합을 의미하며 아래의 식과 같이 표현된다.

(3.1.2.)

일반적으로 원천항은 바람에 의해 파랑이 생성되는 바람-파랑의 상호작용 외력항

Sin, 성분파들 사이의 비선형 파랑-파랑 상호작용항 Snl, 백파에 의한 소산항 Sds 등의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천해에서는 해저면의 마찰에 의한 소산항(Sbt)과 수심제한

에 따른 파랑의 쇄파로 인한 소산항(Sdb)의 영향 정도가 커진다. 이러한 원천항들은

주로 경험적으로 산정된 경험식이나 물리적 이론식으로부터 유도하여 계산시간을 줄

이기 위해 파라미터화한 경험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바람의 유입에 따른 파랑의

생성을 계산하는 외력항으로는 Snyder et al. (1981)에 의해 제안된 경험식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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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나. 파랑모델의 구축

본 연구에서는, WW3모델의 여러 버전 중에 4.18버전을 사용하였으며, 원천항의 계

산과 관련해서는 바람에 의한 외력항으로 Janssen and Janssen (2004)이 제안한 경

험식과 백파에 의한 파랑의 소산항으로 Bidlot et al. (2005)이 제안한 경험식을 사용

하는 WAM4 패키지 옵션(Switch ST3)을 적용하였다.

모델의 격자망은 우리나라 주변해역을 포함하고 모델 도메인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경계면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넓게 그림 3.1.1과 같이 구성하였다. 모델

격자망의 범위는 경도 115∼150°E, 위도 20∼50°N 이며, 격자사이의 간격은 1/12°(약

9 km)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격자점의 수가 동서방향으로 421개, 남북방향으로 361

개이다. 검정색 굵은 선이 모델 격자망의 영역을 표시하며, 빨간색의 굵은 선은 한반

도 연안에서 파랑예측의 정확도를 검증에 사용한 파고부이(기상청 운영) 관측지점의

위치를 확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1. 한반도 주변해 파랑모델 격자영역 및 파랑 관측지점 위치

표 3.1.1은 파랑모델의 셋업에 사용된 구성요소 및 파라미터들의 설정값들을 요약한

것이다. 모델 격자망에 대한 수심격자 파일을 생성하려면 한반도 주변 연안지역에 대

한 국립해양조사원(KHOA)에서 제공하는 수심자료가 필요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

는 ETOPO01 수심자료를 이용하였다. 파랑예측을 위한 계산과정에서 최소 수심은 10

m로 설정했다. 성분파의 주파수 스펙트럼 분할은 0.04 ∼ 0.635 Hz 범위에서 로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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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일 간격으로 30개로 나누었으며, 파향 분할은 15° 간격으로 24개 방향으로 균등하

게 나누었다. 파랑예측을 위한 수치계산의 시간간격은 900초로 설정하였다.

Model WAVEWATCH III (version 4.18)
Coordinate system Spherical grid system

Domain 115°E-150°E, 20°N-50°N
Spatial resolution 1/12° (420360)

Period 2016-1-1 ~ 2020-12-31
Time step 900 sec 
Wind input WRF, ERA5, NCEP/GFS

Depth KHOA, ETOPO01
Input and   
dissipation

WAM4 and variants source term 
package (ST3) 

Nonlinear   
interactions Discrete Interaction approximation

Bottom friction JOWNSWAP bottom friction formulation 
(BT1)

Wind interpolation Linear interpolation (WNT1)

표 3.1.1. 한반도 주변해 파랑모델의 구성 요약

원천항에서 비선형 파랑-파랑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해 DIA(Discrete Interaction

Approximation) 방법을 채택하였다(Hasselmann et al., 1985). 또한, 해저면 마찰에

의한 파랑 소산식 및 바람 입력자료의 보간식으로는 각각 디폴트 설정을 사용하였는

데, 해저면 마찰식은 JOWNSWAP의 해저면 마찰 공식(BT1)을 사용하였고 바람 입

력자료의 보간식은 선형 보간식(WNT1)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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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절에서는 사전 연구수행 내용으로 2018년도 주요사업으로 수행한 “영상 AI기

반 파랑기인 연안재해 모델링 플랫폼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의 연구보고서 가운데

본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안 파랑 관측을 위한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의 구

축’의 내용을 사전 연구수행 결과로 발췌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 구축
가.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한 3차원 해수면 관측 원리에 관한 이론

(1) 카메라 좌표계와 실제 좌표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된 이미지의 3차원 재구성은 컴퓨터를 이용한 시각화 과정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문제 중 하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방법 중 하나는 스테레오 분석 방법이다. 이것은 두 개 이상의 카메라를 이용

하여 3차원 입체감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스테레오 분석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첫 번

째 이미지의 어느 한 특정 지점을 설정한 후 두 번째 이미지에서도 해당 지점을 찾

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대응(correspondence) 과정으

로 알려져 있다(Klette et al., 1998). 그 후 대응점을 찾아내는 과정은 에피폴라 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두 카메라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차 및 회전각이 계산되고 이로부터 기학학적 3차원 입체감을 표현하는 좌표체계

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원근(perspective) 카메라 모델을 이용했다. 이상적인 pinhole

카메라는 원근 카메라 모델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Jahne, 1993). 이 모델을 사용할 때

에는 무엇보다 먼저 세 개의 좌표계부터 설정해야 한다. 첫 번째 좌표계는 장면을 관

측하는 카메라에 고정시켜 카메라의 시선과 일치하도록 한다. 좌표는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축은 카메라의 시선과 일치하며, 축과 축은

CCD(Charge Coupled Device, 예: 카메라의 감지요소)와 평행하게 한다. 카메라의 초

점을 좌표계의 원점으로 하며, 원점에 대한 상대적 3차원 공간좌표계를
    

로 표시한다. 두 번째 좌표계는 2차원 이미지에 대한 좌표계이며,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CD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 이 두 좌표계 간

의 관계는 카메라-렌즈 시스템에서의 초점 거리, 픽셀의 크기와 형태 및 CCD 칩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핀홀 근사법(pinhole approximation)에     로 주어

진 3차원 좌표를 갖는 점의 이미지 좌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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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여기서,  및 는 각각 픽셀의 너비와 높이 방향으로의 초점 길이를 의미하고, 

및 는 CCD 평면과 카메라 시선의 교차점 좌표이다. 세 번째 좌표계는 관찰된 장면

과 관련이 있는데, 일명 세계 좌표계(world coordinate)라고 한다. 세계 좌표계는
 ′  ′  ′  ′ 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좌표계에서  ′축은 수직 방향과 평행

하고,  ′  ′평면은 수평 평면과 평행하도록 구성된다. 카메라와 세계 좌표계 사이의

방향은 축에 대한 세 회전 반경(,  및 )에 의해 주어진다. 아래 그림 3.2.1에는 카

메라와 세계 좌표계간의 관계와 세 회전 반경에 대한 간략한 도식화다.

그림 3.2.1. 카메라 좌표계의 초점 ′ ′ ′ 과 이미지 좌표계     , 세계 좌표계  ′  ′  ′  ,
수면 좌표계     그리고 회전반경  에 대한 개념도

세계 좌표계에서의 카메라 좌표계로의 변환은 강체 운동(     )에 대한 행렬인

아래 형태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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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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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여기서 은 회전 반경 요소  로 구성된 회전 행렬, 그리고  는 카메라 및

세계 좌표계 사이의 변환 행렬이다. 이를 이용하여 세계 좌표계에서 이미지 좌표계로

의 변환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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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이 행렬을 좀 더 간단히 하면 다시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3.2.5.)

여기에서 상수 3×4 행렬은 투시 투영을 나타낸다. 식 (3.2.5)는 다시 아래 식 (3.2.6)

과 같이 간략히 표현할 수 있다.




 




≈



 


 ′


(3.2.6.)

여기서, 3×4 행렬 를 카메라 투영 행렬이라 한다. 스테레오를 구성하는

두 개의 이미지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3차원 좌표를 계산하는 것은 최소 제곱법 및

삼각법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위해 카메라 투영 행렬 를 다시 4개의 부분 행렬도

나눌 필요가 있다.





 


× ×

×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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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투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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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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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여기서, 는 비례계수로 간주되고, 다시 아래 행렬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3.2.9.)


  ′

   ′
(3.2.10.)

카메라의 지점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3.2.11.)

상기 식 (3.2.11)은 다시 다음 식 (3.2.12) 및 식 (3.2.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3.2.12.)

 ′ (3.2.13.)

두 카메라 평면(L: 왼쪽 카메라, R: 오른쪽 카메라)에서 동일한 세계 좌표계 지점

( ′)의 이미지 좌표( )를 알고 있는 경우, 그림 3.2.2에 표시된 것처럼, 세 개의 좌표
 ′  ′  ′  ′ 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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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의 개념도


 

 ′


 
 ′


(3.2.14.)

세 개의 미지수와 4개의 방정식으로 된 앞의 시스템은 이보다 더 단순화할 수 없

다. 이후부터는 시스템의 각 행이 정규화된 후 오차를 최소화시켜 계산해야 한다. 상

기 식 (3.2.14)는 3차원 세계 좌표계( ′)로 표현된다. 하지만 아직 세계 좌표계는 미

지수로 추후 단계에서 계산되게 된다. 이는 여기에서 사용되는 스테레오 방법에서 기

준 좌표계가 그림 3.2.2의 왼쪽 카메라 좌표계와 일치하도록 설정됨을 의미한다. 즉,

회전 행렬 과 변환 벡터 는 카메라 좌표계이 상호위치를 정의한다. 우측 좌표계에

서 좌측 좌표계로의 강체 운동 변환은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다.

  (3.2.15.)

이 강체 운동은 카메라 보정 절차를 통해 구해진다(Ma et al., 2004). 동일한 방법

으로 유효 초점 길이와 주요 점 좌표도 결정된다. 여기서 제안된 스테레오 방식은 픽

셀을 기반으로 한다. 윈도우 창의 크기는 시간에 따라 동일한 크기로 고정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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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에서 영상 이미지의 회색 값의 분산이 임의 설정한 임계값보다 높은 경우에만 해

당 픽셀의 검색이 시작된다. 스테레오 영상에서 해당 픽셀을 자동으로 검색하려면 에

피폴라 기하학의 원리를 이용해야 한다(Ma et al., 2004). 특히 광학시스템에서 3차원

점 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이미지 지점 를 통과하는 광학

축 상에 놓여야 한다. 그림 3.2.2의 스테레오 시스템에서 이 왼쪽 이미지상에 존재

한다면, 대응되는 지점인 은 오른쪽 이미지 평면에서 의 광학 축 투영 상에 존재

하게 된다. 아래 식 (3.2.15)를 조절하면 에피폴라 선에 대한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

고, 이 방정식을 통해 대응점을 찾을 수 있다(Benetazzo, 2006). 아래 그림 3.2.3은 에

피폴라 선을 이용하여 대응점을 찾는 과정의 하나를 보여준다.

 ′ (3.2.16.)

그림 3.2.3. 에피폴라 선을 이용한 카메라 대응점 검색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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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점을 찾는 데는 교차 상관관계식 및 피라미드형 프로세스가 이용된다. 스테레

오 매칭의 피라미드형 프로세스는 왼쪽 카메라 일반 격자에 있는 임의 픽셀에서 시

작하여 정규 격자를 정제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밀집된 격차 지도를 얻는 과정을

일컫는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격자의 각 픽셀에 대해 오른쪽 카메라면의 모든 에피

폴라 선의 대응점이 검색된다. 여기서 교차 상관 계수가 가장 높은 오른쪽 영상 픽셀

이 대응점으로 선택된다. 이 계수가 임계값(0.85로 설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두 이

미지 평면에서 해당 픽셀의 위치와 카메라 투영 행렬을 이용하여 선택된 점에서의 3

차원 좌표     를 결정한다. 격자 내 소수의 픽셀은 오직 수면에서의 첫 번

째 근사치만 허용한다. 그런 다음, 나머지 평면에서 부분적으로 근사치를 구할 수 있

는 표면가설을 이용한다(그림 3.2.4).

그림 3.2.4. 피라미드형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도

이 가설은 정제된 새로운 격자의 각 픽셀에 대해 에피폴라 선의 대응점을 제시한

다. 이는 계산해야 하는 교차 상관 계수의 개수를 줄이고 계산 시간도 줄여준다. 새

로운 상호 관계가 정의되고 최대 교차 상관 계수가 선택된 임계값을 초과하게 되면

새로운 3차원 위치가 결정된다. 3차원 수면 형상은 새로운 국소 평면 근사치를 추정

할 수 있는 새로운 점으로 대체된다. 삼각법 과정 후 왼쪽 카메라에 3차원 수면에 대

한 공간과 시간 영역이 설정된다. 그 다음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중력 가속도 방향

인 축을 설정하기 위한 3차원 점을 회전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뢰할만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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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시도 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카메라 좌표계(이미지 평면 및 카메라 시선)에서 세계 좌표 시스템(수평 평면

및 수직 방향)으로 3차원 좌표를 변환하는 방법이다. 이 강체 변형 과정은 앞서 언급

한 식 (3.2.16)과 같다.

카메라 좌표계에서의 평균 평면(       )의 방정식은 최소제곱법을 통해

구해진다. 세계 좌표계의 각 점에 대한 수위는 평균 평면으로부터의 거리로 계산된

다. 그 다음으로 회전행렬의 마지막 행 이 주어진다.

 

   
(3.2.17.)

특정    점에 대해 수평 평균 평면으로부터 계산된 수위는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


















(3.2.18.)

다른 두 행은 행렬이 직교하고 정규화 되어있다는 가정으로부터 계산된다.

 

   


(3.2.19.)

 
   

(3.2.20.)

마지막으로, 행렬 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2.21.)

여기서 와 는 평균 평면의 방정식에서 도출된 매개변수이다. 따라서 카메라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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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좌표계의 변화는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
 ′
 ′

































 (3.2.22.)

3×3 정규 회전 행렬의 개별요소 를 이용하여 카메라 축에 대한 3번의 연속 회전

을 계산한다(그림 3.2.5). 아래 그림 3.2.5 및 그림 3.2.6은 각각 세계 좌표계에서의 3

차원 좌표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의 예 및 세계 좌표계에서의 2차원 수위 지도의 예

를 보여준다.

그림 3.2.5. 카메라 좌표계로부터 실제 좌표계를 계산하는 프로세스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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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스테레오 이미지로부터 2차원 수위 지도 생성의 예

(2) 스테레오 이미지를 이용한 해수면 추정의 정확도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매칭은 표면이 난반사되지 않고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밝기로

보이는 램버시안 속성을 갖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Jähne, 1997). 그러나 카메라의

위치와 표면의 특성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은 반사가 물 표면의 질감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Jähne, 1997). 스테레오 삼각 매칭작업 후 물의 반사 특성으로 발생

하는 편향에 의해 물의 높이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편향은 파도의 파장과 경사진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경사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카메라의 시선에 의한 경사

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 편향의 정도가 작아진다. 따라서 이 오류는 카메라의 시선 사

이의 각도가 작을수록 줄일 수 있다. 그런 반면, 이는 quantization 오차를 증가시키

기도 한다. 따라서 trade-off를 찾아야 한다: 이 작업에 사용된 카메라 설정은 그림

3.2.7과 같이 높이와 기저부의 비율()이 약 0.1이고 카메라의 시선 사이의 각도

가 약 0.05 라디안이다. 이는 일반적인 파도의 최대 경사와 비교했을 때에는 거의 무

시해도 좋을 정도로 값이 작아서 스테레오 카메라에 의한 파도의 3차원 복원은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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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 파도 높이 추정을 위해 사용된 스테레오 카메라의 설정

은 표 3.2.1에 요약되어 있다. 여기서 Res는 해상도이다. 고해상도를 유지하기 위해

의 값으로 다소 큰 값이 사용되었다.

Reference  Size (m×m) Z-Res (mm)
X/Y-Res

(mm)

Cote et al. (1960) 0.6 900×600 150 600

Dobson (1970) n/a 3.6×3.6 0.75 n/a

Holthuijsen (1983) ≈0.5 (54-220)×(54-220) n/a n/a

Shemdin et al. (1988) 0.4 2.5×2.5 3 8.5

Banner et al. (1989) 0.3-0.4 2.0×2.0 1 n/a

Santel et al. (2004) 0.25-1.0 200×200 40 40-80

표 3.2.1. 스테레오 이미지를 이용한 3차원 복원 시 다른 연구에서 사용된 파라메터 값

스테레오 처리과정의 내적오류에는 양자화 오류(quantization error)가 있다. 이는

CCD에 의해 작동되는 픽셀 양자화 및 삼각 측량 프로세스에 의해 발생한다. 대상 영

역에서 양자화 오류는 균일하지 않고 최댓값만 추정될 수 있다. 스테레오 장비의 개

념도가 그림 3.2.7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Z축은 기준선에 수직이고, X축은 기

준선과 평행하다. 3차원 파고 복원의 정확도는 대상과 카메라 사이의 수직거리(),

초점 거리(), 카메라의 해상도(즉, CCD 평면의 물리적 크기; CCD 셀 사이즈* 픽셀

수), 카메라 사이의 거리(), 카메라 사이의 시야각()에 따라 달라진다. m과 n축은

CCD의 주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각각의 카메라 이미지에 있는 픽셀의 이미지 좌표이

다. 아래 2차원 모형에서 CCD는 하나의 축으로 근사된다. N이 1차원 CCD의 픽셀

수라고 하면, 최대 양자화 오차는 m= -N/2, n= N/2인 경우에 발생한다. Z축을 따른

최대 절대오차(

)는 기준선으로부터의 거리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os
sin (3.2.23.)

여기서, 는 카메라의 화각의 절반이다. 축의 최대오차는 픽셀해상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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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sin

(3.2.24.)

세 번째 축인 Y축의 오차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os
sin

(3.2.25.)

이 수식은 카메라 좌표계의 오차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3.2.7. –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한 파랑 추정의 2차원 개념도

세계 좌표계의 오차는 카메라 좌표계를 세계 좌표계로 변환하는 회전행렬(R)을 적

용한 카메라 좌표계의 오차로부터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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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2.26.)

스테레오 분석의 또 다른 가능한 오류는 일치 오류(matching error)이다. False

negative(누락)와 false positive(잘못된 일치)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일련의 가상 실

험이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자연 및 인공물을 재현한 200개의 이미지가 생성되었

고 실제 물결의 스테레오 이미지도 고려되었다. 가상 스테레오 장비는 480×640 픽셀

카메라 2개로 구성되었다. 기준선()은 1.0m로 설정되었고 기준선과 목표 사이의

평균 거리()는 10.0m 이다. 각 카메라의 시야각은 이고, 카메라 시야 사이의 각

은 이다. 이 조건에서 Z 방향의 최대 양자화 오차는 약 0.065m이다. 각각의 가상

이미지는 텍스처와 같이 사인파(파장은 10m, 진폭은 0.5m)에 투영된다. 이 텍스처 된

사인파는 카메라 모델의 투영 행렬(projection matrix)에 의해 각각의 스테레오 카메

라 평면에 투영된다. 그런 뒤 이미지는 실제 CCD의 신호 잡음비의 특성과 같이 가우

스 노이즈가 적용된다. 마지막 단계로 스테레오 알고리즘이 적용된다. 수면의 모양이

재구성되고 원본 합성 웨이브가 스테레오 알고리즘을 통해 재구성한 웨이브와 비교

된다. 각 지점에서의 수위의 오류는 관측된 고도와 원래 합성 파의 고도 차이로 계산

된다. 일관성을 유지한 채 왼쪽 카메라의 Y축을 중심으로 간단한 회전과 동일한 축

에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실험에서 카메라의 위치는 실제

상황과 가깝게 배치되었다. 아래는 파라메터를 사용하여 이미지 간의 오차를 분석한

것이다.

 ⌊⌋ (3.2.27.)

여기서, 는 위치 의 픽셀 강도 값이고, 는 이미지 좌표계의 에피

폴라선의 좌표 j에 따른 기대 연산자이다(그림 3.2.8).

그림 3.2.8은 가상 실험에 대한 오차의 분산과 에피폴라리인 분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정상적인 오차 분포를 가정하면 matching 오차는  파라메터에

따라 0.005mm 와 0.8m 사이에 최대 오차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자연파(=0.1)

의 조건에서 스테레오 기법을 통한 수위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의

오류는 무시할 수 있다. 스테레오 기법에서 2차원 subpixel detector가 매칭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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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림 3.2.8. 합성 이미지와 실제 물표면 이미지 오차의 분산 분포. 가로축은 에피폴라

라인 분산을 나타내며, 픽셀 밝기를 나타내는 값의 제곱 값임.

2. 스테레오 영상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

스테레오 카메라의 운용을 위한 하드웨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고해상도의 카

메라와 왜곡도가 적은 렌즈를 사용하고, 4 FPS ~ 13.8 FPS의 이미지의 취득을 위해

고사양의 PC와 trigger board를 자체 제작하여 두 카메라 간의 이미지 취득시간을 1

 이하로 줄임으로써 동시간의 이미지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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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품명)

PC I7 8세대, 32 GB RAM, 1 TB SSD

카메라 TC0816-10Mp, Blackfly 3.2 MP Color GigE PoE

렌즈 Focal Length : 16 mm

이미지 동기화 장치 Camera Trigger 보드

이미지 프로그램 1 msec 이하 시간 동기화 이미지 취득

기타 :전원 및 제어용 cable (5m)

표 3.2.2.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

두 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영상을 취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1/1000 초까지 확인 가

능한 초시계를 이용하여 동시에 촬영을 시작하여 두 영상을 취득하였다. 그런 후 초

당 1프레임에서 10프레임까지 증가시키면서 확인하였다. 그림 3.2.8은 초당 10프레임

에서 좌우 두 카메라의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1/1000초까지 정확히 동시에 이미지를

취득하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파도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 카메라 내부 보정

카메라 렌즈의 굴곡 때문에 카메라 이미지의 측면부에서 특히 왜곡이 많이 발생한

다. 이러한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 카메라 내부보정을 수행한다. 내부 보정을 통해 초

점 거리(Focal Length), 주점(Principal Point), 왜곡도(Distortion) 값을 구해 3차원 파

도 복원 과정 중 첫 번째 과정(Prepare)의 입력 변수로 사용이 된다. 이런 과정을 거

치면 이미지가 정사보정이 되어 평평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보정을 위해 각각의 카메라를 정사각의 체크보드(가로, 세로 30mm의 사각형 각각

의 방향으로 10개)를 이용하여 보정을 위한 사진촬영을 한다(그림 3.2.9). 사진촬영 후

각 사진의 체크보드의 최 외곽 지점을 확인하여 지정하여 축을 설정 후 내부의 코너

부분을 지정한다. 이런 과정을 모든 이미지에 적용하여 이미지 전체의 왜곡도를 파악

한다. 오차분석을 통해 잘못 지정된 외곽의 좌표를 수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하여 왜곡

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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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카메라를 통한 촬영한 체크보드 전체 이미지

촬영된 사진 중 총 12장의 사진이 선정되어 카메라 내부보정을 위한 사진으로 사용

되었다. 카메라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이미지로 선정이 되었고, 빛에 의한 반사로

경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진은 제외되었다. 내부보정 결과로써, 픽셀 오차는 좌측

카메라의 경우 [0.10128 0.08681], 우측 카메라는 [0.08324 0.08620]으로 매우 정밀하게

왜곡도 보정을 마쳤다. 이는 현재 운용중인 시스템에서의 오차가 0.3 내외인 점을 비

교하면 매우 정확한 결과이다. 그림 3.2.10을 통해 카메라 이미지 내에서의 왜곡도 분

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10. 왜곡도 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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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원 파고 복원 예시

3차원 파고 복원의 현장 실험을 위해 송도해수욕장을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다음에 제시한 결과는 수차례 실험 중 파고가 가장 높았던 시기의 자료이다. 파고 복

원의 과정은 총 3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는 PREPARE로 사전

에 카메라 렌즈의 보정을 통해 계산한 distortion parameter와 intrinsic parameter를

불러와 각각의 사진 이미지의 왜곡을 보정하고 이를 통해 카메라의 위치에 관한 정

보인 외부 보정을 수행한다. 두 번째 단계는 MATCH로 이 과정에서는 이미지 각각

의 특징점을 찾아 두 이미지에서 추출한 특징점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일치하는

특징점을 추출하여 매칭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1단계에서 계산한 외부보정계수

인 R, T matrix를 사용한다. 특징점의 매칭과정에서 매칭되는 점의 개수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3차원 복원을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이미지 촬영 시 충분한 검증을 통

해 촬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주요한 점으로 내부보정 파라메터는 카메라 각각에

대한 입력값으로 사용가능하여 각 카메라 보정 시 위치와는 상관성이 크지 않지만,

외부보정 파라메터는 두 카메라에 공통으로 적용이 되어 두 카메라의 회전과 대상지

점과의 거리 등의 조건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3차원 복원 대상이 파도인 이유로

연속 이미지 촬영과정에서 구조물 같이 정적으로 움직임이 없는 물체는 이 단계에서

제외된다.

그림 3.2.11. 각 이미지의 특징점 추출을 통한 매칭점 확인 결과: (a) 좌측 카메라 이미지의

특징점, (b) 우측 카메라 이미지의 특징점, (c) 두 이미지 간의 특징점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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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계는 STEREO로 이 단계에서는 앞서 계산한 매칭 점을 OpenCV 라이브

러리를 통해 이미지를 3차원으로 재구성한다. 3차원 재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프

레임에 저장된 외부⋅내부 보정 파라메터를 이용하여 두 이미지를 동일 선상에 배열

하여 MATCH단계에서 계산한 에피폴라 선과 일치시킨다(그림 3.2.11). 정렬 후

dense stereo algorithm을 이용하여 두 프레임 간의 disparity map을 구성한다(그림

3.2.11(a)). 이 맵은 매칭 영역의 경계에서 에러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 preliminary

morphological filters를 적용하여 오차를 줄인다(그림 3.2.11(b)). 추가로 다양한 필터

를 이용해 매칭점을 필터링 한다. 필터링을 마친 이미지의 매칭점은 항상 각각의 에

피폴라 선상에 있기 때문에 삼각 측량 접근법을 통해 높이 값을 계산할 수 있다. 하

지만 삼각 측량 접근법을 직접 사용하기에 앞서 하나의 단일 점으로는 1대 1 매칭의

불확실성 및 오차에 가능성이 높아 점군(point cloud)를 통해 높이를 추정한다. 이전

의 필터를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는 매칭점의 아웃라이어를 제한하기 위해, 평균 평면

의 robust RANSAC을 수행한다(Fischler and Bolles, 1981). 이렇게 필터링과 아웃라

이어가 제거된 점군으로부터 3개의 임의의 점군을 추출하여 평면을 구성하는 평면

매개변수를 계산한다. 평면의 재구성을 반복하여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이미지의 높이

를 매끄럽게 추정한다. 최종적으로 계산한 높이는 그림 3.2.12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3.2.12. 3차원 해수면 복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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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절에서는 사전 연구수행 내용으로 2018년도 주요사업으로 수행한 “영상 AI기

반 파랑기인 연안재해 모델링 플랫폼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의 연구보고서 가운데

본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비디오 딥러닝 기술적용을 통한 비선형 파랑모델링’

의 내용을 사전 연구수행 결과로 발췌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영상에서 객체 검출-분류-추적 기술

비디오로부터 입력받은 이미지는 전경객체(Foreground object)와 배경객체

(Background pixel)에 대한 픽셀 집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처리된 이미지 결과는 바

이너리 이미지(binary image)나 마스크(mask)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객체를 검출하

고 분류하고 추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객체 검출(Object Detection)

객체 검출은 객체의 클러스터 픽셀과 비디오 시퀀스에서 관심 있는 객체를 인식하

는 과정의 하나다. 이는 Frame differencing, Optical flow, Background subtraction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 할 수 있다.

(1) Frame differencing

두 개의 연속되는 이미지 사이의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움직이는 객체가 존재한다

고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미지 사이의 차이는 결국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시간

변수 t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배경을 제거하고, 전경픽셀을 한계치로 하여 차이를 구

함으로써 이미지를 개선하게 된다. 이는 제일 쉽고 간단한 구현방법이고, 빈 현상

(empty phenomenon)이 있을 때에는 적용하기 좋은 알고리즘이지만 움직이는 객체의

윤곽을 획득하는 데는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

(2) Optical Flow

Optical flow 방법은 관찰자(눈 또는 카메라)와 장면 사이에 관계있는 움직임에 의

해 발생되는 시각적 장면에서 가장자리와 표면, 객체의 동작들을 나타내는 패턴이라

할 수 있다. 각 위치에서 나타난 크기와 방향이 각 화살의 길이와 방향에 의해 나타

난다. 단순히, 영상에서 모션 벡터를 찾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계산량

이 많고, 잡음에 민감하며 실시간 환경에서 적용하기에 알맞지 않은 알고리즘으로

CCTV와 같은 환경에 적용하면 계산량이 많아져 속도를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다.

(3) Background Sub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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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추출 방법은 현재 이미지와 움직이는 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배경 이미지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핵심은 배경 모델링으로 모델링시 움직이는 객체를 충분

히 인식해야 한다. 배경 모델링 방법으로 mean filter와 median filter를 주로 사용한

다. 주위 외부 환경 변화에는 굉장히 민감한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배경에 대한 정

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면 객체의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얻을 수

있다. 배경 추출을 위한 대표적 방법은 Gaussian of Mixture(가우시안 혼합모델),

Approximate median, Adaptive background가 있다.

가우시안 혼합 모델은 여러 개의 가우시안 확률밀도함수로 데이터의 분포를 모델링

하는 방법으로 영상에서는 각각의 픽셀 값을 의미하며 배경의 학습을 통해 배경 모

델이 형성되고 이를 이용해 배경을 따로 추출해 낼 수 있다. 배경에 대한 학습이 이

루어지는 과정에서 배경과 객체를 분리하고, 객체를 말끔하게 따내려면 median filter

를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나. 객체 분류(Object Classification)

객체 분류는 자동차, 새, 구름, 나무나 다른 움직이는 객체들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러한 객체를 분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Shape-based classification, Motion-based

classification, Color based classification and Texture based classification 등이 있다.

Shape-based 방법을 제외하곤 계산 시간이 모두 오래 걸리고, 객체를 분류하는데 있

어서 가장 정확성을 가지는 알고리즘은 Texture, Color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Shape

기반 모델은 동적인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고, 내부의 움직임 때문에 탐지가 불가능하

다. 단지 정해진 간단한 패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Motion을 이용한 방법은

움직이지 않는 객체에 대해서는 추적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객체가 가능한 한

계속 움직이는 환경에서 적용하는 데 좋은 알고리즘이다. Texture 정보를 이용한 방

법은 영상에 따라 부가적인 계산이 늘어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확성은 그런

대로 높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Color를 이용한 분류 방법은 Gaussian Mixture Model

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객체를 분류할 수 있다. Color에 의한 분류방법을 선호한

다.

다. 객체 추적 (Object 추적)

객체 추적은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이미지의 움직임, 경로를 추적하는 문제로, 영

상의 싱글 프레임 환경에서 객체의 움직임을 찾을 때 경로를 생성해가는 과정을 거

친다. 객체 추적은 움직이는 장면에서 이미지 상에 있는 물체의 경로 근사치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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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영상에서 관심 있는 물체가 움직이는 경로가 얼마나 그

전 프레임과 유사한지 알아낸 다음 동일 객체로 인식하면 그 물체의 계속적인 추적

은 가능하다. 객체를 추적하는 방법에는 Point 추적, Kernel 추적, Silhouette 등의 방

법이 있다. point tracker는 매 프레임에서 상황을 결정하고, kernel이나 contour 등을

이용한 추적 방법에서는 object가 오직 처음에 나타날 때만 detection하는 과정을 거

치게 된다.

(1) point 추적

이미지 구조에서 객체를 인식하고 움직이는 객체를 특징점에 의해 나타내며, 주로

Kalman filter를 사용하여 상황을 추적하고, 노이즈 측정에 대한 피드백을 계산한다.

추적을 위한 효과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 칼만 필터는 상황을 추적하고, 노이즈 측

정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해준다. 이와 달리 입자 필터링(particle filtering)은 다음 변

수가 움직이기 전까지 한 가지 변수를 위한 모델을 생성한다. 무한히(unboundedly)

다양한 변수들을 다룰 수 있고, 동적인 상황의 변수들이 있을 때 유리한 알고리즘이

다. 이는 항상 new operation of resampling 과정을 거치게 된다. 칼만 필터의 단점은

변수를 추정하는 과정이 분산된다는 것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하지 않는 변수에

대해서는 낮은 성능을 보인다.

(2) Kernel 추적

주로 움직이는 객체를 계산하며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하나의 프레임에서

다음에 나올 프레임까지 embryonic(초기의, 배아의) 방식으로 객체의 영역을 나타내

게 된다. 객체의 움직임은 보통 translation, conformal, affine 등의 parametric

motion의 형식으로 나타내게 되며,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움직임들에 대한 각각의

요소들을 계산하며 수행하는 방식으로 객체를 추적하게 된다.

(3) Silhouette Based 추적

실루엣 기반 추적 알고리즘은 간단한 geometric shape으로 정의될 수 없는 복잡한

모양을 추적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객체에 대한 정확한 묘사용 알고리즘이다. 이

전 프레임으로부터 생성되는 오브젝트 모델의 의미를 매 프레임마다 객체 영역에서

추적한다. 즉, 전 프레임으로부터 생성된 object model에 대해 의미가 있는 것을 모든

frame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루엣 기반의 탐지는 배경을 추출함으로써 수

행되고, 오브젝트의 모들엔 밀도함수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Single object

환경에서 사용 할 수 있고, Hough transform 기술과 함께 수행될 수 있다.

2. 고전적 영상분석 방법에서 움직임 추정 (motion estimation)



- 46 -

영상에서 움직임 추정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block matching algorithm

(BMA)과 optical flow가 있으며, 실제 보행자 검출을 위해 응용 개발된 SVM을 이용

한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기반 객체 추적 기술도 소개한다.

가. Block Matching Algorithm (BMA)

BMA는 프레임을 일정한 크기의 블록으로 나누고 현재 블록과 가장 유사한 블록을

이전 프레임에서 찾아 그 블록을 현재의 블록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탐색영역 내에

후보 블록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유사한 블록을 찾기 때문에 예측효율과 정확도 면에

서 뛰어나다. 하지만 움직임 벡터 추정과정에서 가장 정확한 값을 알아내려면 블록

주변의 모든 변위에 대해 평균 절대값 차이를 계산해야 한다. 이때 윈도우의 크기가

제한적이어서 벡터를 찾는데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나. Optical Flow

Optical flow란 연속적인 이미지 프레임에서 밝기 패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나

타내는 분포로, 지역적으로 물체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동하는지에 대한 정보 추출

이 가능하다. 조명 및 그림자 등에 의한 밝기 변화는 없다는 가정 하에 이미지 픽셀

의 이동은 물체의 실제 물체의 이동과 동일 시 되고, 물체의 이동속도를 알면 이미지

에서 해당 픽셀의 optical flow를 알 수 있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Lucas-Kanade 알고리즘, Horn-Schunck 알고리즘, Gunnar Farnebacks 알고리즘이

있다. Licas-Kanede 알고리즘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optical flow 방법으로 밝기 향

상성, 시간지속성, 공간 일관성의 3가지 가정을 기초로 구성되어 있다.

Lucas-Kanade방법은 영상에서 각 점마다 그 점을 중심으로 하는 불록을 설정하고,

그 블록 단위로 위 수식을 풀어 motion vector를 구하는 방법으로 한 프레임의 각 픽

셀 윈도우를 설정하고 다음 프레임에서 이 윈도우와 가장 잘 매칭되는 곳을 찾는 방

법으로 sparse optical flow에 속하여 코나와 같이 두드러지는 특징점을 사용하여

optical flow를 추적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적다. 그러나 좁은 지역의 윈도우를 사용하

기 때문에 윈도우보다 큰 움직임이 발생할 때에는 움직임을 계산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특징점을 사용하여 optical flow를 얻는 관계로 dense optical flow에 비

해 정확도가 낮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인 iterative lucas-kanade

method with pyramid는 원본 영상으로부터 영상 스케일에 따른 영상 피라미드를 구

성하여 영상 피라미드 상위계층에서 하위계층으로 추적하면서 다양한 스케일의 이미

지를 탐색하기 때문에 큰 움직임까지 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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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n-Schunck 알고리즘은 밝기 향상성 가정을 이용하여 속도 Vx, Vy의

smoothness constraint를 가정하여 해를 계산한다.

Gunnar Farnebacks방법은 인접한 두 프레임간의 움직임을 확장 다향식 기반으로

계산하는 dense optical flow의 한 종류로 모든 픽셀들의 값에 대한 optical flow를 계

산하므로 정확도가 높다. 평균적으로 lucas-kanade 알고리즘보다 2.0 degree 낮은 평

균에러를 갖는다. 그러나 계산 복잡도가 높아 계산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다. SVM을 이용한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기반 객체 추적

이미지의 지역적인 gradient(기울기 정보)를 해당영상의 특징으로 사용하는 방법으

로, HOG feature를 이용하며, SIFT 객체 검출기와 비교하여 지역적인 특징들보다

전역적인 특징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영상에서 gradient를 구하기 위해 소벨마스크, 로버츠 마스크, 프리윗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가장자리를 계산하는데 영상의 특징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소벨 마스크

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가장자리 검출을 위해 1D 커널을 사용하여 x,y방향 가장자리

를 계산하고 actan함수를 이용하여 orientation(방향)을 계산한 다음 적당히

quantization 한다. 보통 40도로 나뉘는 9개 bin 또는 15개 bin을 사용한다.

구해진 gradient로부터 orientation map을 만들고 이를 histogram으로 생성해서 연

결하면 HOG feature가 된다. 히스토그램은 셀 단위로 만들어지고, 연결 방법은 블록

단위의 움직임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구해진 HOG feature를 이용하여 객체분류

및 추적을 하게 된다.

그림 3.3.1. HOG+SVM 이용한 보행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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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딥러닝 기술적용을 통한 optical flow 기반 객체 추적

가. Learning optical flow wit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Optical Flow를 Deep Learning 계산한 연구로 좋은 성능, 적은 연산양의 모델 구조

를 제안했는데, 핵심은 correlation layer에 있다. 일반적인 CNN의 형태를 갖추고 있

고 optical flow를 비교할 2개의 이미지를 쌓아 6채널의 입력을 만든다(RGB 3채널

이미지 X 2개). 이 입력을 그대로 convolutional layer를 여러 번 거친 후 최종 결과

로 optical flow를 출력하도록 한다. Correlation layer를 이용한 딥러닝 모델은 조금

다른 형태를 갖는데, 2개의 이미지를 각각 따로 convolutional layer들을 통해 피쳐

(feature)를 얻는다. 그리고 이 둘을 correlation layer를 거치도록 한 후, 다시

convolutional layer를 반복하도록 하는 구조다. 즉, 각각의 이미지에서 얻은 피처를

잘 비교할 수 있는 correlation layer를 제안한 것이 핵심이며 모델의 아키텍처는 다

음과 같다.

그림 3.3.2. Correlation layer를 이용한 optical flow CNN 모델 아키텍처

나. Visual Tracking via Adversarial Learning (VITAL)

VITAL은 Tracking-by-detection 방식의 트래킹 모델로 크게 두 가지 학습을 진행

하게 되는데, 먼저 타겟을 중심으로 수많은 바운딩 박스를 샘플링한다. 그 다음 타겟

과 얼마나 겹쳐있는지를 판단하여 타겟과 배경을 레이블링하게 되고, 딥러닝 기반의

분류기 (타겟-배경을 분류하는 0-1 분류기)를 학습한다. 즉, 타겟과 배경을 잘 분별하

는 특징 (discriminative representations)을 분류기를 통해 학습하고, 우리가 원하는

타겟인지 아니면 배경인지를 분류함을 통해 트래킹을 진행하게 된다. 대표적인 모델

로 MDNet이 있는데, 딥러닝 기반 트래커 중에서는 SOTA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이

다. 학습에 사용되는 positive sample들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타겟의 외형 정보를

고려하지 못하고, 샘플링하여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클래스 불균형(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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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alance) 현상이 심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트래킹 분야에서는 최초로

“Adversarial Learning”을 사용하여 외형 변화를 고려해 positive sample을 얻은 후

모델을 학습하고, adversarial learning을 통해 외형 변화에 둔감하고 강인한 특징을

타겟에서 추출하는 장점을 갖춘 모델이다.

VITAL의 모델 구조는 아래와 같고, 이미지에서 추출된 target candidate의

feature map을 추출하기 위해 VGG-M 모델의 처음 3개의 ConvNet layer를 사용한

다.

트래킹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타겟의 모습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테스트 영상에 나올 타겟의 구체적인 정보를 미리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속에서 나타나는 타겟의 외형 변화 또는 주위 환경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므로 결국, 특정 프레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타겟의 일반적인 특징을 잘

학습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VITAL은 adversarial learning을 통해 mask를

학습함으로써, 특정 프레임에서만 두드러진 특징이 아닌 타겟의 일반적인 특징을 사

용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mask를 attention의 일종으로 본다면, 2018년

CVPR에 발표된 연구들은 channel attention을 적절히 잘 사용한 연구를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영상 AI기술을 이용한 연안 파랑모델링을 위한 적용 가능 딥러닝 기술 검토

가. 비디오 생성 딥러닝 모델 기술 적용 및 검토

대용량 학습 비디오로 부터 약지도학습(weakly supervised learning)을 통한 scene

dynamics 학습을 통해 랜덤변수로부터 움직이는 물체의 전경-배경-마스크 영상의

생성 및 이의 합성을 통한 비디오 생성 모델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그림 3.3.3. Visual Tracking via Adversarial Learning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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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계열 변화를 갖는 전경에 대한 자동 학습 등 영상 생성을 위한 관련 연구 조사

및 시범적용을 통한 딥러닝 기술을 살펴보았다.

표 3.3.1. 비디오 생성 딥러닝 모델 기술

기술
(발표년도) 기술 개요

PredNet
(2016)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와 Long-short term
memory network (LSTM) 결합 모델을 이용하여, 비디오 영상
예측을 위한 Representation을 학습하고, 이후 예측된
Representation으로부터 비디오를 생성하는 CNN 모델을 구축
•보행자 영상 데이터베이스 (KITTI)에서 10 frame씩 학습/평가
데이터 추출하여 사용. 1 frame 단위 예측. 영상 해상도는128x160

Multi-scale
Network
(2016)

•비디오 예측 중 결과 영상의 선명도 향상을 위해 다중 CNN 네
트워크와 Upsampling 레이어로 구성되는 Multi-scale 구조와
adversarial 학습 방법 채택
•UCF101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평가. 8 frame 입력에서 다
음 8 frame 영상 예측. 영상 해상도는 32x32

Motion-focused
Predictive
Model
(2016)

•LSTM 및 Spatial Transformer Network를 이용하여, 비디오에
서 움직이는 전경 (Foreground) 물체의 모션을 예측하는 모델
제안
•물체 움직임에 대한 Label 정보 없이, 배경과 전경에 대한
Mask를 함께 생성하여 영상 합성, 10 frame 입력으로 10 frame
영상 예측, 64x64 해상도 사용

Generative
Models with
Scene
Dynamics
(2016)

•Random variable로부터 움직이는 물체의 전경, 배경, 전경 Mask
영상을 별도로 생성하여, 비디오를 합성하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을 제안
•64x64 해상도 32 Frame 비디오 생성
•자연 영상에서 시계열 변화를 갖는 전경에 대한 자동화된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 보유

Deep Voxel
Flow
(2017)

•입력 비디오 Sequence로부터 대상 Frame을 합성할 수 있는
Voxel Flow Map을 예측하는 Convolutional Encoder-Decoder
제안
•입력 비디오 Frame들과 대상 Frame 사이의 Voxel Flow Map
(Displacement Map)을 가지고 Frame 들 간 보간 혹은 외간을
수행해 최종 Frame 영상 합성
•다른 기법에 비해 선명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으나, 1 Frame만
합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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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디오 생성 딥러닝 모델의 안목해안 CCTV 적용 검토

비디오 생성 모델을 안목해안 CCTV 비디오에 적용한 후 비디오 생성 딥러닝 모델

을 테스트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와 연구개발 이슈를 도출하였다.

표 3.3.2. 비디오 생성 딥러닝 모델

•HD 비디오 (1080 x 720) 해상도의 Frame 예측 가능
Decompositional
Disentangled
Predictive
Auto-Encoder
(2018)

•고해상도 비디오 영상 생성을 위해 비디오를 여러 Component로
분류하고, Component별 시계열 예측을 수행하는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기반 Auto-encoder 제안.
•10 frame 입력으로 10 frame 영상 예측, 128x128 영상 해상도 사용
•총알 영상, MNIST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평가

항목 설명

파랑 비디오
데이터 명세

•1280 x 720 해상도, 초당 32 Frame 영상
•WMV, AVI 포맷
•전처리를 통해 256 x 144 해상도로 변환
•32 Frame 입력으로 연속 32 Frame 생성 Task 학습
•입력 데이터: 256 x 144 x 32 x 3 (RGB)
•출력 데이터: 256 x 144 x 32 x 3 (RGB)

모델 구조

•조건부 GAN 모델로써 32 Frame 입력으로부터 32 Frame에 해당
하는 Mask, 전경 영상과 모든 Frame에 공통 적용되는 1 Frame
의 배경 영상을 생성
•Mask 영상은 각 Frame 생성 시 전경과 배경 간 비중을 결정하
며, 주로 움직이는 물체 영역 (전경)에 높은 화소값 보유.
•모델의 비디오 합성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입력 영상을 그대로
생성하는 Auto-encoder 형 모델과 다음 32 Frame을 생성하는
예측 모델로 구현

<Generative Model with Scene Dynamics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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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생성
결과

•Mask 영상은 움직이는 물체 영역을 비교적 정확하게 지정하였으
나, 생성 영상은 입력 영상에 비해 저화질 비디오 생성.
•파랑 변화 파라미터 추정 등 정량적 분석에 충분하지 않음.
연안 영역 외에서 자동차, 사람 등 관심 외 물체의 움직임도 함께
학습하여 비디오 생성에 포함.
•관심 외 물체를 제거하는 연안 비디오 전처리 기술 개발 필요.
•파랑 영상 예측을 위해서 장시간 파랑 영상에서 주요 변화를 보이
는 관심 시간대 선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대한 통계적,
정량적 분석이 필요함.
•Generative Model with Scene Dynamics 모델 파랑 영상 합
성 결과

해결해야할
이슈사항

•영상내 파도 외에 사람, 차량의 움직임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오
차 발생, 모델 성능향상을 위한 정확한 scene dynamics 학습을
위해 학습데이터의 전처리가 필요함.
•마스크 영상은 움직이는 물체영역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출하였
으나, 생성 영상은 입력영상에 비해 저화질 비디오 생성으로 파
랑 변화 파라미터 추출 등 정량적 분석에 충분하지 않음. 단기
파랑예측을 위한 비디오 생성모델로 사용하기 위해 super
resolution 등의 딥러닝 기술 접목 개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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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객체 인식 및 추적 딥러닝 모델의 CCTV 영상이용 파랑 모델링 적용 검토

안목 해안 CCTV 영상으로부터 딥러닝 기반 영상 분석을 통해 파랑모델링을 위한

최신 연구를 조사하고 시범 적용해 보았다. 비디오 기반 파랑 모델링을 위해 필요한

기술 및 도전 이슈는 다음과 같다: 연속 비디오 프레임 간 파도 검출 및 이동/변화

추적, 연속된 대규모 시공간 관측자료의 효율적 처리, 측정 변수값의 오차 최소화, 파

랑 모델링을 위한 수 추정 결과와 관측값 비교, 기존 물리/수학적 모델과 연계 분석

기술.

파도 이동/변화 추적 기술은 추적 대상 정의에 따라 3가지 구현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파랑 단위 추적 → 물체 추적 (Object Tracking) 기술, 외해 혹은 연안 외곽에

서 파랑의 마루 혹은 파곡 발생 감지, 이후 비디오 프레임에서 감지 파랑 위치 추적,

프레임 별 물체 감지 (Object Identification) 및 추적 (Tracking) 기술에 해당, 프레임

별 파랑 위치 확보로 파랑 변수의 바로 측정 가능.

그러나 쇄파에 따른 파랑 형상 변화나 영상 품질 등이 추적 정확도 확보에 어려움

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체 감지 및 추적 기술 예로 픽셀/영역 단위 추적하는 영상 정합 기술을 살펴보았

다. 연안 비디오 영상의 프레임을 픽셀 단위로 변환하여, 다음 프레임의 대응 픽셀

위치를 결정하는 기술로 영상의 비강체 변환은 파랑의 형상 변화에 강직한 추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픽셀 별로 획득되는 위치 변환 벡터 (Displacement

Vector)는 속도벡터를 추정할 수 있고, 연안 영역 별 파랑 변수를 추정에 사용 가능

하다. 그러나 물체 감지 기술에 비해 연산량이 많고, 정합 대상 프레임의 시간 간격

에 따라 정합 정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물체추적을 위해 위에서 이미 검토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특징점 단위

추적기법인 optical flow 기반 움직임 추정 기술을 파랑 추적에 적용한 결과 optical

flow 방법은 물체 밝기, 시간 연속성, 공간 일관성 가정에 기반하여 영상 간 픽셀 혹

은 블록 단위 매칭을 통해 시간에 따른 움직임을 추정하기 때문에 영상 정합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산량 적지만, 추적 포인트들의 수에 따라 연산량 증가하고 대상

객체의 형상 변화에 취약하여 파랑 모델링에는 부적합하였다.

또한 2015년에 발표된 Hierarchical Convolutional Features for Visual Tracking 논

문에서 사용한 방법인 지도 학습 딥러닝 기반 물체 추적 기술은 프레임 별 관심 물

체의 위치를 추정하지만, 물체 형상 변형, Occlusion을 반영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연산량이 요구되며, 지도 학습을 위한 학습데이터 구축에 많은 노력이 요구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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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 연구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최신 기술들에서도 대부분 고정형 물체 추적을 대상으로 하며, 파랑과 같이

형상, 영상 특징에 변화가 많은 물체에 대한 추적 기술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산 속도, 정확도 측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Fast Visual Tracking

기술과 영상 정합 기술로 비지도 학습 기반 영상 정합 기술을 검토하였다. 영상정합

기술은 Demons 알고리즘과 같이 최적 영상변환을 계산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구

현되며, 영상 크기에 따라 연산량 증가한다. 최근 연산량 감소를 위한 딥러닝 기반

영상 정합 기술이 제안되었으며,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모델로 구분된다. 본 연구

에서는 대규모 비디오 데이터 적용을 위한 비지도 학습 영상 정합 기술을 검토하고,

2018년 발표된 가장 최신 기술인 확률적 형상변화 정합을 위한 비지도 학습 기술을

안목 해안 CCTV 영상에 적용하여 테스트해 보았다.

표 3.3.3. 비디오 생성 딥러닝 모델 결과

방법 결과 요약

물체 추적
기술

•연안 가장 외곽에서 파랑 위치 지정 후 해안까지 추적 성능 확인
•다중 파랑 객체 추적을 위한 알고리즘 수정
•감지 파랑의 중심 위치 지정에 따라 추적 결과와 파랑 변수 측정 결과
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해안에 가까워질 수록 추적 정확도가 하락
•파랑 영역이 파랑의 대부분을 감싸도록 확장하여 실험한 결과, 포함되
는 배경 영역도 많아지면서 성능 저하 확인.
•딥러닝 기술인 Hierarchical Convolution Features 기법과 비교하여, 연
산 속도 측면에서 장점을 보임 (초당 10 Frame 이상 처리 가능)

<Fast Visual Tracking 기법 기반 파랑 추적 예>

영상 정합
기술

•심한 파랑 변화를 보인 날짜의 연안 CCTV를 기준으로 기법 평가
•입력 Frame과 대상 Frame 간 간격을 15 Frame으로 두고,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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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변환 결과 비교
•Frame 간격은 1 부터 60 (2초 분량) 사이에 15 Frame 단위로 나누어
서, 입력 Frame과 대상 Frame 간 영상 차이와 파랑의 이동 거리를 확
인하여 선정
•파랑의 이동 거리가 길거나 같은 영역에 새로운 파랑이 나타나는
Frame 간격 (30 Frame, 1초 분량) 이내로 선정
•Spatial Transformer Network 가 파랑의 변화에 따라 입력 Frame을
변환하여, 대상 Frame과 유사한 영상을 생성함

•결과물인 Displacement Field 맵을 이용한 파랑 모델링기술 개발 필요,
이를 통해 일정 시간 간격에서의 파랑 변화 추정 가능
•개발 기술의 정량적 성능 평가를 위해서 측정 결과와 파랑의 실측 결과
비교 실험이 필요함.

좌: 입력 Frame, 우: 대상 프레임 (15 Frame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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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별 파랑 변화 크기 (Displacement Vector Norm) 맵
(밝을 수록 파랑의 위치, 모양 변화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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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파 예측시스템의 개요

본 연구의 월파 예측시스템은 방파제 등의 인공 구조물에 대하여 어민이나 관광객

의 안전을 위해 전국 주요항만에 구축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 시범적으로 대상

항을 선정하여 예측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스템의 기본

개요는 기 기 개발 파랑 예측시스템(KOOS 등) 및 본 과업을 통해 개선된 파랑 예측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밀 격자에서의 월파 예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그림 3.4.1).

정밀격자의 월파 예측시스템은 전산유체역학(CFD) 모델을 이용하여 구성하였고, 파

랑 예측시스템과 연계된 월파 예측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3.4.2과 같다.

그림 3.4.1. 월파 예측 시스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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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KOOS의 파랑 예측시스템(SWAN)과 연계된 월파

예측시스템의 구성도

2. 지역해 파랑 예측시스템과 연계된 월파 예측시스템 구축

CFD 모델은 연속체로 가정한 유체 입자들을 이산화시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계

산 속도에서 단점이 있다. 즉, 3-10초 주기의 파랑에 의한 수면 변화를 모두 계산하

여 예측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랑 모델로 예측된

파고, 주기 정보를 대상항 인근의 모델에 조파하여 월파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

성하고자 하였다. 우선 CFD 모델의 속도를 파악하기 위해 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

소 인근 실해역에서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X 격자 900 m, Y 격자 215 m, Z 격자 35

m 를 각각 175, 40, 140 개의 격자로 구성하여 block mesh를 구성하였고(그림 3.4.3),

파생성 이론은 Le Méhauté(1976)의 그래프를 참고하여 규칙파(파고 4 m, 주기 10

sec, wave phase 1.57)로 조파하였고, Stokes 2nd order 적용하여 LES Model의

Smagorinsky 난류모델을 적용하였다. 그림 3.4.4는 그림 3.4.3의 block mesh 에서의

모델 결과의 한 예다.

실험 결과 연안에서의 파랑 전파를 잘 모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200 초 규칙파

가정 시 1node(36 core) 로 약 1시간 이 소요되어 동등한 격자 또는 보다 상세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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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격자에서는 실시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예측의 목적은 월파

(처오름)의 여부 및 형태이므로, 매시간 200 초 stationary 계산으로 입사파에 대한

월파 예측이 가능할 것이고, 24개 node 사용 시 각각의 24개의 모의가 가능해서 산술

적으로는 하루 예측이 1시간 안에 계산 가능하다는 성능평가 결과를 얻었고, 만약 3

시간 간격으로 결과를 산출한다면 72시간 예측도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림 3.4.3. Block mech 의 예

그림 3.4.4. 동해 실해역에서 Olaflow의 성능평가 결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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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2019년도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파랑 수치모델은 해상에서 발생하고 이동하는 파랑(파고, 파주기, 파향 등) 현상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파랑 수치모델링 과정에서는 바람 자료가 수치모의를 위한 주

요 입력 요소로 적용된다. 바다의 해수면에서 파랑을 발생시키고 그 에너지를 전파하

는 주요 외력이 바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랑 수치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실제 발생했던 기상 현상과 잘 부합하고 정확한 풍속 및 풍향 자료를

확보하여 수치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위성

바람 자료를 이용하여 파랑 수치모델 예측 정확도의 향상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1. 바람 예측 자료의 보정 고도화를 통한 파랑 예측 향상 기법 개발

가. 개요

우리나라 인근 해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람 자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후측 자료, 재분석 자료, 예측모델 자료, 현장관측 자료 등이

있다. 그 중 일반적으로 현장관측 자료가 실제 발생한 바람 현상을 직접 측정한 자료

로 타 분석 자료에 비해 정확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관측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및 환경의 한계로 관측 지점들은 주로 심해 영역보다는 육지

부근으로 한정되어 있어 외해 영역의 바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의 관측기기를 이용하여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

는 외해 영역의 풍속 자료를 측정할 수 있다.

인공위성을 이용함으로써 해상의 파고 측정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다. 파고에 대한

관측자료 또한 인공위성 풍속 관측자료와 같이 육지 부근뿐만 아니라 심해 영역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파랑모델을 검증하고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이 연구에서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측정한 바람 자료를 기반으로

파랑 예측 수치실험을 수행하여 기존의 파랑 예측 수치모델 결과보다 그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아래 그림은 연구 방법에 대한 전반적

인 흐름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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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바람 예측자료의 보정고도화를 통한 파랑 예측 향상기법에 대한 흐름도

위 그림의 흐름도는, 파랑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바람 입력자료

를 생성함에 있어 기존의 검증된 인공위성 바람 관측자료 DB를 활용하여 대기모델

의 바람 예측자료의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정 고도화함으로써, 최종적으

로 파랑예측 수치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을 위한 과정을 요약하여 설명한 것이다.

파랑모델의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대기모델의 바람 예측결과를 수정 및 보정 고도화

하는 과정에서는, 대기모델의 바람 예측자료는 항상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축적된 바람 예측자료 DB와 인공위성 바람자료 DB를

통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바람 예측자료의 오차수정율 분포지도(Correction Map)를

생성한다.

가. 인공위성 해상풍 자료의 활용

우리나라 주변 바람자료로 기상청 해상부이 자료, Jason-2 인공위성 자료와 WRF

수치모델 자료를 확보하였다. 인공위성 바람 자료를 보정하기 위해 기상청 해상부이

바람 자료와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보정된 인공위성 바람자료를 WRF 수

치모델 바람 자료를 보정하는데 이용하였다. 정확도가 향상된 수치모델 바람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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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 수치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파랑 예측 정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 해상부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공위성 해상풍 자료를 검증하고 보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상청 해상부이 관측자

료를 이용하였다. 총 10개의 관측지점을 고려하였으며, 동해에서 3지점, 서해에서 3지

점, 남해에서 4지점을 선정하여 각 해역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위성 자료의 보

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기상청 해상부이 자료는 기상자료개방포털 웹사이트

(http://data.kam.go.kr)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자료의 전반적인 기간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시간 해상도는 1시간 간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공위성 해상풍은 평균해수면으로부터 10m 높이 바람으로 변환하여 제공된다. 반

면 해상부이 바람 측정 센서 높이는 부안지점의 경우 4.7m, 추자도 지점의 경우

4.1m 등으로 상이하다. 따라서 해상부이 해상풍 자료를 인공위성 자료와 비교하기 위

해서는 해상부이 자료를 10m 높이 바람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Liu-Katsaros-Businger(LKB) 모델을 이용하여 각기 다른 높이에서 측정된 해상

푸이 풍속을 10m 높이 바람으로 변환하였다.

다. 인공위성 관측자료

인공위성 자료로는 고도계(altimeter)를 이용하는 Jason-2 자료를 수집하였다.

Jason-2 인공위성의 경우 GDR(Geophysical Data Records) 풍속 자료를 2008년 7월

부터 2017년 1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수집하였다. Jason-2 풍속 자료는 AVISO 웹사

이트(https://www.aviso.altimetry.fr)를 통해 수집하였다. 아래 그림은 기상청 해상부

이 지점들의 분포와 Jason-2 자료의 전체 수집기간(2008년~2017년)에 걸친 경로를 나

타낸다. 고도계를 이용하는 인공위성 풍속 자료는 공전 궤도의 직하점에서만 관측이

이루어지고, 반복 주기마다 같은 경로를 지나가는 특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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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우리나라 주변 기상청 해상부이 위치와 Jason-2 인공위성 경로

라. 통계분석

인공위성 자료와 해상부이 자료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Reduced Major Axis

(RMA)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RMA 회귀분석은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Ordinary Least Square(OLS) 회귀분석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두 가지 다른

특징이 있다. 첫번째는 회귀직선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OLS 방법을 이용하면 각 데

이터의 수직변위 오차를 최소화하는 회귀직선이 산출되는 반면, RMA 방법은 각 데

이터와 회귀직선이 이루는 삼각면적 오차를 최소화하는 회귀직선이 도출된다. 두 번

째 RMA 회귀분석 방법의 특징은 회귀직선 기울기의 대칭성이다. RMA 회귀분석 방

법은 Y=X 직선과 대칭(symmetric)을 이룰 수 있는 회귀직선 기울기를 제공하지만,

OLS 회귀직선 방법은 비대칭(asymmetric) 기울기를 제공한다. 다시 말하자면, RMA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면 X축 변수와 Y축 변수를 바꾸어도 기울기 관계가 같게 도

출되지만, OLS 회귀분석 방법은 그렇지 않다. 아래 그림은 거제도 해상부이 지점과

포항 해상부이 지점의 관측자료와 인공위성 자료 간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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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거제도 및 포항 해상부이 관측자료와 인공위성 관측자료의 비교

마. 오차수정률 분포지도(Correction Map) 생성

오차수정률 분포지도(Correction Map)의 활용 목적은 추후 파랑 수치모델에 입력자

료로 사용될 대기모델의 바람 예측자료를 보정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대기모델

의 바람 예측자료는 대기모델인 WRF모델의 생산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인공위성 바

람 관측자료의 기간과 동일하게 확보하였다.

오차수정률 분포지도(Correction Map)을 생성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인공

위성이 지나가는 경로마다 WRF 수치모델 격자지점의 자료와 인공위성 자료 간 시·

공간적 조건에 부합하는 일치 자료(Match-up)를 생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치모델

의 각 격자지점에서 인공위성 및 수치모델 match-up 자료의 RMA 회귀분석이 이루

어진다. 각 격자지점의 RMA 회귀 기울기는 전체 Correction Map을 구성하는

Correction factor로 간주된다.

각 격자지점에서 Correction factor 들이 산정된 후, 인공위성 자료와 수치모델 자

료 간 match-up 자료가 부족한 공간을 보완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선형 보간이 이루

어지다. 마지막으로 Correction Map을 보정하기 위한 2차원 스무딩 필터를 적용한다.

아래 그림에는 본 연구에서 Jason-2 인공위성 자료와 WRF 수치모델 자료를 이용하

여 생성한 Correction Map을 나타내었다. 이는 추후 Wavewatch-Ⅲ 파랑 수치모델의

바람 입력자료를 보정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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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Jason-2 인공위성 자료와 WRF모델 바람자료를 이용하여 생성한

오차수정율 분포지도(Correction Map)

한반도 주변에서 WRF 수치모델 자료는 전반적으로 보정된 Jason-2 풍속 자료보다

약 10∼20% 정도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 WRF 자료와 Jason-2 자료의 편차는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동중국해 및 일본 열도의 육지 부근에서 회귀기울기가 0.8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크고, 육지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동해, 황해 및 남해 영역에서의 비율을 서로 비교하면 황해 연안에서 수치모

델 자료가 인공위성 자료에 비해 약 60% 정도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남해 연

안에서는 약 70%, 동해 연안에서는 약 75% 정도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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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랑 수치모델링 결과 분석

Correction Map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Wavewatch-Ⅲ 파랑모델을 이용하여 유

의파고 예측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수치모의 결과 분석은 동해, 황해 및 남해 영역에

서 각각 유의파고가 비교적 높았던 시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동해 영역

에서는 201년 10월경 21호 태풍 프라피룬의 영향을 받았던 기간, 황해와 남해에서는

각각 2012년 1월, 2013년 1월 겨울철 고파랑 기간에 대해 수치모의 결과를 분석하였

다.

표 4.1.1. WRF모델의 보정된 바람 예측자료를 이용한 파랑 예측결과

Reg. Station Bias RMSE SI RMA slope
Ori. Mod. Ori. Mod. Ori. Mod. Ori. Mod.

East
Sea

Donghae -0.35 0.13 0.31 0.30 0.23 0.23 0.78 1.12

Pohang -0.20 0.24 0.29 0.27 0.25 0.24 0.74 1.11

Ulleundo -0.28 0.20 0.30 0.25 0.21 0.17 0.65 1.03

Sub total -0.28 0.19 0.30 0.27 0.23 0.21 0.72 1.09

Yellow
Sea

Chilbaldo -0.16 0.07 0.18 0.19 0.13 0.13 0.84 1.00

Deokjukdo -0.03 0.13 0.28 0.27 0.39 0.38 0.90 1.10

Oeyeondo -0.12 0.10 0.18 0.16 0.14 0.13 0.91 1.07

Sub-Total -0.10 0.10 0.21 0.21 0.22 0.21 0.88 1.06

South.
Sea

Geojedo -0.17 0.10 0.26 0.23 0.24 0.21 0.84 0.96

Geomundo -0.09 -0.01 0.26 0.25 0.23 0.22 1.04 1.09

Marado -0.18 -0.03 0.17 0.15 0.10 0.08 1.06 1.11

Sub-Total -0.15 0.02 0.23 0.21 0.19 0.17 0.98 1.03

Total -0.18 0.10 0.25 0.23 0.21 0.20 0.86 1.06

전반적으로 WRF 바람 자료를 Correction Map을 통해 보정하여 이용한 파랑 수치

모델 결과가 보정하지 않고 이용한 결과보다 해상부이 관측 자료와의 일치 정도가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보정된 WRF 바람자료를 이용한 경우 편차가 포항과 울릉

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0.1m 미만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편차가 음수인 경우 파랑 예

측결과가 현장관측 자료에 비해 과소 산정된 것을 의미한다. 특히 남해에서 모델 과

소 예측 정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RMSE의 경우 전체 평균적으로 약 8% 감소하였다.

한반도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해 영역에서 약 10%, 남해에서 약 9% 감소

하였다. RMA 회귀기울기는 모든 지점에서 보정 전 결과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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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까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보정된 WRF 바람 자료를 통해 파랑 예측 정확도가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칠발도, 덕적도 등 황해 일부 지역에서는 여

전히 수치모델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동해, 황해, 남해의 각각 한 관측

지점에서 해상부이 유의파고와 수치모델 유의파고를 비교한 결과를 아래 그림에 나

타내었다.

그림 4.1.5. 보정된 WRF 바람 자료를 이용한 파랑 수치모델링 향상 결과: 동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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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보정된 WRF 바람 자료를 이용한 파랑 수치모델링 향상 결과: 서해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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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보정된 WRF 바람 자료를 이용한 파랑 수치모델링 향상 결과: 남해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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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 자료 기반 보정된 WRF 바람 입력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파랑 예측 결과

는 전반적으로 현장관측 자료를 보다 잘 재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해별로 파랑모

델 결과를 비교하면 남해에서 편차가 크게 줄어들어, 편차 측면에서 가장 개선된 성

능을 보였다. RMSE와 회귀기울기 측면에서는 동해에서 0.03m 정도 평균 제곱근 오

차가 감소하고, RMA 회귀기울기가 크게 증가하여, 세 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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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절에서는 이미 구축한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을 실제 연안에 설치하여 파랑을

관측하기에 앞서 실내 파랑수조 실험실에서 파랑 측정실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기

로 하겠다. 실내 실험실에서 파랑 측정실험을 수행한 이후 대상지역을 실해역으로 확

장했고, 다양한 관측 장비와의 상호 보완을 통해 스테레오 이미지의 정확도 향상 및

쇄파대의 관측 데이터 획득을 통한 분석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1. 실내 파랑수조 3차원 파랑 측정실험

가. 배경

실내 파랑수조 실험실에서 2차원 및 3차원 수로에서 조파 실험을 수행할 때, 일반

적으로 지점별 파랑 관측을 위해서 계측장비로 용량식 파고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용량식 파고계는 쇄파대와 같이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 파고를 정밀하게 측정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초음파식 파고계 사용 빈도수도 갈수

록 늘고 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은 지점별 파랑 관측이라는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

어서 쇄파 모양 및 Wave-setup을 관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을 이용한 파랑관측기법은 기존의 방법

들과는 달리 공간적으로 제한이 없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관측자료를 얻을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그런즉 기존의 장비와는 다르게 쇄파대처럼 공간적으로 파랑특성이

급격하게 변하는 지역에서의 자료를 연속적으로 측정 가능하다.

실험실 파랑수조에서 영상기술을 이용하여 해수면의 파랑 운동을 관측하기 위하여,

1990년대 이후부터 컴퓨터 비전기법이 사용되었다(예, Zhang, 1996; Canning et al.,

1998; Flores et al., 1998; Foote and Horn, 1999; Javidi and Psaltis, 1999; Erikson

and Hanson, 2005). 이 선행연구들은 주로 단일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수행

되었으며, 실제 관측장비들과의 비교 및 검증이 미비하였다. 예를 들어, Erikson and

Hanson (2005) 이동상 수조실험에서 비디오를 이용하여 수심과 해수면의 변화를 관

측하고자 하였으며, 파랑의 실제 계측한 결과와의 상세한 비교는 미비하였다. 본 실

험에서는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연안에서 파랑의 공간적 전파에 따른 변

형을 관측하는 기술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측한 파랑자료를 실제 계측기를 통한 측

정 자료와 상세한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나. 실내 연안파랑 실험의 개요



- 73 -

연안역에서의 파랑 관측은 연안역 재난위험의 사전관리, 예측모델의 적용, 연안 표

사이동 매커니즘의 규명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파장, 파고와 같은 쇄파대의

파랑 특성의 관측은 연안의 침·퇴 및 수치모델의 보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초음파, 레이저 도플러 등의 방식을 이용한 파랑, 유속 관측 장비로 파랑의 관

측을 하고 있지만, 파랑 쇄파가 발생하는 연안역을 대상으로 관측하는 데에는 많은

기술적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쇄파대 영역의 관측을 위한

방법으로는 영상 이미지를 이용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스테레오 영상 이미지를

이용한 연구는 육상의 고정 지형을 대상으로 주로 수행되었으나, 연안역에서의 중요

성이 가중되어 해안선 인근영역에 적용하여 파랑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을 이용하여 2차원 실내 수조에서 파랑을 측정

하였다. 실험은 전남대학교 해양항만실험센터의 100m 길이의 직선수로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은 5가지 폭풍조건 파랑 시나리오 및 1가지의 평상조건 파랑 시나리오

가정하여 진행하였고, 폭풍조건 및 평상조건에 따라 모래해변의 침식 및 퇴적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지형변화를 측정하는 해안침식 실험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해변 사

구의 전면 경사는 1:4로 설계하여 인위적으로 해안을 조성하였으나, 해변 조성 이후

실제로 사구 전면의 경사를 측정한 결과는 1:3.27로 확인되었다. 아래 표는 실내 실험

에 사용된 시나리오별 파랑조건을 나타낸다.

표 4.2.1. 실험에 사용된 시나리오별 파랑 조건

시나리오 파고 (m) 주기 (sec.) 반복횟수 지속시간 (min)

S0 0.13 2.94 3 15

S1 0.3 3.18 5 15

S2 0.5 3.52 6 15

S3 0.6 3.94 15 15, 30

S4 0.5 3.18 3 30

S5 0.3 3.94 3 30

Recovery 0.13 3.94 16 60, 120

다. 실내 실험실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의 관측체계 수립

(1) 스테레오 카메라의 적용을 위한 내부 보정

본 실험에서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을 실내 파랑수조에 설치하기 전에 카메라 렌즈

및 카메라 하우징의 보호유리에 의해 발생하는 왜곡을 보정하는 테스트를 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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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4.2.1은 카메라 렌즈 및 하우징 유리에 의한 내부왜곡의 정도를 평가 및 보정하기

위해서 체크보드로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림 4.2.1은 체크보드 이미지

들로부터 평가한 내부왜곡의 결과로 보정된 이미지의 오차분포를 보여준다. 이미지

보정결과, 왼쪽 카메라(Cam1)의 픽셀오차는 X방향으로 0.10, Y방향으로 0.08, 오른쪽

카메라(Cam2)의 픽셀오차는 X방향으로 0.08, Y방향으로 0.09 정도로 나타났다.

그림 4.2.1. 카메라 내부보정을 위한 이미지 촬영: (좌) 외곡도 보정을 위한 격자점 추출,

(우) 이미지 전체적인 스캔도 보정을 위한 격자점 추출, (우) 이미지 전체적인 스캔

그림 4.2.2. 카메라 이미지 내부보정 결과: (좌) 촬영된 체크보드의 3차원 위치도,

(우) 내부보정 결과 이미지의 오차

(2) 실내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의 설치

스테레오 카메라의 위치는 사구로부터 25.8m 거리, 3.7m 높이에 설치되었고, 카메

라 사이 거리는 36cm로 고정하였다. 스테레오 영상이 촬영하는 공간적 범위는 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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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의 수로를 따라 수로 방향으로 약 12m 길이 정도였다. 그림 4.2.3은 실내 2차원 파

랑수조의 측면도를 보여주며,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의 설치위치는 빨간색으로 표시되

어 있다.

그림 4.2.3. 실내 실험에서 사용된 수조단면 및 장비위치도 (붉은 원: 스테레오 카메라 위치)

실내 파랑실험에서 각 폭풍 시나리오별로 파랑을 조파하는 과정에서, 스테레오 영

상시스템의 의한 파랑 관측결과의 검증용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현장 점관측센서들

을 이용해 수로를 따라가며 여러 지점에서 파랑자료를 수집하였다. 유의미한 검증자

료를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조파조건으로 3 ~ 6회 반복실험의 과정을 거쳐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이미지 해상도는 2048×1536 픽셀이고, 샘플링 주파수는 5Hz로 설정하였다. 취득 영

상 이미지의 분석을 위해 전처리 과정으로 카메라 렌즈의 외곡도 보정, 영상 이미지

상호간의 밝기 보정, 분석 대상 지정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스테레오 이지미의 매칭,

이미지의 3차원 복원의 과정을 스테레오 영상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아래 그림 4.2.4

는 좌측 두 장의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하여 우측의 3차원 해수면 자료를 계산한 결

과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좌측 두 장의 스테레오 영상은 각각 이미지 좌표로 밖

에 나타낼 수 없으나, 이 두 장의 영상으로부터 스테레오 분석을 통하여 우측과 같이

3차원의 실제 좌표로 해수면 자료를 복원해 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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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스테레오 이미지를 이용한 파고의 3차원 복원의 예: (좌측위) 우측 카메라 이미지,

(좌측아래) 카메라 이미지, (우측) 3차원 해수면자료 측정결과

다.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의 파랑 측정결과

파랑조파를 위한 시나리오별 각 파랑조건들에 대해서,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을 이용

하여 파랑을 관측한 결과, 실제 파고계를 이용한 측정결과에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또한, 연안 쇄파대에서 파랑의 변형 및 소산의 과정도 무리없이 재현되었다. 구체적

으로, 아래 그림은 시나리오 중 S3 및 S4의 경우에 대한 파랑변형의 측정결과를 보

여준다.

그림 4.2.5. 파랑 관측결과 비교; (위-S3) Hs=0.6m, Tp=3.94s, (아래-S4) Hs=0.5m, Tp=3.1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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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 점으로 표시된 파고는 실제 파고계를 이용하여 관측한 파고값이고, 붉은색

실선은 스테레오 영상 이미지를 통해 관측한 파고값의 변화다. 붉은색 점들은 해안선

쪽의 사구방향으로 수심이 얕아질수록 파고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고, 스테레오 영

상의 측정결과 또한 같은 양상을 나타낸다. 실제 파고계를 스테레오 영상으로 관측한

영역에 설치할 수 없는 관계로 영상에 의한 파고 관측치를 실제 관측자료와 직접 비

교는 어려웠다. 하지만, 스테레오 이미지의 관측범위와 가까운 인근위치에 설치된 파

고계 측정장비의 파고치의 비교를 통하여 그 정확도를 검증하였다(표 4.2.2).

추가적으로, 그림 4.2.6.은 시나리오 중 S5 및 S4의 경우에 대한 파랑변형의 측정결

과를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S5 및 복원의 경우는 앞선 두 시나리오 보다 낮

은 조건의 파고를 이용하였다. 즉, 각 시나리오에서 발생시킨 파고는 각각 0.6 m, 0.5

m, 0.3 m 및 0.13 m 였다. 뒤의 두 가지 파랑조건에서도 쇄파대역에서 파고가 감소

하는 패턴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시나리오5에서는 사구에서 먼 외해역에서의

파고 변화는 보이지 않았고, 복원 시나리오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파고의 모습이 보였

다.

그림 4.2.6. 파랑 관측결과 비교; (위-S5) Hs=0.3m, Tp=3.94s,

(아래-복원) Hs=0.13m, Tp=3.1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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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는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한 관측치와 실제 파고계의 측정치

를 비교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영상관측파고는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하여 측정한

관측범위 중에서도 가장 먼 바다 쪽의 최외곽지점에서 측정된 값이다. 그리고 각각의

파고계에 표시된 거리값은 바로 이 최외곽지점에서 각각의 파고계까지의 거리를 나

타낸다.

시나리오 생성 파고 (m)
실계측기 파고 (m) 영상관측

파고 (m)파고계1 (거리) 파고계2 (거리) 파고계3 (거리)

S3 0.6 0.76 (34.7) 0.72 (16.5) 0.56 (4.5) 0.47

S4 0.5 0.68 (34.7) 0.60 (16.5) 0.44 (3.0) 0.42

S5 0.3 0.37 (34.7) 0.39 (17.0) 0.39 (7.75) 0.34

Recovery 0.13 0.15 (34.7) 0.17 (17.0) 0.23 (4.35) 0.23

표 4.2.2. 각 시나리오별 파고계의 측정치와 스테레오 영상에 의한 관측치의 비교

위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외해역에서 생성된 파랑은 점차 해안선 쪽으로

전파할수록, 다시 말해 수심이 감소할수록 파고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스테레오 영상에 의한 파고 관측치의 정확성과 관련해 실측 파고계3

과 영상 영역의 최외곽 지점이 가장 가까웠던 S4의 경우를 보면, 실측장비 파고인

0.44m에 비해 스테레오 영상의 관측 파고는 0.42m로 매우 정확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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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AI기술을 위한 딥러닝 학습용 대용량 학습/검증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모델 학습을 위해서는 연안 파랑에 대한 학습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강릉 안목 해안 CCTV 2대를 설치하여 연안 파랑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 지역을 안목해안으로 선정한 이유는 과거 타 연구사업을

통해 수집한 안목 해안 영상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들 비디오 영상의 공간해상도와 영상 확보 기간은 아래와 같다.

(1) 강릉 안목 해안 CCTV 영상

- 기존 자료 확보. 2016.08~12, 2017.01~06 / 1920x1080 MPEG, RGB, 30 FPS

- 신규 CCTV 2대 설치, 7월~ 11월

또한, 현장 비디오 영상을 통해 학습한 모델의 검증을 위해 제한된 환경에서 디자

인된 파랑 조건에 따라 파랑 실험이 가능한 수리모형실험에 참여하여 비디오 검증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하였다. 관련 비디오 정보 및 수조 정보는 아래와 같다.

(2) 수리모형실험 CCTV 영상

- ‘연안 사구 침식 및 복원 메커니즘 연구를 위한 대형수리모형실험

- 2019.01.14.~02.28@전남대(여수) / 1920x1080 MPEG, RGB, 30 FPS

- 100m(L) x 2m(W) x 3m(H), 국내 대표 폭풍파 조건

그림 4.3.1. 비디오 AI기술을 위한 딥러닝 학습용 데이터 구축:

(좌)안목해안 2뷰 비디오 영상, (우)파랑 수리모형 실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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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확보된 비디오 영상은 앞서 말했듯이 결과의 검증 또는 모델의 정확도 향상

을 위해 안목 해안의 수심, 파랑, 유속 등의 관측 자료를 추가적으로 일부 확보한 것

이었고, 이를 포함시켜 기상 및 파랑 수치모델 재분석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을 수행

하였다. 이런 추가적인 자료는 앞으로도 비디오 영상을 통해 검출하고 측정하는 파랑

정보들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다.

확보된 비디오 영상을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기

하보정, 즉 지오레퍼런싱, 디노이징, 마스킹이 필요하다. 그리고 파랑 이외에 차량, 사

람, 새 등 불필요한 부분의 제거 등의 데이터 전처리를 통한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

한 일련의 과정도 요구된다. 대용량의 비디오 영상의 입출력 및 학습 과정에서 추출

된 특징 저장 시 데이터 핸들링과 계산 및 파라미터 공유 시 발생하는 지연 감축을

위한 최적의 데이터 관련 전처리 과정의 결정도 필요하다.

그림 4.3.2. 해안 CCTV 영상 확보 및 전처리를 통한 딥러닝 학습데이터 구축

비디오 영상의 기하보정을 위해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레퍼런스 위치를 12 군데 결

정하고, GPS　 RTK 측정을 통해 원근투영변환 (perspective projective

transformation)을 실시하였다. 연안 파랑 영역 이외에 불필요한 부분을 영상 전체 마

스킹 영역을 통해 제거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비디오 영상 공간 해상도는 20 x 1920

x 3 이며, 비디오 영상으로부터 30 프레임마다 1 장씩 프레임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파랑 비디오 영상에서 비지도 학습을 통한 정확한 파랑 정보 추출을 위하

여 수리동역학적 장면과 배경을 분리하는 과정을 딥러닝 모델을 통해 처리하였다. 비

디오 영상을 이용한 학습 기반의 파랑 분석 연구는 비디오 영상의 레이블링이 까다

롭고 자연 상태에서 촬영되는 경우 포함되는 주변광 및 기상상태 등 외부 요인에 의

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계로 상기와 같은 기하보정 및 영역 마스킹 등의 영상처

리 방법만으로는 실해역 파랑 영상을 이용한 정확한 분석은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토 인코더를 이용한 비지도 학습을 통해 비디오 영상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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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일광 및 조명과 같은 주변광의 영항을 분리한 파랑 이동에 따른 수리동역학적 장

면 추출 방법을 개발하였다.

비디오 장면분리를 위한 오토인코더(autoencoder) 형태의 모델은 비디오 영상을 압

축 및 복원하는 과정에서 영상 전체에 걸쳐 변화하지 않는 영역의 배경 프레임과 변

화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전경 영상을 각각 분리하여 생성하고, 두 영상을 결합하기

위한 픽셀 단위 가중치를 결정하는 마스크 영상을 생성해낸다. 이 과정에서 이 모델

은 주변광에 의한 고정된 영향을 배경 프레임으로 분리할 뿐만 아니라 움직임을 표

현하기 위해 전경을 활용하는 정도를 마스크 영상으로 표현한다.

그림 4.3.3. 수리동역학적 장면 분리를 위한 오토 인코더 기반 딥러닝 모델

상기 그림과 같이 제안하는 비디오 분리 모델은 Figure 1과 같이 인코더

(encoderencoder), 전경(foreground) 스트림 및 배경(background) 스트림으로 구성된

다. 모델은 전경과 배경을 분리하여 자연스러운 비디오 영상을 생성하는 적대적 생성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구조에서 판별기(discriminator)를 제거하고

생성기 (generator) 앞에 인코더를 추가하여 입력 비디오 영상을 압축 후 복원하는

오토인코더의 형태로 확장하였다. 그림에서 각각의 실선 화살표는 입력 비디오 영상

을 전파하는 컨볼루션 연산을 나타내고, 각 육각형과 사각형은 컨볼루션 연산을 거친

후 영상 크기가 각축으로 절반씩 감소 혹은 2배로 증가하는 변화를 나타낸다. 인코더

는 3차원 컨볼루션 연산으로 고차원의 입력 비디오 영상을 저차원의 벡터로 압축하

고 두 개의 스트림으로 구성된 디코더(decoder)는 압축된 벡터를 원래의 영상으로 복

원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경 영상과 배경 프레임으로의 분리를 수행한다. 전경 스트

림은 입력 비디오 영상과 동일한 크기의 전경 영상과 1개의 채널로 구성된 마스크

영상을 생성하고, 배경 스트림은 단일 프레임 크기의 배경 프레임을 생성한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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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스트림과 인코더를 스킵커넥션 (skip-connection)으로 연결하여 압축이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각 은닉 층의 특징을 활용하여 선명한 영상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해준

다. 반대로, 배경 스트림은 입력 영상 전체 프레임에 대한 공통된 배경 정보를 생성

할 수 있게끔 압축된 벡터로부터 생성된다.

출력 영상을 합성할 때 각 항에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축, 다시 말해 마스크

영상의 채널 축 또는 배경 프레임의 시간 축을 복제하여 큰 영상과 모양을 동일하게

한다. 마스크 영상에 대해 [0; 1]의 범위를 가지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성 함수

(activation function) 로 사용하여 합성된 출력 영상의 픽셀 값 범위를 전경 및 배경

영상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마스크 영상의 L1 희소성(sparsity)을 손실 함수에 추가

함으로써 모델이 전경 영상을 활용하는 것에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배경 프레임이

비디오 영상의 최대한 많은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다.

전경 영상을 활용할 때 활성화되는 마스크에 대한 희소성을 달성하기 위해 모델은

배경 프레임만으로 입력 비디오 영상의 움직이지 않는 영역을 복원하고, 배경 프레임

으로 표현할 수 없는 움직이는 영역에만 전경 영상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배경

프레임이 입력 영상 전체 프레임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공통된 영상을 정확히 포착

한 경우, 마스크는 오직 움직이는 영역을 표현하는 영상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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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수리동역학적 장면 분리 모델의 결과

상기 그림은 안목 비디오 영상에 대한 비디오 분리 모델의 결과를 보여준다. 배경

영상은 모든 프레임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시각화를 위하여 동일 배경 영상을 프레

임마다 배치하였다. 모델은 낮은 복원 오차 (< 0:001) 로 입력 비디오 영상을 복원하

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경과 배경 영상 및 마스크를 무난히 분리시킬 수 있었다.

제안하는 방법은 태양의 위치가 전반적인 픽셀값에 미치는 영향을 배경 스트림으로

전달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명확히 달라지는 일광의 영향을 분리하고 프레임 간에 변

하지 않는 영역을 잘 포착한 배경 영상을 생성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움직이는

파랑을 일관되게 검출하는 마스크를 생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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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이스라인 딥러닝 모델 환경 구축

대용량 비디오 기반 딥러닝 모델 개발의 환경 구축을 위해 대용량 비디오의 효율적

처리 및 딥러닝 모델 개발을 위한 GPU 연산 환경, SimpleITK, OpenCV 등 영상 처

리 라이브러리, 그리고 TensorFlow, Caffe, PyTorch 등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을 포함

하는 개발 환경을 구축하였다 (위탁연구/경북대학교).

그림 4.3.5. 딥러닝 개발 라이브러리 예

딥러닝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와 GPU 등 계산 자원을 딥러닝 기술 개발 환경을

손쉽게 구축하기 위하여 리눅스 환경에서 도커 (Docker)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는

한편, 논문과 오픈 소스를 통해 공개된 딥러닝 기술들이 PyTorch, TensorFlow 등 서

로 다른 딥러닝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하나의 시스템

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도커(Docker) 기반 환경

구축 방법을 개발하였다. 리눅스 운영체제 (Ubuntu 18.04) 설치 후 딥러닝 모델 개발

환경 구축 방법을 NVidia 그래픽카드 중 딥러닝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Titan XP,

GeForce 1080 Ti, RTX 2080을 대상으로 테스트하였으며, 앞으로 소개할 딥러닝 베

이스라인 모델들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구축된 비디오 이해를 위한 멀티 GPU 기반

딥러닝 개발 환경에서 실험에 사용된 딥러닝 전용 서버의 주요 리소스는 GTX Titan

6개, 저장공간 32 TB를 사용하였다.

딥러닝 학습을 위한 대용량 비디오 관리 및 전처리와 대용량 비디오 학습을 위한

다양한 딥러닝 베이스라인 모델 구축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델을 고려하였다.

대용량 비디오 이해 및 비디오 생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합성곱 신경망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순환 신경망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적

대적 생성 신경망 (GAN, Genrative Adversarial Network) 등 대표적인 딥러닝 베이

스라인을 딥러닝 개발 환경에서 구동 가능하도록 개발하였고, 영상 입력으로 합성곱

신경망을 주로 이용하는 영상 판별 (Image Classification), 영상 분할 (Image

Segmentation), 영상 변환 (Image-to-Image Translation), 물체 탐지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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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와 순환 신경망을 이용하는 문자 인식 (Character Recognition) 등 대표적

응용 분야의 베이스라인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된 공개 데이터셋을 이용한 실험 환경

을 구축하였다.

딥러닝 베이스라인 모델 실험을 위한 공개 데이터셋은 아래와 같다. 딥러닝 베이스

라인 모델은 Python 언어와 Keras, TensorFlow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개발

한 것으로서, 응용 분야별로 나눠 사전 구축한 도커 +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원격

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베이스라인 모델의 소스 코드는 주피터 노

트북 포맷으로 작성되었으며, 베이스라인 모델의 폴더에 model 하위 폴더는 생성된

딥러닝 모델을 포함하고, data 폴더는 학습 데이터를 포함한다.

(1) CIFAR-10

각각 하나의 물체를 포함하는 32x32 해상도의 영상 60,000개로 구성되며 classification을 위

해 10개의 범주가 주어짐

(2) Cityscapes

독일의 도로를 촬영한 2048x1024 해상도의 사진 3,475개로 구성되며 segmentation

을 위해 각 픽셀이 35개의 범주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됨

(3) IIIT 5K-word

광학 문자 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문자

를 포함하는 사진 5,000개와 각 사진이 포함하는 정답 문자열이 제공됨

배포 홈페이지: http://cvit.iiit.ac.in/projects/SceneTextUnderstanding/IIIT5K.html

(4) Pascal VOC2012

하나의 영상이 다양한 물체를 포함하여 알고리즘의 classification을 비롯하여

detection, segmentation 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셋

영상 분류 (Image Classification) 베이스라인 모델은 입력 영상이 포함하는 물체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문제를 해결을 위해 구현 모델은 60,000개 영상을 10

개의 범주로 분류하는 CIFAR-10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고려한 모델 구

조는 Residual Network (ResNet)으로 많은 convolution 층과 중간마다

skip-connection으로 구성되는 ResNet은 VGGNet이나 GoogLeNet 등과 비교하여 매

우 많은 층을 쌓을 수 있고, ImageNet 데이터 셋에 대한 image classification에서는

기존 모델과 비교하여 높은 성능을 보인다. ResNet을 구성하는 주요 모듈인

ResBlock은 최신 합성곱 신경망의 기존 모듈로써 사용되고 있으며, FixResNext-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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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등 ResNet을 변형한 형태의 합성곱 신경망 들이 영상 분류 분야에서 우수

한 성능을 보인다. 훈련된 모델의 test 데이터 셋 전체에 대한 분류 정확도 계산 후,

개별 영상에 대한 분류 결과를 제공한다. 왼쪽은 입력 영상, 오른쪽은 각 영상에 대

한 분류 결과다. 여기서 빨간색은 정답을 나타내고, 파란색은 모델이 예측한 확률을

나타낸다.

그림 4.3.6. Residual Network (ResNet) 구조

그림 4.3.7. CIFAR-10 데이터셋에 대한 ResNet의 classification 결과

영상 분할 (Image Segmentation) 베이스라인 모델은 입력 영상의 각 픽셀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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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를 나타내는지 분류하는 문제. 출력으로 대상 물체나 영역을 표현하는 Label

Map을 생성하며, 해당 Map은 입력 영상의 모든 픽셀에 대한 영역 분류를 나타낸다.

이것은 입력 영상의 해상도와 동일한 해상도를 갖고 있고, 도로를 포함하는 도시 사

진을 도로, 건물, 신호등, 사람 등으로 구분하는 Label Map을 제공하는 Cityscapes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검증한다. U-Net은 영상 분할 분야에서 베이스라인이 되는

Fully-connected Segmentation Network 중 하나로써 입력 영상에서 관찰되는 세밀

한 물체 특징에도 강력하게 영상 분할 결과를 생성할 수 있어서 널리 활용되는 모델

이다. U-Net은 convolution 및 max-pooling 연산으로 주어진 영상의 해상도를 절반

씩 줄여가며 특징을 추출하는 인코더와 인코더가 압축한 특징을 convolution 및

up-sampling 연산으로 해상도를 다시 2배씩 늘려가며 원래 해상도로 복원하는 디코

더로 구성되어 있따.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해상도가 동일한 특징은 직접 연결되어 있

으며, 이 구조는 U-Net이 입력 영상과 정답 영상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해 입

력 영상의 국소 정보만으로도 인코더 상단의 고해상도의 특징과 입력 영상의 전역

정보를 지닌 인코더 하단의 저해상도의 특징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훈련된

모델의 test 데이터 셋 각 영상에 대한 segmentation 수행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공하

고. 왼쪽부터 입력 영상 (input), 모델의 segmentation 수행 결과 (inference), 실제 정

답 (ground-truth)을 표시한다.

그림 4.3.8. U-Net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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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9. Cityscapes 데이터셋에 대한 U-Net의 segmentation 결과

영상 변환 (Image-to-image translation) 베이스라인 모델은 입력 영상을 다른 도

메인의 영상으로 변환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예를 들어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변환하거나, 예술 작품을 실제 사진으로 변환, 낮의 사진을 밤의 사진으로 변환하는

등 영상 간 도메인 변환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모델이다. Cityscapes 데이터 셋

을 사용하여, Label Map과 실제 도시 영상 간 변환을 하는 합성곱 신경망을 구현하

고 검증하는 U-Net 구조의 generator와 DCGAN (Deep Convolu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구조의 discriminator를 사용하여 사실적인 image-to-image

translation을 달성한다. 훈련된 모델의 test 데이터 셋의 각 영상에 대한 translation

수행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왼쪽부터 입력 영상 (input), 모델의 translation 수

행 결과 (inference), 실제 정답 (ground-truth)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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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0. Pix2Pix 신경망 구조

그림 4.3.11. Cityscapes 데이터셋에 대한 pix2pix의 translation 결과

물체 탐지 (Object Detection) 베이스라인 모델은 입력 영상으로부터 모든 물체의

위치 추정과 분류를 동시에 수행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다. 각 물체의 위치는

물체를 포함하는 bounding box로 나타낸다. 비디오 영상에서 물체에 대한 bounding

box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VOC2012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물체 탐지 합성곱 신경망

을 구현하고 검증한다. 사용된 YOLO 모델은 You Only Look Once 약자로 단 한번

의 forward 과정을 통해 object detection을 완료함으로써 실시간 object detec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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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는 모델이다. 기존 대상 물체의 영역을 찾는 Region Proposal 기능을 포함하는

합성곱 신경망에 반해 YOLO는 영상을 Grid로 나누어 물체에 대한 소속을 판단하여

영역을 찾고 분류하는 방식을 구현하여 10배 정도의 검출 속도 향상을 보여주었다.

훈련된 모델의 training 데이터 셋 각 영상에 대한 인식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공. 정

답 (ground-truth) 및 인식 결과 (inference)이다.

그림 4.3.12. 구현한 YOLO 신경망 구조

그림 4.3.13. VOC2012 데이터에 대한 YOLO의 detecti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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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디오 영상에서 딥러닝 학습기반 파랑 검출 및 추적 베이스라인 모델 수립

연안 파랑 관측을 위해서는 CCTV나 레이더 영상을 이용한 원격 탐사 기술에서

Particle Image Velocity, Optical Current Meter 등 영상 처리 방법을 주로 사용해왔

다. 그러나 영상 전처리, 영상 품질 등에 따라 측정 성능도 천차만별이다. 아래 모델

과 같이 개발한 딥러닝 개발 환경을 기초로 연안에서 획득한 파랑 비디오 영상의 왜

곡을 해소하고, 주변광 등 측정에 방해가 되는 외부 요인을 제거하여 파랑 정보만 획

득하는 딥러닝 기반 영상 전처리 기술과 파랑 속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딥

러닝 정합 기반 파랑 트래킹을 위한 베이스라인 모델 환경을 구성되어 있다.

그림 4.3.14. CNN기반 공간변형을 통한 파랑 추적 모델

연안 비디오 영상에서 날씨나 낮과 밤 등 촬영 시간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영상 품

질이 크게 변화하고, 파랑 분석 성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변광 등 외부 요인에 의

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랑을 포함하는 연안 비디오에서 파랑의 움직임만 마스

크 영상으로 추출하는 딥러닝 베이스라인 모델 환경을 구축하였다. 3차원 컨볼루션으

로 동영상의 특징을 압축하는 인코더와 압축된 특징으로부터 전경 및 마스크를 생성

하는 전경 스트림 (Foreground Stream), 압축된 특징으로부터 여러 프레임에 공통

배경 (Background)을 생성하는 배경 스트림 (Background Stream)으로 구성되어 있

다. 마스크 추출 모델은 연안 비디오의 연속된 여러 프레임을 입력받아 각각의 프레

임마다 생성되는 전경 영상과 전체 프레임에 공통된 배경 영상을 생성하고, 이를 조

합하여 입력 영상과 동일한 출력 영상을 생성하는 비지도 학습 모델이다. 전경 영상

은 주로 파랑과 같이 움직이는 영역을 포함하며, 마스크는 해당 영역들에 대해 1에

가까운 값을 가져서 배경과의 조합 시 전경 영역 정보를 사용하도록 한다. 입력 비디

오를 압축 후 복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프레임 영상에 대해 공통으로 생성되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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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최대한 많은 정보가 포함되도록 학습한다. 이에 따라 전체 입력 영상에 공통

적으로 발견되는 영상 특징들이 포함되게 된다. 파랑 속도 측정을 위한 전처리 과정

에 해당하며, 파랑 마스크 영상에서는 움직이는 파랑의 영역 정보만 포함됨으로써 외

부 요인에 강직하게 파랑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a) 오염된 비디오 영상 (b) 영상 강화 데이터셋 (c) CNN기반 파랑추적

그림 4.3.15. CNN기반 공간변형을 통한 파랑 추적:

(a)악기상으로 인해 오염된 안목해안 비디오 영상, (b)딥러닝 기반 전처리를 통한 영상 강화

비디오 데이터셋, (c)CNN기반 공간변형을 통한 파랑추적

연안 비디오로부터 파랑 속도에 대한 방향 벡터 및 크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연속

된 비디오 프레임 간 영상 정합을 이용한 파랑 트래킹 딥러닝 베이스라인 모델 환경

이 구축되었다. 정합 기반 파랑 속도 추정 딥러닝 모델은 앞서 소개한 파랑 마스크

추출 모델과 시간에 따라 쌍으로 입력된 두 비디오 프레임의 파랑 마스크를 정합하

는 마스크 정합 모델로 구성된다. 비지도 학습 모델로써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다양

한 파랑 변화에 대응하여 마스크 영상을 변환하는 Spatial Transform Network를 구

현하였다. 연속된 비디오 프레임간 파랑 마스크에 대한 공간 변환 맵은 시간에 따른

파랑의 변화를 픽셀 단위로 나타내며, 이를 누적하여 파랑의 최종 속도를 추정하였

다. 파랑 마스크 정합 네트워크는 U-Net 신경망 구조를 사용하며, U-Net에서 생성된

정합 파라미터 맵으로부터 공간 변환 맵을 생성하는 Spatial Transform 모듈을 포함

한다.

비디오 품질 향상을 위한 딥러닝 베이스라인 모델 환경 구축위해 최근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Pix2Pix 모델과 Attentive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Attentive GAN)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CCTV 등으로 촬영되는 연안 비디오는 외부에서 촬영되기 때문에 날씨 등에 의해

영상 품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특히, 강우로 인해 카메라 렌즈에 빗방울이 맺

힐 경우, 해당 영역들에서 심한 왜곡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연안 비디오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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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을 분석하는 원격 탐지 기술의 성능 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다. 3차원 컨볼루션

으로 비디오의 특징을 압축하는 인코더와 압축된 특징으로부터 일정 시간 이후의 파

랑을 표현하는 비디오를 생성하는 디코더, 그리고 사실적인 영상 생성을 위해 실제

및 생성된 비디오를 구분하는 판별기로 구성된 3차원으로 확장된 pix2pix 모델로 볼

수 있다.

그림 4.3.16. 모델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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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립된 월파 예측시스템을 실제 항만시설에 적용하기 위해 대상항 선정, 대상

항의 수심 등 해안지형 및 구조물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기상청 등 외해 파랑관

측자료 수집 및 연안 파랑관측을 수행하여 검증 자료로 사용하였다.

1. 월파예측 대상항 선정

당초 계획은 해양과학기술원이 위치한 부산시 영도 인근의 부산항 방파제에 대한

월파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부산항의 경우 항만의 규모가 커서 방파제 월파의 영향이

크지 않아 기존의 방파제 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선행 연구된 속초항, 주문진

항, 삼척항에 대한 환경 및 방파제 설계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 중 항만의 규모가 작

아 월파에 민감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와 근접하여 관측 및 환경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삼척항을 월파 예측시스템의 대상항으로 선정하였다. 속초항, 주문진

항, 삼척항의 환경 및 방파제 설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속초항

대 상 항 속 초 항

수 면 적 3,132천 m2

해저지질 이토 및 사질토

자연조건
설계파고 설계파향 최고조위 평균해면

8.00 m NE 0.390 m 0.195 m

시설현황
방파제 안벽 물양장 접안능력

1,361 m 1,187 m 2,007 m 7 선석

시설수요

(2011년도)

총화물량 시설소요 하역능력 시설확보율

273,000 톤 249,000 톤 608,000 톤 244.2%

표 4.4.1. 속초항 환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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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문진항

대 상 항 주 문 진 항

수 면 적 1,290천 m2

해저지질 이토 및 사질토

자연조건
설계파고 설계파향 최고조위 평균해면

8.10 m NE 0.390 m 0.195 m

시설현황
방파제 안벽 물양장 접안능력

920 m 105 m 1,068 m 1 선석

시설수요

(2011년도)

총화물량 시설소요 하역능력 시설확보율

40,000 톤 40,000 톤 116,000 톤 290%

표 4.4.2. 주문진항 환경 조건

다. 삼척항

대 상 항 삼 척 항

수 면 적 996천 m2

해저지질 사질토

자연조건
설계파고 설계파향 최고조위 평균해면

8.40 m NE-SE 0.350 m 0.175 m

시설현황
방파제 안벽 물양장 접안능력

1,030 m 776 m 1,388 m 7 선석

시설수요

(2011년도)

총화물량 시설소요 하역능력 시설확보율

8,860,000 톤 8,830,000 톤 8,713,000 톤 98.7%

표 4.4.3. 삼척항 환경 조건

2. 월파 예측 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가. 삼척항 인근 환경조건 및 항내 작업일수

“해일피해 예측 정밀격자 수치모델 구축 및 설계해면 추산 연구” (2010, 국토해양

부)에 의한 삼척항의 인근의 환경은 연평균풍속이 1.9m/sec, 최대풍속은 21.0m/sec

(SSW), 연평균기온은 12.3℃이며, 최고기온은 37.5℃, 최저기신유온은 –15.6℃, 강수

량은 연평균 1,302.1mm이며 1일 최다강수량은 319.5mm, 안개일수는 11.0일, 폭풍일수

(13.9m/sec이상)는 1.5일 이다. 이에 따른 항만의 작업 가능 일수는 아래의 표 4.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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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년간

작업가능일수

월간

작업가능일수
가 동 율 비 고

해 상 268 22 73.4%

육 상 243 20 66.6%

표 4.4.4. 삼척항 항내 작업가능 일수 및 가동율

나. 삼척항 주변 수심 및 항만 구조물

월파 예측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대상항 주변의 정밀 수심이 필요하다. 삼척항 주

변 해역에 대하여 지역해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수심자료를 사용하였고, 삼척항 인

근해역에 대해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정밀 수심 관측 자료를 모델에 적용하였다

(그림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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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

4,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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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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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w DL(m)

그림 4.4.1. 삼척항 부근 수심 측량 항적 및 관측 수심도

또한, 월파 예측 모델은 전산유체역학 모델로 구성되므로 방파제 등의 인공구조물

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월파의 특징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재현하고자 삼척항 방

파제의 설계 자료를 입수하여 그 특성을 수치 모델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삼척항의

외곽 시설 현황도는 그림 4.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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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삼척항 외곽 시설 현황도

삼척항 방파제 중 월파 예측 대상 구간은 북방파제의 8-11 구간으로 방파제 단면

은 그림 4.4.3과 같고, 삼척항의 설계파 및 해일고는 표 4.4.5와 같다.

그림 4.4.3. 삼척항 방파제 (8-11 구간)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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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천해 설계파(H1/3) 폭풍

해일고(m)
지진

해일고(m) 비 고
파향 파고(m) 주기(sec)

방파제
(670.0
m)

(1)~(2)구간(128.5m) ENE 5.33 9.60 0.38 2.61 방파호안

(3)구간(41.0m) E 5.22 9.62 0.38 2.61 방파호안

(4)구간(35.0m) E 5.07 9.66 0.38 2.61 방파호안

(5)구간(65.5m) ENE 5.07 10.02 0.38 2.61

(6)구간(17.0m) ENE 5.07 10.02 0.38 2.61

(7)구간(33.0m) ENE 5.07 10.02 0.38 2.61

(8)~(11)구간(180.0m) ENE 5.48 10.04 0.38 2.61

(12)구간(20.0m) ENE 5.48 10.04 0.38 2.61

(13)구간(60.0m) ENE 5.79 10.08 0.38 2.61

(14)구간(55.0m) ENE 5.79 10.08 0.38 2.61

(15)구간(35.0m)-두
부 ENE 5.79 10.08 0.38 2.61

표 4.4.5. 삼척항 방파제의 구간별 천해설계파 및 해일고

3. 월파 예측시스템 구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월파모델은 CFD 모델 중의 하나인 Olaflow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실해역에서 CFD 모델이 정성적으로 월파 여부 및 형태를 잘 재

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있다. 따라서 올해는 격자를 실제 목표하고 있는 영역

에 대해서 넓게 구성하여 그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가. 격자 체계 구축 : STL(Stereo Lithography) - 지형

월파 모델의 격자체계 구축을 위해서 삼척항 전면 수치해도 및 표고(DEM)와 방파

제 설계도면을 이용한 구조물 생성하고, 삼척항 인근의 표고 및 수심자료 입력하였

다. 여기서, 표고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 DEM 자료를 사용하였고, 수심 자료는 국립

해양조사원 수치해도 및 삼척항 인근의 가용 가능한 실측 수심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림 4.4.4). 수심 및 표고자료를 1 m 간격 격자망에 보관하여 지형 STL 생성하였고,

육상과 해역을 구분하여 격자망 구축 후 각각 보관하였다. 이는 지형 STL 생성 시

육상과 해역의 경계를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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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표고자료 (b) 3D 지형자료

그림 4.4.4. 격자 구축에 사용된 표고자료(좌)와 지형자료(우)

나. 격자 체계 구축 : STL (Stereo Lithography) – 방파제, TTP

월파 모델에서 보다 사실적인 재현을 위해 지형과 방파제, 테트라포드(Tetrapod,

TTP)를 구분하여 STL을 생성하였다. TTP STL에는 공극율(porosity)을 반영하기

위해 격자에서 구분하였고, 방파제 및 TTP의 설계도면은 삼척항 방파제 연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동해지방수산청, 1999) 자료를 참고하였다. 방파제, TTP의 각 설계

단면도를 Digitize 하여 격자로 구성하였다. 그림 4.4.5는 격자로 구성된 방파제와

TTP를 보여준다.

(a) 방파제 (b) TTP (c) 방파제 + TTP

그림 4.4.5. Depth 격자로 구성된 방파제, TTP

3. 삼척항 주변 파랑 관측자료 및 연안 파랑 예측자료 수집

삼척항 인근의 파랑 예측 결과의 검증을 위한 관측자료 확보를 위해 기상청, 국립

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운영 중인 파랑 관측 자료를 획득하였고, 월파

의 정성적 검증을 위해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정부수탁사업으로 운영 중인 “방파제

재해예방 경보시스템”의 CCTV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9년 상반기 삼척항 인근에서

관측한 파랑 자료와 예측모델의 비교는 그림 4.4.6과 같다. “방파제 재해예방 경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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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서 구축한 기존의 월파 예측 방식은 입사파의 크기에 대한 월파 여부를

CCTV로 분석하여 입사파로부터 월파 및 처오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기존 방식

으로 분석한 결과, 2019년 상반기 삼척항에서는 31번의 월파 및 처오름을 야기시킬

만한 파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림 4.4.6. 삼척항 인근 AWAC 자료와 예측자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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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해양-파랑 결합 수치모델 (COAWST)

본 과제에서는 대기-해양 결합 모델을 구축하고 1차원 안개 모델을 결합하는 방식

의 해무예측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대기-해양순환-파랑 결합모델링 체계를 구축하였

다. 사용한 수치모델은 미국 WHOI에서 개발한 Coupled Ocean–Atmosphere–Wave

–Sediment Transport (COAWST) 모델을 도입하여 Sediment transport를 제외한

해양순환(ROMS)-대기(WRF)-파랑(SWAN) 결합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모델간의 결

합은 MCT(Model Coupling Toolkit)을 사용해서 각 모델의 예단 변수자료들을 교환

한다(Warner et al., 2010). 이 시스템은 지역규모의 연안환경 모의에 주로 이용하며

(Liu et al., 2015),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모델 구성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림 4.5.1).

그림 4.5.1. 해무예측시스템의 기본 수치모델인 대기-해양-파랑 결합모델

1차년도에는 해무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주변해역을 2km의 고해상

도 상세격자 체계로 대기-해양 결합 모델을 구성하였다 (그림 4.5.2). 각 모델 간 변

수의 교환은 1200초 (20분)마다 이루어지도록 결합모델을 구성하였으며, 기상모델인

WRF는 GFS 모델, 해양순환 모델 ROMS는 HYCOM 모델, 파랑 모델인 SWAN은

전지구 WaveWatch III 자료로부터 초기/경계자료를 입력으로 받아 수행된다. 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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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수치모델의 도메인은 그림 4.5.2와 같다.

그림 4.5.2. 대기-해양-파랑 결합시스템의 각 모델별 도메인

가. 해양모델 (ROMS)

해양수치모델의 수평 해상도는 2km로 격자[421x391]를 구성하였으며, 연직 재현성

능을 고려하여 40개 레이어로 구성했다. 수심은 ETOPO5, 초기/경계자료는 HYCOM

을 사용하였다 (그림 4.5.3 표 4.5.1). 매일 1회 2일간의 예측결과를 생산하는데 소요

되는 계산시간과 제원은 아래와 같다.

- CPU : ntel(R) Xeon(R) E5-2695 v3

- 연산시 사용 코어 수 : 192 코어

- 결합 모델 수행소요시간 : 약 2일 수행/6시간

- 도메인 : 421x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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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3. ROMS 모델의 수심 분포

ROMS

Resolution 2 km [421x391]

Vertical layer 40 layer

Bathymetry ETOPO 5

Lateral boundary HYCOM　(U, V, Temp, Salt, SSH)

Surface forcing Tide (TPXO 7 atlas)

Surface flux WRF, tide coupling

표 4.5.1. ROMS 모델 구성 표

나. 대기예측모델 (WRF)

대기예측모델은 버퍼 레이어(Buffer layer) 및 계산시간을 고려하여 2km 해상도의

한반도를 모두 포함하는 영역으로, 연직 65개 층으로 구성된다. WRF 모델의 입력자

료는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NCEP)에서 제공하는 1˚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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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Global Forecast System (GFS)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WRF 물리 모수화에 대해

서 표 4.5.2에 나타냈다.

WRF

Resolution 2km [450x450]

Lateral boundary GFS reanalysis (1 deg)

Vertical layer 65 layer
Parameterization

schemes
YSU, MYNN, YSU_65

표 4.5.2. WRF 모델 구성

또한 해무 예측을 위한 해양기상 수치모델 물리모수화 과정을 최신 기법으로 적용

하였다 (표 4.9).

Namelist Option
(&physics)

Value
Description and Default Configuration (as of WRF

v4.0)

bl_mynn_mixlengt
h

2
§HRRR operational form 201807–present. Designed
to be compatible with mass-flux scheme activated

bl_mynn_cloudpdf 2
§Use modified Chaboureau-Bechtoldsubgrid cloud

PDF

bl_mynn_edmf 1 §Activate dynamic multiplume mass-flux scheme

bl_mynn_edmf_m
om

1
§Activate momentum transport in dynamic

multiplume mass-flux scheme

bl_mynn_edmf_tke 1
§Activate TKE transport in dynamic multiplume

mass-flux scheme

bl_mynn_cloudmix 1
§Activate the mixing of all water species mixing

ratios

bl_mynn_mixqt 0 §Mix individual water species separately

bl_mynn_tkeadvec
t

True §Activate TKE advection

grav_settling 1 §Activate gravitational settling of fog

icloud_bl 1 §Activate subgrid cloud coupling to radiation

표 4.5.3. 해무예측을 위한 해양기상 수치모델 물리모수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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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랑예측모델 (SWAN)

파랑예측모델은 해양모델 (ROMS) 도메인을 이용하여 동일한 2km 해상도의 격자

로 구성했다. SWAN의 바람 및 파고 경계자료는 1° 해상도의 GFS 재분석장 10m 바

람 자료를 사용했으며,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서 제공하는 전지구 WaveWatch

Ⅲ (WW3) 파고, 파향 및 파주기를 외력자료로 사용했다 (표 4.10).

SWAN

Resolution 2 km [420x390]

Surface flux GFS reanalysis (1 deg)

Lateral boundary WW3 (wave height, direction. period)

표 4.5.4. SWAN 모델 구성

라. 대기, 해양, 파랑예측모델 결합

WRF, ROMS, SWAN 2km 모델을 Model Coupler Toolkit (MCT)를 이용하여 대

기-해양모델 내삽, 대기-파랑모델 내삽모듈 적용하였다. 본 실험구성에서 MCT의 각

모델 간의 변수 교환시간 간격은 20분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각 모델별 차분시간간

격을 고려하여 계산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소공배수를 적용한 시간간격이다. 각각

대기, 해양, 파랑모델의 차분시간간격은 모델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상도 등을 고려하

여 10, 10, 120초로 설정했다.

2. 해무예측모형 (PAFOG)

가. 초기/경계자료 수집

COAWST모델 수행을 위해서는 초기/경계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관계로 고해상도

초기/경계자료를 수집하여 전처리하였다. G1SSTI(Global 1km SST) 위성 수온자료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HYCOM(HYbrid Coordinate Ocean MOdel) 1/12 degree의 수

평해상도와 32개 층으로 이루어진 해양예측자료를 수집하였다. GFS(Global Forecast

System) 1/2 degree 자료를 사용하여 기상 초기/경계자료로 사용하였다. 3시간 간격

의 시간 해상도와 64개 층의 연직 해상도를 확보하였다.

나. 지상, 해양, 고층기상 관측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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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F D01 (20km) 영역에 포함되는 동아시아 영역 78개 지점의 고층기상관측자료

를 2회/일 실시간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해당영역의 지상기상관측자료 (한반도 영역

657개 지점을 포함한 동아시아 영역 1308개 지점) 자료의 24회/일 실시간 수집체계를

구축하였다. 한반도 주변 부이의 해양기상관측자료 (17개 지점)의 24회/일 실시간 수

집체계를 구축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ASCAT 위성자료를 활용한 해상풍관측자료의 2

회/일 실시간 수집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4.5.4와 그림 4.5.5).

그림 4.5.4. 입력되는 관측자료 예시

그림 4.5.5. 수집되는 ASCAT 위성 해상풍 자료의 예시

다. 자료동화시스템 입력자료 생산 및 시스템 설계

실시간 기상관측자료의 통합 및 자료동화시스템 입력자료 생산 (2회/일) 자동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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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수립하였다. Raw데이터로부터 기상모델의 자료동화 입력자료 포맷인 Little_r

포맷으로 변환하는 전과정을 수립하였다. 해양-대기 결합예측모델(COAWST)와 자료

동화시스템의 연계체계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4.5.6).

그림 4.5.6. 자료동화시스템 입력자료 생산 및 시스템 설계 예

라. 국립해양조사원 해무관측소 자료 수집 및 검증체계 구축

국립해양조사원의 해무관측소 자료를 통해 해무 특성을 부산항(북항), 인천항에 대

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4.5.7). 그 결과, 부산항에서는 5월부터 해무발생일수가 증가하

기 시작하여 7월에 가장 많은 해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수를 포함하는

경우 5월에 시정장애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실제로 해상에서의 사고는 강수유무와는

상관없이 시정장애 현상이 있을 경우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상학적

정의와는 별개로 강수유무와 상관없이 해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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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7. 2017년∼2018년 2년 간 부산항 월별 해무 발생 분포

(위: 강수포함, 아래: 강수제외)

해무는 주로 새벽 4시에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새벽

3∼4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무의 소산시간은 주로 새벽

3~4시와 오전 6∼8시 사이에 이루어졌다. 강수를 포함하는 해무의 경우에는 오전

10~11시와 밤 22~23시 사이에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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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8. 2017년∼2018년 2년 간 부산항의 해무 발생 시간 및 소산시간 분포

(위: 강수포함, 아래: 강수제외)

해무가 가장 많이 발생한 2017년 7월의 경우, 이류무의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7월 6일 새벽에 발생한 사례가 전형적인 이류무의 형태였다. 이 사례에서 드러

난 바람의 경우는 풍향이 해무 발생 전부터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왔고, 해무가 발

생한 시간대에는 풍속이 약해지면 습도가 높아졌고, 풍속이 강해지면 해무가 소산되

는 이류무의 형태였다 (그림 4.5.9). 이때 수온 자료가 없어 아쉬웠지만 기온과의 차

이는 뚜렷한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부산항 부이자료를 활용해서 기온과 수온의 분포

를 검증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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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9. 2017년 7월의 부산항 해무 발생 시 기상요소의 시계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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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에서는 6월부터 해무 발생일수가 가장 크다. 강수를 포함한 해무의 경우 1

월부터 7월까지 지속적으로 해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인천항의 경우

에는 강수에 의한 시정장애 현상도 반드시 해무 분석과 예측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

로 판단되었다 (그림 4.5.10).

그림 4.5.10. 2017년∼2018년 2년 간 인천항 월별 해무 발생 분포

(위: 강수포함, 아래: 강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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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1. 2017년∼2018년 2년 간 인천항의 해무 발생 시간 및 소산시간 분포

(위: 강수포함, 아래: 강수제외)

인천항의 해무는 주로 새벽 2시에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특

히 새벽 5∼7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무의 소산시간은

오전 7∼8시 사이에 주로 나타났다 (그림 4.5.11). 강수를 포함하는 해무의 경우에 새

벽 2∼4시 사이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3월의 경우 증기무의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3월 26일 야

간에 발생한 사례가 전형적인 증기무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5.12). 이 때 바람의

경우 풍향이 해무 발생 전부터 남풍이 불다가 북풍으로 바뀌면서 찬 공기가 이류해

오면서 수온보다 2도 이상 따뜻해지면서 증발이 발생하여 증기무가 발생하고 있으며,

풍향이 남풍으로 바뀌면서 증기무가 소산되는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8년 3월의 경우 증기무의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3월 26일 야

간에 발생한 사례가 전형적인 증기무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5.12). 이 때 바람의

경우 풍향이 해무 발생 전부터 남풍이 불다가 북풍으로 바뀌면서 찬 공기가 이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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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서 수온보다 2도 이상 따뜻해지면서 증발이 발생하여 증기무가 발생하고 있으며,

풍향이 남풍으로 바뀌면서 증기무가 소산되는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4.5.12. 2018년 3월의 인천항 해무 발생 시 기상요소의 시계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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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2020년도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본 절에서는, 2019년도 대기모델의 바람자료를 수정하는데 사용했던 고도계

(Altimeter) 인공위성 Jason-2의 바람 관측자료 대신에 산란계(Scatterometer) 인공위

성 MetOp-B의 바람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파랑모델 예측 정확도의 향상 가능성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파랑모델의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대기모델의 바람 예측자료는 2019

년도에 사용했던 WRF모델의 자료 대신에 유럽 ECMWF의 ERA5의 재분석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MetOp-B의 바람 관측자료 기간과 동일하도록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수치모델의 바람자료가 ERA5의 바람자료이기 때문이었다.

1. 바람 예측자료 보정 고도화를 통한 파랑 예측 정확도 향상

가. 재분석자료의 개요

최근 다양한 수치모델 후측자료 및 재분석 자료가 전 지구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ECMWF는 1979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전 세계를 포함하는 ERA-Interim(이하

ERA-I) 재분석 자료를 생성했으며 최근 ERA5 자료로 대체되었다. ERA5 재분석 자

료는 현재 전 지구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료이다. ERA-I 와 ERA5 자료

는 다른 영역에서 검증되었지만(Stopa and Cheung, 2014; Campos and Soares, 2016;

Shi et al., 2021), 편차와 오차는 다소 복잡한 영역에서 지역적으로 정확도가 향상되

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해상도 모델로 인한 해역. 특히, 서로 다른 해역에서의 성능은 지역적인 기후 특

성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그 중 대륙 경계에서의 육지-해양 상호 작용은 공간 및 시

간 해상도의 제약으로 인해 잘 예측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도 동

해안의 ERA-I 유의파고(SWH)와 해상부이 SWH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서해안의 차

이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Kumar and Naseef, 2015). 중국해 주변의 경우

ERA5 SWH 데이터는 연안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과대산정되는 경향이 있다(Shi et

al., 2021). 또한, 이러한 ERA 자료는 폭풍 사건의 정점에서 바람과 파랑의 크기를 과

소산정하는 경향이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Kumar and Naseef, 2015;

Campos and Soares, 2016; Shi et al., 2021). 이러한 이유로 재분석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분석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수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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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ERA5 재분석 자료를 평가하고, 파랑 수치

모델의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ERA5 풍속 자료의 보정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파랑 후측 및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다.

나. 인공위성 자료와 현장관측 자료 비교를 통한 인공위성 자료 검·보정

(1) 현장관측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상청 해상부이 10지점을 선정하여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해 수집된 ASCAT 기

반 인공위성 바람 자료를 재보정하였다. 10개의 해상부이 지점은 동해 영역에서 3지

점, 서해 영역에서 3지점, 남해 영역에서 4지점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해상부이 지점

의 조합은 한국 주변 3개 바다의 대기특성을 적절하게 수집하기 위함이다. 풍속 10m

높이 변환을 위해서는 Liu-Katsaros-Businger(LKB) 공식을 적용하였다(Liu and

Tang, 1996). 해상부이 자료는 또한 수치모델 성능을 평가하는데도 적용되었다.

그림 5.1.1. 기상청 해상부이 관측지점 분포

(2) 인공위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본 연구에서 수집한 인공위성 바람 자료는 유럽기상위성탐사기구(UEMESAT)에서

운영하는 MetOp-B의 ASCAT(Advanced Scatterometer) 자료로 2012년 10부터 2020

년 12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수집하였다. C-Band 주파수(5.255GHz)의 레이더 신호를

사용하는 ASCAT은 궤도 아래 약 550km의 폭으로 풍속과 풍향을 원격으로 관측한

다. 약 817km의 고도에서 29일 주기로 비행 경로를 반복한다. ASCAT 바람 자료는

25kmX25km의 격자 형태를 갖고, 평균 10m 높이 풍속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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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MetOp-B 인공위성 경로 (2013.1.2. 00:55∼00:57)

(3) ASCAT 인공위성 자료의 보정

해상부이 자료와 ASCAT 자료 간 시·공간적 조건에 부합하는 일치자료를 선별한

뒤 각 해상부이 위치에서 두 자료를 서로 비교하였다.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 3

개 해역에서 두 자료를 사전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 5.1.3. 해상부이 풍속 자료와 인공위성 풍속 자료 간 편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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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포항, 마라도 관측지점은 각각 황해, 동해 및 남해 영역에 해당된다. 상기 산

점도는 풍향에 따른 해상부이 풍속과 ASCAT 풍속의 편차를 보여준다. 이는 인공위

성 바람장이 지역적인 지형 효과로 인해 바람 방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서해안에 위치한 인천 지점의 경우 해상부이 자료와 인

공위성 자료의 차이는 풍향이 육지를 향하는 경우, 0∼180° 영역에서 그 반대 풍향에

비해 편차가 약 7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해에 위치한 포항 지점의 경우 바람

이 외해역에서 육지를 향할 때, 그 반대 경우에 비해 그 편차가 약 4배 크게 나타났

다.

따라서 각 해상부이 지점에서 해상부이 자료와 인공위성 자료를 평가함에 있어 풍

향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누어 인공위성 자료를 평가하고 보정하였다. 아래 그림과

표는 ASCAT 풍속 자료와 해상부이 풍속 자료를 각 해역에서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 5.1.4. 해상부이 및 인공위성(ASCAT) 바람자료의 비교를 통한

해역별 및 풍향별 ASCAT 풍속자료의 보정식 도출결과



- 119 -

표 5.1.1. 해상부이 풍속 자료와 인공위성 풍속 자료 간 비교 결과

Area Condition Slope Intercept COR RMSE

Yellow
Sea

Good cond. 0.98 -0.04 0.93 1.08

Bad cond. 0.93 -0.19 0.93 1.13

Southern
Sea

Good cond. 1.02 -0.68 0.89 1.37

Bad cond. 0.95 -0.19 0.89 1.48

East Sea
Good cond. 0.99 -0.14 0.93 1.34

Bad cond. 0.95 -0.26 0.91 1.15

전반적으로 외해역에서 육지로 향하는 위성 풍속이 현장 관측자료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우 회귀기울기가 약 0.98∼1.02 범위로 변하는 반면,

RMSE는 1.4m/s 미만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바다를 향하는 인공위성 풍속은 평균적

으로 현장관측 풍속보다 약 5∼7% 정도 크게 편향된 추정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ERA5 해상풍 자료 평가 및 보정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한 ERA5 해상풍 자료를 평가한 연구는 거의 존

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보정된 ASCAT 바람 자료를 이용하여 ERA5 바람 자

료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모델 정확도 분포를 보여주는 2차원 지도(Correcton Map)

형태로 생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정된 ASCAT 자료와 ERA5 바람 일치자료

간 Reduced Major Axis(RMA)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영역 ERA5 격자의 모든 지점에서 회귀기울기를 결정

하였다. 모든 격자지점에서의 회귀기울기는 Correction Map에서 기울기 분포지도를

생성한다. 여기에서 생성되는 Correction Map은 추후 ERA5 바람 자료의 추세오차를

보정하는데 사용된다.

최적 기울기 분포와 RMSE 관점에서 보정된 ASCAT 자료와 ERA5 자료의 비교

결과를 도출하였다. 모델 영역은 파랑모델의 남측 개방경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해 동중국해를 넘어 북서태평양까지 확장하였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 3개 해역의 연

안 지역을 중심으로 결과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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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상단) 보정된 ASCAT 자료 및 WRF모델 바람자료의 비교를 통해 생성한

풍향별 오차수정율 분포지도, (하단) 모델 바람자료의 풍향별 RMSE 분포

전반적으로 ERA5 풍속은 보정된 ASCAT 풍속 자료보다 약 10∼20% 정도 낮게

형성되었다. ASCAT 자료와 ERA5 자료의 편차는 한반도 부근에서 회귀기울기가 0.9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크지만 육지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RMSE는 위치가 육지에 가까울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RMSE

는 해안 지역을 따라 대부분 1.8m/s 보다 크지만 먼 해안 지역에서는 1.2m/s 미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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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교적 작은 값을 가졌다.

2. Correction Map 적용을 통한 파랑예측 결과의 분석

바람 자료의 보정이 파랑예측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5년간,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WW3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모델 시나리오는 최

대 유의파고가 약 5m 이상 기록했던 기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높은 파고는 막대

한 해안 피해로 인한 해안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표 5.1.2. 현장관측 지점에서 높은 파고가 관측되었던 기간 조사 결과

Region Station Case Period Classification Peak
height

East Sea

Donghae

Case 1 16 Jan 2016 ~ 31 Jan 2016 Winter storm 6.5 m

Case 2 25 Aug 2016 ~ 31 Aug 2016 Typhoon (Lionrock) 5.8 m

Case 3 11 Oct 2019 ~ 16 Oct 2019 Typhoon (Hagibis) 5.5 m

Pohang

Case 1 1 Oct 2019 ~ 16 Oct 2019 Typhoon (Hagibis) 6.6 m

Case 2 24 Nov 2019 ~ 30 Nov 2019 Winter storm 6.1 m

Case 3 1 Nov 2017 ~ 6 Nov 2017 Winter storm 5.5 m

Uljin

Case 1 21 Oct 2017 ~ 26 Oct 2017 Typhoon (Maysak) 9.6 m

Case 2 27 Oct 2017 ~ 31 Oct 2017 Typhoon (Haishen) 7.1 m

Case 3 10 Mar 2020 ~ 22 Mar 2020 Winter storm 7.0 m

Yellow
Sea

Buan

Case 1 15 Feb 2020 ~ 20 Feb 2020 Winter storm 5.3 m

Case 2 27 Oct 2017 ~ 31 Oct 2017 Typhoon (Saola) 5.0 m

Case 3 29 Mar 2019 ~ 1 Apr 2019 Winter storm 4.8 m

Incheon

Case 1 26 Jan 2017 ~ 31 Jan 2017 Winter storm 4.5 m

Case 2 29 Mar 2019 ~ 1 Apr 2019 Winter storm 4.5 m

Case 3 14 Feb 2020 ~ 28 Feb 2020 Winter storm 4.2 m

Oeyeond
o

Case 1 26 Oct 2017 ~ 31 Oct 2017 Typhoon (Saola) 4.9 m

Case 2 6 Jan 2018 ~ 16 Jan 2018 Winter storm 4.8 m

Case 3 14 Feb 2020 ~ 21 Feb 2020 Winter storm 4.8 m

Southern
Sea

Chujado

Case 1 16 Sep 2019 ~ 22 Sep 2019 Typhoon (Tapah) 6.2 m

Case 2 19 Jan 2017 ~ 21 Jan 2017 Winter storm 5.3 m

Case 3 1 Sep 2020 ~ 5 Sep 2020 Typhoon (Maysak) 5.1 m

Geojedo

Case 1 1 Oct 2016 ~ 10 Oct 2016 Typhoon (Chaba) 11.5 m

Case 2 20 Sep 2019 ~ 25 Sep 2019 Typhoon (Tapah) 7.8 m

Case 3 21 Jan 2020 ~ 31 Jan 2020 Winter storm 7.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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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여름에는 열대성 태풍이 주요 원인이었고, 겨울은 겨울철 고파랑이 지배적이

었다. 파랑 모델의 바람 입력자료를 위한 ERA5 바람 자료는 Correction Map을 통해

보정하였다. 아래 표에는 각 해상부이 지점에서의 파랑 수치모델 결과를 영역별로 나

타내었다.

표 5.1.3. ERA5의 보정된 바람 모델자료를 이용한 파랑 예측결과

Reg. Station Bias RMSE SI RMA slope
Ori. Mod. Ori. Mod. Ori. Mod. Ori. Mod.

East
Sea

Donghae 0.31 0.05 0.19 0.16 0.08 0.07 0.82 0.93

Pohang 0.43 0.22 0.28 0.22 0.15 0.12 0.79 0.87

Uljin 0.36 0.19 0.24 0.19 0.14 0.11 0.81 0.90

Sub total 0.37 0.15 0.24 0.19 0.12 0.10 0.81 0.89

Yellow
Sea

Buan 0.17 0.02 0.17 0.13 0.10 0.08 0.90 0.98

Incheon 0.07 -0.05 0.20 0.18 0.16 0.14 0.89 1.04

Oeyeondo 0.13 -0.02 0.19 0.17 0.13 0.12 0.91 1.01

Sub-Total 0.12 0.02 0.19 0.16 0.13 0.11 0.90 1.01

South.
Sea

Chujado 0.08 -0.06 0.19 0.17 0.10 0.09 0.86 0.94

Geojedo 0.35 0.26 0.32 0.27 0.16 0.13 0.72 0.77

Geomundo 0.12 -0.08 0.22 0.17 0.12 0.09 0.83 0.92

Marado 0.12 -0.10 0.24 0.20 0.13 0.10 0.82 0.89

Sub-Total 0.17 0.01 0.24 0.20 0.13 0.10 0.81 0.88

Total 0.21 0.04 0.22 0.19 0.13 0.11 0.84 0.93

일반적으로 보정된 ERA5 바람 자료를 이용한 파랑모델의 결과가 기존 바람 자료

를 이용한 결과보다 해상부이 유의파고 관측 값과의 일치 정도가 높았다. 보정 된 바

Geomund
o

Case 1 1 Oct 2016 ~ 10 Oct 2016 Typhoon (Chaba) 11.2 m

Case 2 21 Aug 2018 ~ 25 Aug 2018 Typhoon (Soulik) 6.7 m

Case 3 2 Oct 2018 ~ 10 Oct 2018 Typhoon (Kong-rey) 6.5 m

Marado

Case 1 1 Oct 2016 ~ 11 Oct 2016 Typhoon (Chaba) 9.3 m

Case 2 3 Oct 2018 ~ 10 Oct 2018 Typhoon (Kong-rey) 8.7 m

Case 3 1 Jul 2018 ~ 5 Jul 2018 Typhoon (Prapiroon) 6.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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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자료를 이용한 경우 편차가 포항과 거제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약 0.1m 미만으로

도출되었다. 편차가 양수인 경우 파랑 예측 결과가 과소 산정된 것을 의미하고, 특히

황해와 남해에서 모델 과소 예측 정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RMSE의 경우 전반적으로

약 14% 감소했으며, SI 값도 평균 약 0.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보정된 ERA5 바람 자료를 통해 파랑예측 정확도가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포항, 거제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약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동해, 서해, 남해의 각각 한 관측지점에서의 해상부이 유의파

고와 수치모델 유의파고를 비교한 결과를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다.

그림 5.1.6. 보정된 ERA5 바람 자료를 이용한 파랑 수치모델링 향상 결과: 동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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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보정된 ERA5 바람 자료를 이용한 파랑 수치모델링 향상 결과: 서해역 (계속)



- 125 -

그림 5.1.6. 보정된 ERA5 바람 자료를 이용한 파랑 수치모델링 향상 결과: 서해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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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치모델 유의파고 값은 전반적으로 현장관측 자료를 적절하게 재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정된 ERA5 바람 자료를 이용한 유의파고 결과는 기존 바람 자료를 이용

한 것보다 현장관측 자료와의 일치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수치모델 자료와 현장

관측 자료는 비교적 큰 유의파고(약 4m 이상) 시점에서 발견되었으며, 보정된 바람

자료와 기존 바람 자료를 기반 결과의 유의파고 예측 차이도 증가하였다. 지역해별로

파랑모델 결과를 비교하면 동해에서 평균 0.2m 정도 편차가 감소하여, 편차 측면에서

가장 개선된 성능을 보였다. 회귀분석 측면에서는 황해에서 RMA 회귀기울기가 거의

1에 가깝고 가장 낮은 RMSE 값을 보임으로써 세 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예측 정확

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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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절에서는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을 실제 연안에 설치하여 파랑을 관측하는 현장

실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부분이다. 2019년도에 실내 실험실에서 파랑 측정실험을

통해 검증한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을 실 해역으로 대상지역으로 설치하여, 현장에서

파랑관측의 정확도 향상 및 쇄파대의 관측 데이터의 획득을 통한 분석 등의 내용을

설명해 보겠다.

1.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의 실 해역 설치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연안에서 파랑의 전파 및 변형을 관측하는 현장실

험의 대상지역으로 우리 원의 동해연구소가 위치한 경북 울진군 후정해수욕장으로

선정했다. 그림 4.6 및 4.7은 후정해수욕장에서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을 설치한 위치

및 파랑 실측장비인 AWAC의 설치 위치를 보여준다.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은 동해연

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고 30 m 높이의 해안침식 감시타워의 맨 상층부에 2019년

8월에 설치하였다. 두 카메라 사이의 간격은 5 m으로 고정시켰으며, 영상의 관측 방

향은 NE방향으로 정하였다. 해안 영상의 취득은 매 시간마다 20분간 5Hz의 샘플링

주파수로 설정하였다. 실측 파랑계인 AWAC의 설치는 스테레오 영상에 의한 파랑

관측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스테레오 카메라의 전면 수심 약 7m 지점에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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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스테레오 카메라 및 관측장비 설치

그림 5.2.2. 스테레오 카메라의 설치사진: (좌) 설치타워,

(중) PC설치 함체, (우) 스테레오 이미지 샘플

그림 4.8은 스테레오 영상으로부터 분석된 연안 파랑의 공간적 관측결과의 한 예를

보여준다. 연안에서 파랑의 전파에 따른 해수면의 3차원 분포가 실제의 표고값으로

표시되었으며, 외해쪽에서부터 해안선에 근접할 때까지의 파봉(wave crest)의 표고가

대략 +1m 내외, 그리고 파곡(wave trough)의 표고가 대략 –0.8m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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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현장 관측실험의 스테레오 이미지 분석 결과(사진 이미지와 중첩)

그림 5.2.4는 스테레오 영상에 의한 파고의 관측치와 AWAC에 의한 파고의 실측치

를 비교한 결과이다. 스테레오 영상은 주간에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에 의

한 관측치는 빨간색 별표로 표시되었다. 대체적으로 관측치와 실측치가 잘 일치하는

편이지만, 2020년 11월 21일 등 일부 기간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오차의 원인은 우천, 안개 등에 의해 광학영상에 해수면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탓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5.2.4. 스테레오 영상의 파고 관측치와 AWAC의 파고 실측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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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기술 이용 실시간 연안파랑 3차원 해수면 복원기술 개발

가. 딥러닝(CNN)을 이용한 실시간 연안 파랑 3차원 해수면 복원기법

고해상도 스테레오 영상에 대해 기존의 3차원 분석기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산시

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테레오 영상을 분

석하는 데 사용되는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였다. 아래 그림에 제시된 것처럼, 스테레

오 영상의 모든 픽셀값들을 사용하기보다 무작위로 추출된 픽셀들만을 이용함으로써,

스테레오 영상 분석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할 경우, 실시간에 가까운 3차원 해수면을

복원해 낼 수 있다.

그림 5.2.5. 딥러닝 기술 이용, 실시간 연안 파랑 3차원 해수면 복원기술 개념도

나. AI모델 네트워크(CNN)의 학습훈련(training)

인공지능의 딥러닝(CNN)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AI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 딥

러닝의 훈련(training)에 사용된 파랑조건 및 3차원 파랑 해수면자료는 아래 표와 같

이 요약이 가능하다. CNN의 훈련에 사용된 3차원 파랑 해수면자료는 아래 표에 제

시된 파라미터들을 사용하여 WAFO 프로그램(Brodtkorb et al., 2000)으로 수치적으

로 임의로 생산되었으며, 총 700장이 사용되었다. 그림 5.2.6은 AI 모델의 훈련에 사

용된 트레이닝 자료들 중 일부 예를 보여준다. 맨 오른쪽 칼럼은 참값(Ground

Truth)에 해당하는 3차원 해수면자료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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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수치 및 범위

배열 격자 사이즈 256 x 256

격자 당 크기 0.46 m

파랑 조건

유의파고(Hs) 5.0 - 8.0 m

첨두파주기 (Tp) 7.2 - 8.8 s

스프레딩 (Sp) 15 - 22 deg

파향 0 - 360 deg

프레임 수 700

표 5.2.1. AI 모델 네트워크(CNN)의 훈련에 사용된 파라미터

그림 5.2.6. AI 모델 네트워크 훈련에 사용된 트레이닝자료 일부

다. AI기술 이용 실시간 연안파랑 3차원 해수면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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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5.2.6은 2020년 10월 9일 오전 8시 20분경, 연안역에서 고파랑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촬영한 스테레오 영상으로부터, 기존의 스테레오 분석기법으로 구한 3D

해수면 계산결과와 AI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계산한 3차원 해수면 결과를 비교

한 것이다. AI기술을 적용하여 구한 3차원 해수면자료가 기존의 스테레오 분석기법에

의한 3차원 해수면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결과의 차이점

은, 기존 스테레오 분석기법의 경우 실제 해수면과는 다르게 파봉과 파봉사이의 표면

이 울퉁불퉁하게 많이 불규칙적으로 생성된 데 반해,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분석기법

의 경우 표면이 시제 해수면처럼 매우 미끈하게(smooth)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5.2.7은, 2020년 10월 24일 오전에 너울이 발달했을 때 촬영한 스테레오 영상

으로부터 기존의 스테레오 분석기법으로 구한 3D 해수면 계산결과와 AI기술을 이용

하여 실시간으로 계산한 3차원 해수면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로, I기술을 적용하여 구한 3차원 해수면 자료가 기존의 스테레오 분석기법에 의한 3

차원 해수면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7. 기존 스테레오 분석기법 결과(좌)와 AI기술 이용 실시간 분석결과(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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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연안 너울파 발생시 AI기술 이용 실시간 연속 3D 해수면 계산결과

2. 연안 파랑의 전파 및 변형특성의 정량화기법 개발

연안 파랑의 속성량에는 파고, 파장, 주기, 파속 및 파형왜곡도(wave skewness) 등

이 포함되어 있다. 스테레오 영상에서 구한 3차원 해수면 시계열자료는 연안에서 파

랑이 시공간적으로 전파 및 소산하는 3차원 변화를 추적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9년도에 수행한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파랑수조 시험에서 취득한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하여 파랑의 파장, 주기, 파속 및 파형왜곡도를 공간적 변화를 추출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1) 파형왜곡도(Sk)의 계산

해상의 한 지점에서 파형왜곡도의 계산은 해수면 시계열자료로부터 아래의 식과 같

이 계산되며, 아래 식에서 표시< >는 평균을 의미한다.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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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고(Hs) 및 파주기(T)의 계산

해상의 한 지점에서 파고의 계산은 해수면 시계열자료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구해지는 에너지의 1차 모멘텀으로 구한다. 또한, 해상의 한 지점에서 파주기 또는

파주파수(f)의 계산은 해수면 시계열자료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에너지의 첨두값에 해

당하는 파주파수를 파주기로 결정한다.

(3) 파장(L)의 계산

해상의 한 지점에서 파장 또는 파수(wavenumber: k)의 계산은 이 지점에서의 해수

면 시계열자료와 이 지점으로부터 반파장(대략 어림)거리 이내의 다른 한 지점에서

해수면 시계열자료를 상호 교차 스펙트럼 분석(cross-spectral analysis)하여 아래 식

과 같이 계산한다. 아래 식에서 f는 파주파수(frequency), Δx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Φ(x)는 교차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계산되는 두 지점 사이의 파주파수별

위상차이다.

  

 (5.2.2.)

(4) 파속(C)의 계산

해상의 한 지점에서 파속의 계산은 위에서 계산된, 이 지점에서의 파수 및 파주파

수를 이용하여 아래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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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Case: S2 파랑조건에 y축 방향의 해수면 시계열자료

타임스택(좌)과 임의의 두지점에서 시계열자료의 비교(우)

그림 5.2.10. Case: S2 파랑조건에서 두 지점(y=58m 및 59m)의 해수면 시계열자료의

교차스펙트럼 분석으로 계산한 위상차(좌), 파수(중) 및 파속(우)의 결과

그림 5.2.11. Case: S2 파랑조건에서 스테레오 영상의 3차원 파랑 해수면자료로부터 얻어진 파고,

파형왜곡도 및 파속의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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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랑 이동궤적의 추적을 통한 파속의 계산

개별 파랑의 시간에 따른 이동궤적을 트래킹함으로써 파속을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

하였다. 교차스펙트럼 분석법은 해수면 시계열자료에 노이즈가 많을 경우에는 오차가

크다. 반면, 파랑 이동궤적의 추적법은 노이즈의 영향이 적게 받는 장점이 있다.

그림 5.2.12. Case: S2 파랑조건에서 얻어진 타임스팩에서 추출된 개별 파랑의 이동궤적

그림 5.2.13. Case: S2 파랑조건에서 파랑의 이동궤적 트래킹으로 얻어진 파속의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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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해수심의 비선형 파랑 이론을 이용한 수심 역추산 기술 개발

가. 천해 파랑이론들의 검토 및 수심 역계산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천해 파랑이론들에는 선형파 이론과 비선형파 이론이 있다. 그중 선형파 이론에서

의 분산관계식을 극천해 연안에서의 파랑의 진행속도에 있어 파장과 주기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가정하면 파랑의 파속과 수심의 관계는 다음 식과 같이 단순화된다.

  (5.2.4.)

따라서, 천해에서 선형파 이론에 의한 수심 역추산 알고리즘은 다음 식과 같이 도

출될 수 있으며, 이 식에서 h는 수심, 그리고 g는 중력가속도를 의미한다. 이 선형파

이론에서 파속은 오직 수심의 영향만을 받는다는 것으로, 파고의 영향은 고려되지 않

기 때문에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5.2.5.)

비선형파 이론은 분산관계식에서 파장, 파주기 및 수심 뿐만 아니라, 파고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가정하며, 비선형파 이론도 극천해 환경에서는 파랑의 진행속

도가 파장 및 파주기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비선형파 이론 중에 대

표적인 것이 크노이달(Cnoidal) 파랑 이론이 있는데, 이 크노이달 파랑 이론은 단일파

만이 진행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으로 아래 식과 같이 표현된다.

  (5.2.6.)

여기서, H는 단일파의 파고를 의미함. 하지만, 실제 연안에서는 단일파가 연속적으

로 전파해서 연안으로 밀려들어오기 때문에 아래 식과 같이 수정해서 표현할 수 있

다.

   (5.2.7.)

결과적으로, 이 비선형파 이론에 의한 수심 역추산 알고리즘은 다음 식과 같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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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될 수 있다.

  

 

  (5.2.8.)

나. 전남대 스테레오 영상자료를 활용한 수심 역계산 알고리즘 성능평가

선형파 이론을 이용한 수심 역계산 알고리즘의 성능평가 결과가 아래 그림에 제시

되어 있다. 역추산된 수심의 계산결과가 실제 수심자료보다 과도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천해에서 파랑의 파고가 파속에 영향을 미치는데

선형파 이론은 파고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파고의 영향이 무시된 만큼 수

심이 과도하게 추정된 것이다.

그림 5.2.14. Case S2: 선형파이론 이용,

파속의 계산결과(좌)로부터 역계산된 수심의 계산결과(우)

아래 그림은 비선형파 이론을 이용하여 수심 역계산 알고리즘을 성능평가한 결과이

다. 역추산된 수심의 계산결과가 실제 수심자료와 비교적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비선형파 이론이 천해에서 파랑의 파고가 파속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위에서 선형파 이론을 이용하여 수심을 역계산

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다소 과소하게 수심을 예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파

고 중 반사파에 의한 파고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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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5. Case S2: 비선형파이론 이용

비선형파 이론을 이용한 수심의 역계산 과정에서, 파고의 영향을 고려하여 된다. 하

지만, 연안에서 반사파의 영향이 클 경우, 오히려 수심의 역추산 결과가 실제 수심보

다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아래 그림은 반사파의 영향을 제거한 결과를 보여주

는데, 반사파의 영향을 제거한 후 수심의 역추산 결과가 반사파의 영향을 제거하기

전보다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16. Case S2: 비선형파이론 이용, 반사파의 영향 제거전의 계산결과(좌)와 반사파의 영향

제거 후 계산결과(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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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이해 딥러닝 기반 연안 파랑 인식-검출-추적 기법 개발

비디오 이해 딥러닝 모델 개발을 통한 파랑 인식-검출-추적을 위해 강릉 안목해안

에서 추가 비디오 영상을 획득하였다. 추가 영상의 확보의 주요 목적은 안목 해안

CCTV 영상 중 악기상(비, 바람, 안개 등)으로 인해 오염된 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이용 영상 강화(보정)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것이다. 특히, 강우 시 빗방울

로 인해 왜곡된 연안 파랑 비디오 영상에서 빗방울 제거와 제거된 영역에 대한 배경

정보를 복원하기 위해 적대적 생성신경망을 이용한 영상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두 대의 CCTV를 이용하여 인위적 오염 (Rain) 유무로 짝을 이룬 비디오 영상을 확

보하였다. 영상의 시공간 해상도는 1920x1080 MPEG, RGB, 30 FPS 이다.

강릉 안목 해변에서 빗방울로 왜곡된 비디오 영상과 그에 대응하는 깨끗한 영상을

2개의 CCTV를 연결하여 동시에 촬영하는 방법으로 빗방울 유무에 따라 짝을 이룬

비디오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이후Coastal wave raindrop이라지칭). 악기상시

빗방울로 인한 CCTV 렌즈 왜곡 패턴을 재현하기 위해서, 20 15cm 크기의 투명 유

리판을 CCTV 렌즈 앞에 부착한 뒤,분무기를 사용하여 빗방울 패턴을 모사하였고, 동

일 시간, 동일 유리판이 부착된 동기화된 CCTV를 통해 대응되는 깨끗한 빗방울 왜

곡 영상도 함께 획득하였다. 수집된 영상은 1분 이내의 간격으로 총 13개의 다양한

빗방울 및 시간에 따른 빗방울 변형 영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약 10 여분 동안 빗방

울의 시·공간적 형태 변화를 담고 있다. 13가지의 비디오 영상에서 학습 및 검증에

짝을 이룬 17,002개 프레임을 추출하였다.

그림 5.3.1. 강릉 안목 해안 인위적 오염에 대한 짝을 이룬 비디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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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영상기반 파랑 트래킹 성능 향상을 위해 획득된 오염된 데이터에 대한 인공

지능 기술 이용 영상 강화(보정) 기술을 개발, 적용하였다. Pix2Pix 모델은 영상 전이

(image transfer)를 위한 대표적 적대적 생성모델 형태 중 하나로, 입력 영상(x)로부

터 목표 영상(y)를 생성하는 생성자(Generator, G) 네트워크와 생성영상과 목표영상

을 구분하는 판별자(Discriminator, D)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빗방울 왜곡으로 인한 영상 강화를 위한 Pix2Pix 모델에서 x는 빗방울에 의해 저

해된 영상으로 생성자에 입력되며, 생성자는 입력으로부터 빗방울 왜곡이 보정된 영

상 G(x)를 생성한다. 생성자는 G(x)를 최대한 목표 영상 y에 가깝게 만들면서, 동시

에 판별자가 G(x)와 y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G(x)를 생성하는 학습 효과를 불러낸다.

판별자는 G(x)와 y를 가짜 영상과 진짜 영상으로 구분하도록 학습된다. 이러한 반복

과정을 통해 생성자는 판별자와 서로 적대적으로 학습하며 판별자를 속이기 위해 빗

방울 왜곡영상과 목표영상을 구분하는 주요 특징들을 대상으로 빗방울 왜곡이 보정

된 영상으로 복원하게끔 한다.

생성자 G는 인코터(encoder)와 디코더(decoder)로 구성되며, 인코더는 입력영상으로

부터 목표 영상복원을 위한 주요 특징을 합성곱 블럭(convolution block)을 연속으로

쌓은 신경망 형태로 학습하고, 디코더는 압축된 영상 특징 정보를 다시 본래 해상도

영상으로 복원하면서 빗방울 왜곡이 없는 목표 영상(y)과 가깝게 사상한다. 합성곱

블럭은 합성곱 레이어와 batch normalization, ReLU(Rectified Linear Unit) 활성화

함수로 연결된다. 빗방울 왜곡 영상 복원 과정 중에 인코더에서의 영상 압축 과정에

의해 지역적인 영상 상세 특징들을 손실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코더의 각 합성곱 블록의 결과 벡터를 디코더의 합성곱 블럭의 입력으로 추

가하는 skip connection을 활용한다.

판별자D는 목표영상(y)과 생성영상(G(x))을 실제 영상과 가짜 영상으로 구분하는

합성곱 신경망으로써, 합성곱 블럭과 max pooling 레이어를 번갈아 여러 층 쌓아서

판별을 위한 영상 특징을 학습한다. 판별자는 x와 y 혹은 x와 G(x)를 짝으로 묶어서

입력받아서, 입력 영상 x를 구분을 위한 조건으로써 사용한다. 영상의 크기가 크고

영역에 따른 특징이 다양하기 때문에 영상을 전체가 아닌 작은 패치(patch)로 분리하

여 실제와 생성영상 패치로 구분하는 PatchGAN 판별자를 사용한다. 빗물 왜곡 보정

을 위해 구현한 Pix2Pix 모델의생성자는720x480x3 크기의 영상을 입력으로 받아 인

코더에 해당하는 4번 합성곱 블록을 포함하고, 디코더는 인코더 출력을 받아서 3번의

전치합성곱(transpose convolution)과 합성곱 블록으로 구현한다. 전치합성곱레이어를

사용함으로써 생성영상은 입력영상과 동일한 크기를 갖게 된다. 판별자는 영상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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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의 패치로 구분하여, 각 패치에 대한 판별을 수행한다. 학습 중 배치 크기는 4로

설정하였으며, Adam 알고리즘(learning rate=0.001, 1=0.9, 2=0.999)을 최적화를 위해

사용하였다.

그림 5.3.2. 해안 비디오 영상의 파랑 인식 및 검출률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기반 영상 강화/보정

Pix2Pix와 Attentive GAN 모델의 빗방울 왜곡 복원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최대

신호 대 잡음비(Peak Signal-to-Noise Ratio, PSNR)와 구조적 유사도(Structural

Similarity, SSIM)을 사용한다. PSNR은 영상 화질의 손실 정보를 정량화하는 측정

방법 중 하나로써 왜곡 보정 영상과 정답 영상 간 차이값의 평균을 로그 스케일로

계산한다. SSIM은 복원 영상에 대한 구조적인 유사지수를 측정하게 되며, 대응되는

고화질 영상 x와 복원영상 y의 평균 밝기 l 를 비교하고, 영상의 표준 편차 값을 이

미지의 대조(contrast)로 정의하여, 두 영상간의 표준편차를 비교한다. SSIM은 영상

에서 평균 밝기를 빼주고 표준편차로 나눈 것으로 정의되며, 두 영상의 상관계수를

구함으로써 계산하며, 최소값은 0이고, 동일 영상 간의 SSIM은 1이 된다.

빗방울에 대한 왜곡이 본래 배경과 유사하게 복원될수록 영상화질의 손상이 적어지

고 정답 영상과 동일한 형태를 갖게 됨으로써 PSNR과 SSIM이 한꺼번에 향상된다.

수집한 안목 해변 영상에서 빗방울 왜곡 영상과 빗방울 왜곡 영상 간 평균 PSNR과

SSIM은 각각 25.01, 0.70이었다.

먼저, Pix2Pix 및Attentive GAN 모델을Raindrop 1119 데이터로 학습을 한 후, 안

목 해변 파랑 비디오 영상에 대한 빗방울 제거 및 배경 정보 복원 성능을 평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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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ix2Pix 모델은 PSNR에 서 26.11, SSIM에서 0.71, Attentive GAN 모델은 26.04,

0.71의 PSNR과SSIM이 계산되었다.

Pix2Pix 모델이 PSNR에서 약간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으며, 두 모델의정량적평가에

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Pix2Pix 모델은 공개 데이터에 포함되

지 않는 패턴인 CCTV시간 기록 글자 등에서 왜곡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Attentive

GAN 모델은 Pix2Pix와 달리 글자 왜곡은 없었으나, 생성 영상이 Pix2Pix에 비해 흐

릿하였으며, 이에 따라 PSNR에서 낮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왜곡 영상과 비

왜곡 영상 간 PSNR과 SSIM과 비교하였을 때, 두 모델이 약간의 보정을 거쳤지만

큰 성능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제 연안 비디오가 공개 데

이터의 배경과 달리 연안의 광범위한 영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파랑고유의

특징들을 공개 데이터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안목해변에서 획득한 영상샘플로 사전 학습된 Pix2Pix 및AttentiveGAN 모델을 전

이학습시킴으로써 모델 파라미터를 파인튜닝한 뒤, 빗방울 왜곡 보정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평가에서는 13개 빗방울 패턴에서 12개 패턴에 대한 영상을 학습데이

터로 사용하고, 다른 1개 패턴을 평가하는 LOCV 교차검증(leave-one out

cross-validation)을 수행하였다. Pix2Pix는 PSNR과 SSIM이 각각 30.29, 0.78이었으

며, AttentiveGAN은 26.71, 0.69로 계산되었다. 파인 튜닝에 의한 Pix2Pix의 성능향상

은 PSNR에서16%, SSIM에서9% 정도였으나, Attentive GAN은 PSNR에서 약간의

성능 향상을 보인 반면 SSIM에서는 도리어 성능 하락을 초래하였다.

생성 영상에서도 Attentive GAN 모델은 물결 모양의 왜곡을 함께 생성하였고, 파

랑 영역에서 빗방울에 의한 왜곡 복원이 사전 학습 모델에 비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안 CCTV 영상에서 빗방울 영역이 공개 데이터에 비해 선

명하지 않기 때문에 AttentiveGAN에서 요구하는 빗방울 영역 마스크를 제대로 생성

하기 어렵고, Attentive GAN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Pix2Pix 모델에 비해 월등히 많

아서 쉽게 과적합될 가능성이 있어서인 듯하다. 또한 파랑 모양복원에 있어서 빗방울

에 의해 파랑이 많이 왜곡될수록 파랑 복원의 정확성이 하락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반면, Pix2Pix 모델은 파인 튜닝을 통해 PSNR과 SSIM이 월등히 향상되었으며, 실제

연안 데이터와 전이 학습을 이용한 딥러닝 모델학습이 빗방울 왜곡보정에 유효하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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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3. 합성곱신경망 기반의 생성모델 및 모델 최적화를 통한 파랑 추적 성능 향상

파랑 추적을 위한 비지도 영상 정합 모델 개발을 위해 비지도 학습기반 비디오 영

상으로부터 전파하는 파랑을 정확히 추적하기 위하여 오토인코더를 통해 분리된 파

랑 동적 장면 정보가 담긴 마스크 영상을 이용하여 연속된 프레임간 변화를 추적하

기 위한 비선형 영상 정합 인공 신경망 모델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경망

은 의료 영상 정합을 위해 제안된 VoxelMorph 기법에 기초한다. 정합을 위해 추출된

마스크 영상에 대해 연속된 2개의 프레임을 입력으로 현재 마스크 프레임에 대해 비

선형의 공간적 변환을 통해 다음에 나올 마스크 프레임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드는

공간 변환 맵(displacement map)을 생성하게 된다. 변환 맵은 프레임의 각 픽셀에 대

해 대응되는 프레임의 픽셀로 변환되기 위한 변위 벡터 정보를 포함한다. 연속된 프

레임 간 영상 정합 기술은 대규모 비디오 영상에서 파랑의 전파에 따른 다양한 변형

과 이동시 움직임을 학습하기 위해 상기 그림과 같이 비지도 학습 기반의 Spatial

Transformer Network을 사용해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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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합 모델은 연속된 두 프레임에 대해 픽셀 별로 대응 픽셀의 위치로 변환하

기 위한 어파인 변환(affine transformation) 파라미터를 생성하는 U-Net 신경망과

생성된 파라미터에 따라 변환 맵을 영상 크기에 맞추어 생성하는 그리드 생성자, 변

환 맵에 따라 영상을 변형하여 대상 영상과 비교하는 샘플러로 구성된다. 본 신경망

은 생성된 변환 맵의 각 변환 벡터를 반전한 역변환 맵을 생성하여, 두 연속된 프레

임이 각각 서로 정합되도록 학습함으로써 변환 맵의 역연산을 허락하는 미분동형 정

합(diffeomorphic registration)을 구현한다. 모델 훈련을 위한 손실 함수는 영상 간 유

사도를 높이기 위한 평균 제곱 오차 손실 함수와 비정상적 영상 변형을 방지하기 위

한 확산(diffusion) 최소화 손실함수를 이용하며, 이를 통해 최적의 변형 맵을 구하게

된다.

상세한 모델 아키텍처 개발을 위해 Spatial Transformer Network에 기반한 영상

정합 신경망은 정합 파라미터 생성을 위하여 U-Net 구조를 도입하였다. 총 4개 층의

인코더 및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고, 인코더의 출력을 같은 레벨에 해당하는 디코더의

입력 특징 맵에 결합하는 스킵커넥션(skip connection)을 포함한다. 모델 훈련 시 학

습 파라미터는 표준 편차 0.1의 정규 분포를 이용해 초기화했으며, Adam Optimizer

를 학습률(learning rate) 0.001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배치 크기(batch size)는 10으

로 지정하였고, NVIDIA Titan XP 12GB 메모리의 GPU를 사용하였다. 본 하이퍼파

라미터들은 실험적 수치로써 GPU 메모리 크기와 추론 결과에 대한 영상 유사도 평

가를 통해 결정하였다. 그리고 학습 과정 중 과적합(overfitting)을 방지하기 위해 검

증(validation) 데이터셋에 대한 학습 중 영상 정합 결과에 대한 평균 제곱 오차와 구

조 유사도(structural similarity) 인덱스를 측정하여, 가장 낮은 오차와 표준 편차 및

높은 구조 유사도를 보인 에포크(epoch)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는 영상 변환 후 변

환 영상과 목표 영상 간 대응성이 가장 높은 상태를 의미하며, 변이 벡터가 파랑의

변화를 높은 정확도로 표현한다.

2. 비디오 이해를 위한 딥러닝 개발환경 구축 및 모델 최적화 연구 (위탁연구)

대용량 영상 분석을 위한 딥러닝 모델 개발 환경은 비디오 영상은 고해상도, 다수

의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시간 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비디오 프레임

으로 입력된 딥러닝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GPU에 할당되는 메모리의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CPU와 달리 GPU는 각 카드의 메모리가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GPU가 병렬로 연결될 경우에도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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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환경에서의 딥러닝 모델 훈련은 데이터를 GPU 개수만큼 분할하여 각 GPU에

서 독립적으로 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나온 출력을 합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5.3.4. 일반적인 멀티 GPU 환경에서의 딥러닝 모델 훈련 방식

비디오 이해를 위한 딥러닝 모델 최적화를 위한 학습데이터 임베딩, 모델, 비디오

처리 최적화 기법 연구 하이퍼파라미터 및 모델 구조 최적화 방법 중 Batch

Normalization은 갈수록 크고 복잡해지는 딥러닝 모델의 훈련이 용이하게끔 내부적으

로 정규화를 수행하도록 하는 딥러닝 구성 요소로 입력 데이터 하나에만 영향을 받

는 딥러닝 모델의 다른 구성요소와 달리 Batch Normalizatoin은 모델의 입력 데이터

전체에 대해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모델의 입력 데이터 개수가

너무 적으면 Batch Normalization이 계산하는 평균 및 분산이 실제 데이터 전체의 평

균 및 분산과 일치하지 않게 되면서 성능이 감소한다. Synchronized Batch

Normalization은 GPU를 여러 개 사용하더라도 Batch Normalization의 평균과 분산이

분할된 데이터에서 계산되고, 성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으로는 Batch

Normalization의 평균과 분산을 다른 GPU 모두의 입력 데이터로부터 계산된다.

딥러닝 모델 최적화 중 하이퍼파라미터 및 모델 구조 최적화를 위해 Elastic

exponential linear unit (EELU)을 개발하였으며, 분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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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사용되는 데이터셋인 ImageNet에서 기존의 가장 우수한 활성화 함수 Swish와 비

교하여 Top-1 정확도를 0.73% 향상시킨 바 있다.

그림 5.3.5. Elastic exponential linear unit 활성화 함수 개발

멀티모달 시계열 예측 베이스라인 모델 구축을 위해 주어진 영상 및 이미지에 매핑

되는 다른 소스에 의해 측정된 데이터셋이 제공되는 경우 이를 매핑하여 학습하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베이스라인 모델 구조로 UNet을 사용하였으며, UNet은 이미

지에 대한 특징을 추출한 후, 그 특징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다시 생성하는 Task에

많이 사용되는 모델, 그중에서도 특히 Medical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 입력이미지

의 특징을 추출하는 Contracting Path와 추출된 특징을 바탕으로 Localization을 수행

하는 Expanding Path로 구성된다. 모델의 구조는 일반적인 Auto-Encoder와 비슷하

나, Expanding Path에서 Skip-connection을 사용하여 Global Context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미지 복원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한다.

실험에 사용할 이미지 구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Perspective Transform

- 실험실에서 생성한 파도를 촬영한 .pgm파일은 카메라의 각도가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opencv-python의 getPerspectiveTransform함수를 통해

좌표를 변환한 후, png파일로 저장

- Perspective Transform을 통해 생성한 이미지의 크기를 [-1, 1]로 정규화함

이미지의 크기가 [-1, 1]로 정규화 되었으므로, 이에 범위를 맞춰주기 위해,

출력층에 Hyperbolic Tangent함수를 사용함

(2) Scene-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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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에서 생성한 파도이미지를 opencv-python의

getPerspectiveTransform함수를 통해 이미지를 변환시킨 후, 그것을 통해

Mask 이미지를 생성

- Perspective transform 과정을 거친 이미지를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Loss를 정의하여 이 둘을 최적화 시키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Mask 이미지를

depth-map estimation 실험에서 사용함

- 첫 번째 Loss는 InputImage(Perspective Transformed)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

쓰이는 MSE(Mean Square Loss) loss로 이미지를 다시 생성하는 과정에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함

- 두 번째 Loss는 Mask-sparsity로, MaskImage의 값이 0이 되도록 하여,

최대한 Background Image를 사용하여 복원하도록 격려

앞서 과정에서 생성된 이미지 통해 실제 elevation map 추정할 수 있도록 모델을

설계하였고, 입력받은 이미지와 생성해야 하는 결과 이미지가 서로 달라서 입력받은

이미지의 Global context와 local feature를 모두 추출할 수 있는 U-net구조를 사용하

여 depth-map estimation 실험을 진행하였다. 두 종류의 이미지를 통한 estimation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중 첫 번째 실험은 Perspective transform을 수행한 이미지를

위에서 정의한 elevation-map estimation network에서 훈련시켜 elevation-map

estimation 실험을 진행한 것이고, 두 번째 실험은 Perspective transform을 수행한

후 위에서 정의한 Scene-separation과정을 거쳐 생성된 Mask이미지를 elevation-map

estimation network에서 훈련시켜 elevation-map estimation 실험을 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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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Depth-map estimation model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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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척항 인근 파랑 및 월파 관측자료 수집

2020년에도 삼척항 인근 기상청 국내부이 (울진), 파고부이 (삼척, 울진) 자료를 수

집하여 파랑 예측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입사조건으로 사용되는 파랑 모델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발주한 정부수탁사업인 “2020년 방파제 재해예방

경보시스템관리운영”에서 관측한 CCTV 자료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월파 검증용으

로 활용하였다. 한편, 삼척항 인근의 위도 37°24′28.20″N, 경도 129°12′58.38″E

위치에 (수심 : 16 m ) AWAC을 설치하여 파랑을 관측하였다. 이는 실시간이 아닌

저장식 관측 방법이지만 월파모델의 조파위치에서의 파향을 포함한 입사파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삼척항 인근의 관측장비의 위

치 및 2020년 관측된 파고 시계열, CCTV로 쵤영한 월파의 예를 그림 5.4.1에 제시하

였다.

(a) 삼척항 인근 파랑 및 월파 관측 위치 (b) 삼척항 AWAC 관측 결과 (유의파고)

(c) 삼척항 CCTV 관측 결과 (2020년 7월 1일 오전 7시 10경)>

그림 5.4.1. 삼척항 파랑 및 월파 관측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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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해역 월파 모의 실험

삼척항 인근 해역에 대하여 실제 CCTV 상에서 월파가 발생했던 시간(2020년 7월

1일 7시)에 대하여 월파 예측 시스템의 재현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다.

가. 실험 조건 및 파랑 제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월파 모델은 olaFlow로 앞서 설명한 격자 영역에서 수행한 바

있고, 계산시간간격은 0.001초에서 0.025초로 총 200초 동안에 맞췄다. 그런 다음 결

과를 0.5초마다 출력하도록 구성하였다. 월파 모델의 입사파는 규칙파로 조파하였고,

Le Méhauté(1976)의 그래프를 참고하여 Stokes 2nd order를 적용하였으며, 난류 모

델은 LES Model의 Smagorinsky을 사용하였다. 2020년 7월 1일 7시의 기상청 ‘동해’

관측 정점의 최대 파고인 7.5m, 주기 13.0초의 파고가 정동(E 파향)에서 입사한다고

가정하여 규칙파로 수치모델을 수행하였다(표 5.2). 실험에 사용한 계산 기기의 사양

은 Intel(R) Xeon(R) CPU E5-2695 v3 @ 2.30GHz 1 node (28개 cpu) 를 사용하였

다.

구 분 내 용

Wavetype Regular

Wavetheory StokesII

Waveheight 7.5 m

Waveperiod 13 초

Wavephase 1.57

simulationType LESModel

LESModel Smagorinsky

표 5.4.1. 실험에 사용한 조파 조건

나. 3차원 월파 모델 결과 및 CCTV와의 비교

월파 모델 검증을 위해 관측 자료와 파랑 예측 결과를 비교하였고, 월파를 재현하

여 정성적으로 CCTV 영상과 비교하였다. 2020년 7월 1일 7시의 기상청 ‘동해’의 파

고와 주기는 7.5m, 13초로 파랑예측 시스템의 (최대)파고 8.0m, 12초로 유사하다. 따

라서 파랑 예측 자료를 활용 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월파 모의실

험 결과, 월파는 실제 CCTV 보다 과소 모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된

원인은 규칙파를 사용하고, 파향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민감

도 및 다방향 실험을 통한 최적의 계수를 찾고, 조파 방법도 불규칙파 조파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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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삼척항 월파 모델 결과(7월 1일 7시)>

<삼척항 CCTV 와의 비교 >

그림 5.4.2. 2020년 7월 1일 7시의 월파 모델 재현 결과 및 CCTV 영상과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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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해양-파랑 결합 수치모델 (COAWST)

가. COAWST 모델 재현성 평가 및 결과 제시

1차 연도에 수립된 대기-해양-파랑 결합 모델을 2차 연도에도 매일 1회 수행하며

예측결과를 생산하였다. 해무는 대기와 해양의 경계면에서 표층수온과 기온의 차에

의해 발생하는 이류무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해무의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안개모델인 PAFOG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기온과 수온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다. 결합 모델에서 생산된 해수면 온도와 기상청 해양기상부이(그림 5.5.1)에서

관측된 표층 수온 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검증에 활용한 기상청 해양기상부

이는 동서남해를 모두 포함하여 총 17개소이다 (그림 5.5.1). 해양기상부이는 해수면

에서 해양기상현상을 다양한 기상장비로 관측하고, 위성 등 원격통신을 이용하여 관

측자료를 전송하는 장비이며, 관측자료는 풍향, 풍속, 기압, 기온, 습도, 파고, 파주기,

파향, 수온 등을 30분 간격으로 관측하고 있다. 표층 수온 검증 결과 정점에 따라 오

차는 조금씩 존재하지만, 해무의 발생과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수온의 일변화는 대체

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WRF의 모수화 scheme에 따른 표

층 수온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2 ∼ 그림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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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1. 기상청 해양기상부이 위치 (1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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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2. WRF 물리 모수화 scheme에 따른 해수면 온도 검증 결과 (인천, 거제도,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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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3. WRF 물리 모수화 scheme에 따른 해수면 온도 검증 결과

(부안, 칠발도, 마라도)



- 157 -

2. 해무예측모델 (PAFOG)

가. 해양-대기 결합모델과 1차원 안개모델(PAFOG)의 결합체계 구축

3D 기상모델의 연직 해상도 (50m ∼ near surface) 문제 때문에 구름 미세물리과

정이 과대모의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원 안개모델인 PAFOG 모델을 수립하

였다. PAFOG (PArameterized FOG model) 모델은 독일 본대학교에서 개발된 안개

모형으로, 미세물리과 안개 모델인 MIFOG와 미세물리 층운 모형인 MISTRA에 이어

개발된 안개모형이다 (그림 5.5.4). PAFOG는 연직 (지표층 ∼ 3km)으로 400층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안개형성과 소산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물리과정, 복사과정이 모의

가능하며, 지표와 식생에 의한 생성과 소산도 모의할 수 있다. PAFOG는 1D 모델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결합예측모델과의 접합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이류항을 계산

하여 PAFOG 모델에 입력하고, 이를 통해 Cloud droplet concentration과 Cloud

water content를 계산함으로써 해무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림 5.5.4. 1차원 안개모델 PAFOG 개요

나. 경계층 모수화 방법 및 접합에 따른 해무 예측 성능

기존의 3차원 해양기상예측시스템(WRF)에서는 SST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대기와

의 상호작용을 모의하지 못하는 관계로 정확한 해무예측에 어려움이 상존해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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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결합예측시스템(COAWST)에서는 SST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해양 상호작용의 정밀한 모의가 가능하다. 해상풍모의에 있어서 대기모형의 경

계층 모수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결합모델과 1차원 안개모델의 결합체계

구축을 위해 대기-해양-파랑 결합예측시스템의 결합 효과와 경계층 모수화 방법에

따른 해무 예측성능을 비교하였다. WRF모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계층 모수화

방법인 YSU, MYNN방법과 PAFOG결합을 위해 연직 격자를 65개 층으로 늘이고,

YSU 경계층 모수화에 따른 수증기모의 세부방법을 수정한 방법을 PAFOG로 정의하

여 인천항에서 해무가 잘 관측된 2020년 7월 29일 이류무 사례를 비교하였다 (그림

5.5.5).

그림 5.5.5. 경계층 모수화 방법에 따른 해무발생지역 비교 (2020년 7월 30일 00시)

YSU와 PAFOG는 기본적으로 같은 경계층 모수화 방법을 사용하여 큰 차이는 없

었으나 지역적으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MYNN방법에서는 인천항에서 해무가 발

생하지 않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또한 인천항해무관측소의 대기 연직구조를 skew T

– Log P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면 YSU와 같은 경계층 모수화 방법을 사용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세부물리과정 설정의 차이와 연직격자 해상도 때문에 지표근처에서의

포화상태를 PAFOG방법에서 더 잘 모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5.5). 또한

결합예측모형의 결합에 따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인천해무관측소 지점에서의 해무

발생을 PAFOG모형과 접합하여 테스트 해보았다. PAFOG는 3차원 대기모형에서 이

류항을 계산하여 수증기의 이류를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접합에 따른 해무 예

측 결과의 차이를 효과를 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림 5.5.6의 결과에

서 접합예측모형의 결과를 입력자료로 사용하였을 때 PAFOG에서 해무발생을 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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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있으며, 접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류에 의한 해무의 발달이 모의되지 않

고 있다. 그러나 접합예측모형의 결과에서 해무가 과대모의되고 안개가 소산하지 못

하는 1d모델의 한계도 보였다 (그림 5.5.6).

그림 5.5.6. 인천항 해무관측소지점의 연직 대기구조를 나타낸 skewT-LogP 다이어그램

그림 5.5.7. 비접합(WRF)와 접합(COAWST)모델 결과를 사용한 PAFOG의 해무예측

다. 결합예측시스템과 대기모델의 예측정확도 비교

해무가 주로 발생하는 여름철 (2020년 6월∼7월)에 대해 대기-해양-파랑 결합예측

시스템과 대기모델의 예측정확도를 비교하였다 (표 5.5.2와 5.5.3). 이 기간의 총 예측

시간은 1,465 (24시간 × 61일)이며, 이 가운데 해무 발생 시간은 부산항이 128시간,

인천항이 50시간이었다. 부산항의 해무예측결과는 아래 표 5.5.2와 5.5.3에 나타냈다.

예측정확도 비교에 사용된 평가 방법은 POD(Probability Of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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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FD(Probability of False Detection), CSI(Critical Success Index) 이며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POD는 현상이 일어났던 표본 가운데 정확한 예보가 이루어진 표본의 수로 정의된

다. 이는 적중률(Hit Rate)로도 불리는데, 0에서 100사이의 값을 가지며 100에 가까울

수록 수치예보 모델의 성능이 좋다는 의미다.

POD = A/(A+C) × 100% (5.5.1.)

POFD는 오보율로써 현상이 일어났던 표본 수 중에서 부정확한 예보가 이루어진

표본의 수로 정의되며, 0에서 100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수치 예보 모델

의 성능이 좋음을 의미한다.

POFD = B/(A+C) × 100% (5.5.2.)

CSI는 성공지수라 불리는데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예측을 의미하며, 탐지확률과

오보율에 비해 오보와 미예측(Misses)에 모두 민감하기 때문에 사건의 수가 작고 범

주의 기후학적 빈도수가 거의 같은 경우에도 보다 실질적인 정도를 제공할 수 있다.

CSI = A/(A+B+C) × 100% (5.5.3.)

표 5.5.1. 해무 예측 및 관측 비교 조건

관측

Yes No

예측
Yes A B

No C D

표 5.5.2과 5.5.3에 2020년 6월∼7월 사이에 발생한 해무 사례에 대한 예측결과를 나

타내었다. 2019년까지 개발된 대기모형을 사용한 해무 예측결과와 2020년에 대기-해

양-파랑 결합 예측시스템의 예측결과를 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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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 54/(54+74)×100%=42.2% (2019)

A=54, B=155, C=74, D=1182
(5.5.4.)

POD = 52/(52+76)×100%=40.6% (2020)

A=52, B=104, C=76, D=1233
(5.5.5.)

POD는 2019년에 개발된 대기모형이 0.42, 2020년에 개발된 대기-해양-파랑 결합예

측시스템이 0.41로 대기모형이 조금 우세한 것으로 보이나, POFD는 대기모형이 0.12,

대기-해양-파랑 결합예측시스템이 0.08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모형이 해무의 발생

예측에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틀릴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POD와 POFD를 모두 고려한 skill score인 CSI는 19.1%, 22.4%로 대기-해

양-파랑 결합예측시스템이 3.3% 높은 예측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개선

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Event Forecasted

(WRF)

Event Observed

Yes No Total

Yes 54 155 209

No 74 1182 1256

Total 128 1337 1465

표 5.5.2. 대기모형의 해무 예측결과 (2019 개발 모델)

Event Forecasted

(COAWST)

Event Observed

Yes No Total

Yes 52 104 156

No 76 1233 1309

Total 128 1337 1465

표 5.5.3. 대기-해양-파랑 결합예측시스템의 해무 예측결과 (2020년 개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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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초기/경계자료 수집 및 전처리 과정 자동화 모듈 개발

G1SST(Global 1km SST) 위성 수온자료, HYCOM(HYbrid Coordinate Ocean

MOdel) 1/12 degree의 수평해상도와 32개 층으로 이루어진 해양 예측자료,

GFS(Global Forecast System) 1/2 degree 자료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수집

되도록 자동화 Shell script를 수립하였다 (그림 5.5.8). 1차 연도에 수집한 동아시아

영역 70여 개 지점의 고층기상관측자료, 항공기상관측자료 130여 개 지점, 선박 관측

30여 개 지점, 고층관측 1200여 개 지점, QSCAT 위성 해상풍 1700여 개 지점 자료

를 일 4회 수집하는 모듈을 자동화하였다 (그림 5.5.8).

그림 5.5.8. 입력자료 전처리 과정 자동화 모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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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9. 개발된 자료동화 입력자료 자동화 묘듈을 이용해 수집된 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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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2021년도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Ⅲ)

본 절에서는, 파랑모델의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대기모델의 바람 예측자료로 2019

및 2020년도에 사용했던 유럽 ECMWF의 WRF모델 바람자료 및 ERA5의 재분석자

료 대신에 미국 NCEP의 GFS 바람 예측자료를 이용하여 파랑모델 예측 정확도의 향

상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무료로 제공되는 GFS의 바람 예측자료를 얻기

용이하고, 여러 종류의 대기모델 바람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파랑모델의 예측정확성의

가능범위를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 바람 예측자료 보정 고도화를 통한 파랑 예측 정확도 향상

가. GFS 바람자료의 활용 방법

먼저, GFS 바람자료를 한반도 주변해역에서의 ASCAT-B 인공위성 풍속 자료를 검

증하고 보정하였다. 그리고 보정된 인공위성 바람 자료를 수치모델 바람자료와 비교

하고, 수치모델 자료를 보정하였다. 그 보정된 수치모델 바람 자료를 파랑 수치모델

의 바람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파랑 예측정확도 향상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

래 그림은 파랑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방법에 대한 흐름도를 나타낸다.

그림 6.1.1. AI기반 바람 예측자료의 보정을 통한 파랑예측 향상기법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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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상풍 자료 수집

현장관측 자료로는 우리나라 기상청 해상부이 10지점과 해양과학기지 3지점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관측지점의 풍속 및 풍향 자료를 200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에

걸쳐 수집하였다. 풍속 10 높이 변환을 위해서는 LKB 모델(Liu and Tang, 1996)을

이용하였다.

인공위성 자료로는 ASCAT 산란계를 이용하여 해상풍을 관측하고 있는 MetOp-B

인공위성 자료를 수집하였다. ASCAT-B 자료는 2012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AVISO 웹사이트(https://www.aviso.altimetry.fr)를 통해 수집하였다.

아래 그림은 본 연구에서 이용한 기상청 및 해양과학기지 지점의 분포와 MetOp-B

인공위성이 2013년 1월 2일 00시 55분부터 00시 57분까지 이동한 경로를 나타낸다.

그림 6.1.2. ASCAT-B 인공위성 이동경로 (2013-1-2 00:55∼2013-1-2 00:57)

해상풍 수치모델 자료로는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NCEP)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Global Forecast System(GFS) 예측자료를 이용하였다. GFS

자료는 웹사이트(https://rda.ucar.edu/datasets/ds084.1/)를 통해 2015년 1월부터 2020

년 12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수집하였다. 해당 자료의 공간 해상도는 0.25°이고, 시간

해상도는 6시간 간격으로 각 시점의 3시간 후 예측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다. 인공위성 자료의 보정 방법 및 파랑 수치모델링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보정한 인공위성 자료와, 인공지능(AI)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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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보정한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한 파랑 예측 결과를 비교하였다. 인

공지능 기술로는 DNN(Deep Neural Network)기반 모델을 적용하여 인공위성 풍속

자료를 보정하였다. 아래 표는 파랑 수치모델링에 적용될 바람 입력자료 조건을 나타

낸다.

표 6.1.1. 바람 입력자료 조건

구분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바람입력자료 GFS GFS GFS GFS GFS

공간해상도 1/4° 1/4° 1/4° 1/8° 1/8°

보정방법 - 회귀분석 인공지능 회귀분석 인공지능

Case 1, 2 및 3에서는 원시 GFS 자료의 공간해상도(0.25°)를 유지한 채 파랑 수치

모의를 수행한다. Case 1에서는 원시 인공위성 자료를 기반으로 GFS 수치모델 자료

를 보정 한 뒤 이를 파랑 수치모델의 바람 입력자료로 활용한다. Case 2와 3은 각각

회귀분석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보정한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한다. Case 4와 5에서

는 회귀분석과 인공지능을 이용하되 기존 대비 공간해상도를 향상시켜 보정한 자료

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라. ASCAT 인공위성 자료의 검증 및 보정

(1) 회귀분석을 이용한 인공위성 자료 보정

인공위성 풍속 자료와 현장관측 풍속 자료 간의 편차를 먼저 살펴보았다. 아래 그

림은 자료 수집 기간(2012년∼2020년)에 걸친 두 자료 간 편차 결과를 나타낸다. 편

차의 패턴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전체 관측 지점에서의 결과를 종합하여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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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인공위성 풍속 자료와 현장관측 자료 간 편차

인공위성 풍속 자료와 현장관측 풍속 자료의 시기별 편차를 살펴보면 6월, 7월경에

는 현장관측 풍속 자료가 인공위성 자료보다 높고, 12월 1월경에는 반대로 인공위성

풍속 자료가 현장관측 자료보다 높은 경향이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을 고려하여

인공위성 자료를 현장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보정함에 있어 계절별로 두 자료 간 회

귀분석을 수행하고 보정할 예정이다.

(2)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공위성 자료 보정

AI 기술을 이용하여 인공위성 풍속 자료를 보정하기 위해 Deep Neural Network

(DNN) 기법을 이용하였다. DNN 기법은 은닉층을 2개 이상 지닌 학습 방법으로, 기

존 널리 이용되어 오던 Artificial Neural Network(ANN) 기법에 비해 복잡한 비선형

관계들을 모델링할 수 있는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DNN 기법의 성능을 살펴보기 위

해 1)보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공위성 자료, 2)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보정한 인공

위성 자료, 3)Support Vector Regression(SVR) 기법을 이용하여 보정한 인공위성 자

료, 4)DNN 기법을 이용하여 보정한 인공위성 자료를 서로 비교하였다. 아래 그림은

상기 네 가지 방법을 이용한 인공위성 풍속 자료와 현장관측 풍속 자료 간 편차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그리고 편차의 평균값, 중앙값 및 RMSE 결과를

히스토그램과 함께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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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 인공위성 풍속자료의 보정기법별 보정오차 히스토그램 결과: (a) 원시 인공위성 자료,

(b) 선형 회귀분석, (c) SVR기법, (d) DNN기법을 이용하여 보정한 인공위성 자료

상기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DNN 기법을 이용하여 인공위성 풍속 자료를 보

정한 경우 그 외 다른 방법들을 이용한 결과에 비해 편차의 평균값, 중앙값, RMSE

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DNN 기법을 이용한 보정 효과가 다른 방법들에 비해

가장 우수하게 도출되었음을 의미한다. RMSE 측면에서는 DNN 기법, SVR 기법, 선

형 회귀분석을 이용한 순서로 보정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아래 표에는 네 가지 방법

을 이용한 평균값, 중앙값, RMSE 결과와 더불어 첨도값을 함께 나타내었다.

표 6.1.2. 인공위성 풍속 자료의 보정 및 와 현장관측 자료의 편차 분석 결과

구분
결과

평균값 중앙값 RMSE 첨도

보정 전 0.41 0.31 1.40 7.04

선형 회귀분석 0.02 -0.08 1.34 6.85

SVR -0.29 -0.37 1.38 6.24

DNN 0.05 0.02 1.00 12.54

상기 표를 살펴보면 선형 회귀식을 이용한 보정 결과만으로도 편차의 평균값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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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값이 크게 줄어들어, 높은 보정 효과를 보였지만, RMSE의 경우 보정 전의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SVR 기반 모델을 이용하여 인공위성 자료를 보정한 경우 보

정하지 않은 평균값, 중앙값 결과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선형 회귀를

이용한 보정 방법에 비해 오히려 낮은 보정 향상도를 보였다.

DNN 기반 모델을 이용하여 인공위성 자료를 보정한 경우, 다른 보정 방법들에 비

해 보정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결과가 도출되었다. 편차의 평균값과 중앙값이 0.5m/s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RMSE의 경우 보정 전에 비해 약 28.6% 높은 향상도를 보였

고, 아래 그림에는 DNN 기법을 이용하여 보정한 인공위성 자료와 현장관측 자료가

편차를 시간 순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6.1.5. 인공위성 풍속 자료와 현장관측 자료 간 편차:

(a) 원시 인공위성 자료 (b) DNN 기반 모델을 적용하여 보정한 인공위성 자료

원시 인공위성 자료와 현장관측 자료 간 편차 결과는 전반적으로 여름철에 해당되

는 7월, 8월경에는 현장관측 풍속 자료가 인공위성 풍속 자료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

고, 겨울철에 해당되는 12월, 1월경에는 반대로 인공위성 풍속 자료가 현장관측 풍속

자료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원시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한 편차 결과에서

는 풍속 편차가 계절적 변동성을 보였으나, DNN 모델을 이용하여 인공위성 자료를

보정함으로써, 그 변동성이 사라지고 편차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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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GFS 대기모델 자료 평가 및 보정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해 GFS 대기모델 자료를 평가하고 보정하여 이

를 파랑 수치모델에 활용한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보정된

ASCAT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GFS 대기모델 자료를 서로 비교하고, 대기모델

자료의 정확도 분포를 보여주는 2차원 오차수정률 분포지도(Correction Map)를 생성

하였다. Correction Map은 또한 추후 파랑 수치모델의 입력자료로 사용될 GFS 대기

모델 바람 자료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보정된 ASCAT 자료와 GFS 대기모델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영역 GFS 모델격

자의 모든 지점에서 두 자료 간 RMA 회귀기울기를 결정하였다. 모든 격자지점에서

의 회귀기울기는 Correction Map에서 기울기 분포지도를 생성한다. 두 자료 간

match-up 자료가 부족한 공간을 보완하기 위해 전체 영역에서 선형 보간이 이루어진

다. 마지막으로 Correction Map을 보정하기 위해 2차원 스무딩 필터를 적용하였다.

Correction Map 영역은 파랑 예측모델의 한반도 남측 개방경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서태평양까지 확장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 3개 해역의 현장관측 지점을

중심으로 결과를 기술하였다. 아래 그림에는 본 연구에서 GFS 대기모델 자료와

ASCAT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생성한 Correction Map과 RMSE 분포도를 나타

내었다.

그림 6.1.6. GFS 자료와 보정된 ASCAT 자료 간 Correction Map 생성 결과 및 RMSE 분포도



- 172 -

Correction Map 결과를 살펴보면 GFS 대기모델 풍속은 보정된 ASCAT 풍속 자료

보다 전반적으로 약 5∼10% 정도 낮게 형성되었다. 한반도 연안에서는 회귀기울기가

비교적 1에 가깝게 나타났고 육지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제주도 남부 지역과 동해 울릉도 부근 지역에서는 GFS 대기모델 자료가 기타 주변

해역에 비해 5% 이상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MSE는 위치가

육지에 가까울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RMSE는 해안 지역을 따라 대부분

2.0m/s 보다 크지만 먼 해안 지역에서는 1.4∼1.8m/s 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값을 가

졌다.

2. Correction Map 적용을 통한 파랑 예측 결과의 분석

Correction Map을 GFS 대기모델에 적용하여 바람 입력자료를 보정한 효과가 파랑

예측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WavewatchⅢ 파랑모델을 이용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델 시나리오는 2020년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최대 유의파고가 약 5m 이상으로 기록되었던 기간을 선정하였

다.

표 6.1.3. AI기반 NCEP/GFS의 바람자료의 보정을 통한 파랑 예측결과

Reg. Station Bias RMSE SI RMA slope
Ori. Mod. Ori. Mod. Ori. Mod. Ori. Mod.

East
Sea

Donghae -0.18 -0.05 0.24 0.23 0.15 0.14 0.92 1.01

Pohang -0.32 -0.26 0.25 0.23 0.15 0.13 0.81 0.89

Uljin -0.27 -0.14 0.24 0.21 0.14 0.12 0.83 0.92

Sub total -0.26 -0.15 0.24 0.22 0.15 0.13 0.85 0.94

Yellow
Sea

Buan -0.08 -0.05 0.30 0.30 0.21 0.21 0.97 0.99

Incheon 0.01 0.01 0.42 0.42 0.55 0.55 0.93 0.93

Oeyeondo -0.03 -0.03 0.35 0.35 0.38 0.38 0.93 0.93

Sub-Total -0.03 -0.02 0.36 0.36 0.38 0.38 0.94 0.95

South.
Sea

Chujado -0.05 0.01 0.33 0.31 0.25 0.23 0.84 0.88

Geojedo -0.17 -0.15 0.33 0.32 0.25 0.25 0.96 0.99

Geomundo 0.15 0.13 0.27 0.26 0.25 0.24 0.94 0.96

Marado -0.11 0.02 0.33 0.33 0.23 0.23 0.97 1.01

Sub-Total -0.05 0.00 0.32 0.31 0.25 0.24 0.93 0.96

Total -0.11 -0.06 0.31 0.30 0.26 0.25 0.91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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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의 편차결과를 살펴보면 DNN기법을 이용하여 보정된 해상풍 자료를 이용

한 파랑모델의 결과가 원시 바람 자료를 이용한 결과보다 해상부이 유의파고 관측

값과의 편차가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편차가 음수인 경우 파랑 예측 결과가 과소 산

정된 것을 의미한다. 남해 지역을 제외하면 전체 평균 편차는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

다. RMSE의 경우 전반적으로 약 3.2% 감소했으며, SI 값은 0.26에서 0.25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아래 그림에는 동해, 서해, 남해의 관측지점에서의 해상부이 유의파고와

수치모델 유의파고를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6.1.7. 보정된 GFS 바람 자료를 이용한 파랑 수치모델링 결과: 동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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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7. 보정된 GFS 바람 자료를 이용한 파랑 수치모델링 결과: 서해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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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7. 보정된 GFS 바람 자료를 이용한 파랑 수치모델링 결과: 남해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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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및 2020년도에 사용했던 WRF모델과 ERA5 바람자료에 비해서, GFS의 바람

자료를 사용했을 때 파랑모델 예측정확도의 향상 정도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2021년도의 연구수행을 위해 주어진 연구기간이 8개월 정도로 충분치 않아서, 인공지

능의 딥러닝기법을 충분히 학습시켜 개선시키기에는 제약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 추가적으로, GFS의 바람자료에 대해서, 해상부이나 인공위성의 관측자료 뿐

만 아니라 WRF 및 ERA5모델의 바람자료들과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자료의 품

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GFS 바람자료의 보정을 위해 사용하는 인공지능 딥

러닝 학습방법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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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영상기반 파랑 생성기술 개발

비디오 영상기반 파랑 생성기술 개발을 위해 시공간 예측을 위한 스킵커넥션 이용

네트워크 개발을 xd한 영상 시퀀스의 시계열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아래

모델 구조와 같이 U-Net을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예측 모델은 24시간

분량의 데이터와 두 개의 조건을 입력 받아 예측시간에 해당하는 1시간 분량의 데이

터를 출력한다.

이때 입력시간 조건은 3개의 one-hot vector를 합친 것이고, 예측시간 조건은 하나

의 48차원 one-hot vector로 구성된다. 이러한 조건을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제공하기

위해 time(24), height(61), width(71)의 방향으로 expand하여 입력 데이터와 채널 축

으로 concatenate 연산을 수행하였다. 아래 그림과 같이 U-Net 예측 모델은 24시간

분량의 입력 데이터를 3차원 데이터로 간주하여 압축하는 Encoding Stream, 출력을

위해 데이터의 모양으로 복원하는 Decoding Stream, 그리고 두 Stream 사이의

skip-connection으로 구성된 U-Net 형태를 보인다. Decoding Stream의 Concat은 바

로 이전의 DecBlock과 skip-connection을 통해 전달받은 EncBlock을 channel 축으로

concatenate 수행하는 연산을 나타내고, 두 Block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EncBlock

의 마지막 시간에 해당하는 특징(1x height x width, channel)만 선별한다.

최신 모델과의 비교를 위해 24시간 분량의 입력 데이터를 순차적인 2차원 영상 24

개로 간주하여 각각 압축하는 Encoder, 압축된 특징 맵들을 시간 순서대로 입력받아

시간 관계를 모델링하는 ConvLSTM, 그리고 최종 압축된 특징 맵을 다시 영상으로

복원하는 Decoder로 구성된 모델로 비교 실험도 수행하였다. 그 결과 UNet 기반으로

개발된 현재의 모델이 보다 우수한 파랑 예측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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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UNet 예측모델 구조

모델 훈련에 사용한 ERA5 데이터는 1979-01-01 00:00:00부터 2019-12-31 23:00:00

까지 1시간 간격으로 측정된 3개의 파랑 요소와 2개의 기상요소 정보를 포함하는 표

본 306,816(훈련) + 52,584(시험) 개로 구성되었다. 해상도(width x height)의 경우,

파랑(71 x 61)와 바람(141 x 121)이 서로 다른데, 바람 정보에 nearest downsampling

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파랑 정보와 동일한 해상도를 갖도록 하였다.

그림 6.2.2. 데이터 종류

ERA5 광역 데이터 중 1979-01-01 ~ 2013-12-31까지의 35년 분량의 데이터를

306,816개의 표본을 훈련용, 나머지 2014-01-01 ~ 2019-12-31까지 52,584개의 표본을

평가용으로 사용하였다. 이 때 훈련 기간에 따른 예측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10년,

15년, 25년, 35년으로 나누어 훈련을 진행하였다. 아래 그림은 35년간 파랑자료에 대

한 시공간 파랑특성 학습을 통해 48시간 파랑 시계열 예측 수행한 성능을 나타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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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3. 48시간 파랑 시계열 자료 예측 결과

그림 6.2.4. 48시간 파랑 시계열 자료 예측 결과와 현장 관측자료 간 회귀분석

평가를 위해 24시간 분량의 입력 데이터를 2014-01-01 부터 2019-12-29까지 24시

간 간격으로 생성하였고, 각 입력 데이터마다 예측 조건(1~48)을 달리하면서 총 48개

의 예측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이를 통해 예측 데이터와 대응되는 실제 데이터 사이

의 root mean square error 와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U-Net은 영상 특징을 학습하는 Encoder와 Feature로부터 목표

영상을 생성하는 Decoder 구조를 지닌 딥러닝 모델인데, Encoder와 Decoder 사이에

정보 전달을 위한 Skip Connection을 포함하여 영상 변환, 생성에 높은 성능을 보이

는 베이스라인 모델 개선용으로 멀티모달 예측 모델의 출력 해상도에 맞추어

Decoder와 Skip Connection의 구조를 변경하고, 예측 모델 Loss 정의에 따라 재구현

하였다. 그로 인해, 성능이 향상되어 위와 같은 우수한 딥러닝 기반 파랑예측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그림은 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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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5. 파랑예측을 위해 사용된 UNet 모델 레이어별 상세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비디오 영상은 프레임 개수에 따라서 고해상도 영상

에 필적하는 높은 해상도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비디오 영상기반 파랑 생성을 위해

인접한 프레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GAN을 이용한 고품질 비디오 영상 생성을

목표하였다. 실험 데이터셋으로는 강릉 안목 해변에서 획득한 연안 비디오 사용하였

으며, 훈련 및 검증용으로 각각 24시간 분량의 비디오를 사용하였고, 각각의 비디오

로부터 43,000개의 프레임을 추출하였다. 1920x1080 해상도의 영상을 256x256의 정사

각형 크기로 변환하였다. 각 영상을 2차원 공간에 매핑 했을 때 시간(색상)의 변화에

따라 위치가 뚜렷이 구분되도록 하는 요소가 있어서 딥러닝 모델을 통해 그 관계를

모델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6.2.6. 데이터 예

실험을 위한 모델 구조로는 Conditional pix2pix 아키텍처를 활용하였다. 아래 모델

구조 그림과 같이 입력 영상(x)과 예측하려는 시간인 조건(z)을 입력받아 대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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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영상(y’) 생성하고, 영상을 압축하는 인코더, 압축된 벡터를 복원하는 디코더, 그

사이에 연결된 skip-connection은 기존의 pix2pix와 동일하며, 조건을 입력받는 부분

을 추가함으로써 Conditional pix2pix를 구성하였다. 각 컨볼루션 요소를 3d로 대체함

으로써 입력 영상과 출력 영상이 여러 프레임으로 구성된 비디오인 경우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림 6.2.7. Conditional pix2pix 구조

Scene-separation 모듈은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비디오 영상을 생성할 때

영상의 전반적인 구조를 생성하는 Foreground Stream, 프레임 사이의 공통된 부분을

생성하는 Background Stream, 그리고 두 Stream 사이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Mask로

구성된 디코딩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Foreground만으로도 전체적인 영상을 생

성할 수 있으나, [0, 1]의 범위를 지닌 Mask의 각 값이 0으로부터 멀어지는데 따른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네트워크가 Background Stream을 적극 활용하여 일관된 영

상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모델을 통해 단일 프레임 영상을 생성하여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

다. 우선 Scene-separation 모듈이 없는 Conditional pix2pix 모델만의 생성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단일 영상을 입력받아 1시간 후의 단일 영상을 생성하도록 훈련 후

평가하였고, 훈련된 Conditional pix2pix 모델은 훈련 데이터에 대해 전반적인 외관이

일치하는 영상을 예측하여 생성할 수 있으며,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검증 데이터를

입력받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영상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다중 프레임 영상 생성을 위해 Conditional pix2pix 모델의 디코더를

Scene-separation 모듈로 대체한 후 연속된 4 프레임으로 구성된 비디오 영상

을 생성하도록 훈련시킨 후 평가하였다. Mask의 밝은 영역은 모델이 영상을 생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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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있어 Foreground를 사용하고, 어두운 영역은 Background를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GAN은 프레임간 고정된 영역인 모래사장, 외해 영역을

Background에 한 번만 생성하고, Foreground를 통해 프레임 사이에서 움직이는 영역

인 파랑 생성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생성해야 하는 영상의 화소 개수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고,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비디오 영상을 생성할 수 있었다.

그림 6.2.8. 비디오 생성 딥러닝 기술을 통한 파랑 예측 예

2. 딥러닝 기반 생성모델 베이스라인 구축 (위탁연구/경북대학교)

용량 비디오 혹은 시계열 영상 데이터의 특징을 학습하고, 분포로부터 생성할 수

있는 생성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환경 구축 연구를 수행하였다. 리눅스 및 윈도

우즈 등 멀티 플랫폼에서 딥러닝 모델 개발이 가능하도록 Docker를 활용한

Container 기반 개발 환경을 개발하였다. 대용량 영상 분석을 위한 영상 전처리, 비디

오 프레임 샘플링, 모델 추론 결과 시각화 등 관련 영상 처리 기술과 딥러닝 모델을

Python 언어를 이용해 프레임워크 형태로 구현한 후 Container에 이식하였다.

비디오 영상 생성 및 시계열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 현재 최고 성능 딥러닝 모델

(SOTA 모델)들은 베이스라인 모델로 수집 데이터 및 공개 데이터에 대해 학습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 모듈을 구현하고 Container 형태로 배포한다. 공개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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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비디오 영상을 대상으로 수집하며, 해양 분야 연구 관련성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Docker 기반 컨테이너 제공을 통해 멀티 플랫폼에서 개발 기술 및 활용

가능한 컨테이너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대용량 비디오 혹은 시계열 영상을 다루기 위

한 H/W 사양 (그래픽카드 메모리, 메인 메모리)에 대한 검증 실험 또한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생성 모델을 이용한 영상 생성 베이스라인 연구를 위해 적대적 훈련을 기

반으로 하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GAN)의 발전으로 영상 생성에서 가

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GAN 기반 모델이 많이 제안되었으나, 생성 영상의 목표

해상도가 높을수록 훈련 불안정 등에 따른 고품질 영상의 생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그런 점에서 영상 생성 모델 구현의 가장 큰 도전 과제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

생성 문제를 풀고자 제안된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을 구현 평가한 이후 이를 비디오

생성과 예측 문제 해결에 응용하였다.

사용한 이터셋은 영상 해상도에 따른 생성 품질을 살펴보기 위해, 저해상도와 일반

해상도를 갖는 영상 데이터셋 2개를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1) CIFAR10

- 32 x 32 해상도 영상으로써 6만개의 자연 영상 데이터셋

- 영상 생성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셋이며, 영상 생성 시 생성 품질을

다양성과 구조적 유사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기에 적합함

(2) CelebA

- 128 x 128 해상도 (CIFAR10의 16배 크기) 영상으로써 20만개의 인물 사진

데이터 셋

- 영상 생성 시 생성 영상의 다양성 뿐 아니라 얼굴 특징을 기준으로 생성

데이터의 분포 및 Latent feature manifold 분석에 활용하기 용이함

구현 모델은 CIFAR10, CelebA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영상 생성을 위한 다음 최신

모델인 Bidirectional GAN (BiGAN)과 Bidirectional GAN (BiGAN), Self-supervised

GAN (SSGAN) 및 Spectral normalization GAN (SNGAN)을 구축하였다. BiGAN은

latent sample로부터 영상으로 맵핑하는 Generator 뿐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Latent

representation으로 맵핑하는 Inverse mapping을 같이 수행하는 구조를 가지며, AE와

같은 비지도 학습처럼 풍부한 데이터셋의 representation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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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9. BiGAN 모델 구조

Self-supervised GAN (SSGAN)은 Self-supervised Learning을 통하여 GAN에서의

Representation Learning 성능을 높이고, GAN의 Discriminator에서 발생하는

Catastrophi Learning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이다. 기존 GAN 모델에서

별도의 Discriminator를 추가하여, 영상에 가한 임의의 변조 (회전, 위치 변환 등)을

판별하도록 함으로써 변조에 Robust한 영상 특징을 학습하여 생성 영상의 품질 향상

을 도모하고 있다.

¡

그림 6.2.10. SSGAN 모델 구조

Spectral normalization GAN (SNGAN)은 GAN 학습 과정에서 Discriminator의 학

습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Weight Normalization 기법 중 하나인 Spectral

Normalization을 적용한 생성 모델이다. Discriminator 학습 중 Weight를 정규화하여,

입력 변이에 Robust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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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1. SNGAN 모델 구조

실험 결과를 정량적 평가하기 위한 방법 중에 영상 생성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Inception Score(IS)와 Frechet Inception Distance (FID)를 이용하였다. IS는

Inception 모델을 이용하여 생성 영상을 식별하였을 때, 전체 생성 데이터에 대해 식

별한 레이블의 변이(variation)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생성 영상 클래스의 다양성을 보

여준다. FID는 생성된 영상 집합에서 식별되는 클래스의 분포와 실제 생성하고자 하

는 데이터 분포에서의 클래스 분포를 비교하여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거리가 짧

을수록 유사한 클래스 분포를 가져서, 실제 데이터에 가까운 다양한 영상을 생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실제 학습 데이터의 Representation을 잘 학습하였는지를 판

단하기 위해 Reconstruction 평가를 수행한다. 이는 모델 구조에서 학습 데이터의

latent feature를 학습하는 Encoder를 포함하는 BiGAN 구조에 대해 적용한다.

CIFAR 10 실험 결과는 IS, FID 측면에서 SSGAN의 성능이 가장 높고, 실제 데이

터 분포와는 아직까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Discriminator의 학습 안

정성 및 성능에 따라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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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1. SSGAN 모델 분석 결과

Celeb A 실험 결과는 영상 해상도가 상향된 Celeb A 데이터에서는 BiGAN의 성능

이 SNGAN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SSGAN의 경우, SNGAN에 비해 성능이

좋지 않았다. 이것은 인물사진처럼 지역적 특성이 중요한 데이터 셋에 대한

Self-supervised Learning의 한계로 판단된다. BiGAN에서 Encoder를 이용한 Latent

Feature Mapping이 인물 사진에 대한 Feature를 좀 더 풍부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결과가 성능 향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생성모델 분석을 통해 영상 생성 모델 개선을 위해 GAN에서 영상 생성

뿐 아니라 Representation Learning의 성능을 높여서 시공간 예측, 영상 데이터 증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Discriminator와 Encoder 간 Mutual Information을 높이는 방

향으로 학습하는 FAGAN을 제안하였고,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실험한 결과 BiGAN

대비 Celeb A와 CIFAR10 데이터 셋에서 IS, FID 측면에 모두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

으며, 실제 생성 영상에서도 다양한 클래스의 영상을 생성하면서도 영상 내 객체의

특징을 명확히 복원되어 실제 영상 인식에서도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6.2.12. FAGAN 영상 생성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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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생성 모델에서 학습 데이터 셋에 대한 풍부한 Representation을 학습함으

로써 생성 성능 뿐 아니라 영상 Context에 대해 연관성이 높은 Feature를 이용한 다

양한 구현도 가능하다. Representation Learning은 복잡한 고차원 데이터를 단순한

Feature Space로 맵핑하면서, 데이터마다의 고유 특성과 분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

로 하며, 특히 영상에서 영상 내 Context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안

되었다. 그 중 Predictive 형태 혹은 Contrastive 형태의 Self-supervised Learning 기

법들이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다. Predictive 기법은 영상 Patch의 위치를 맞추거나

영상에 가해진 임의의 변조를 맞추는 Classification Network를 통해 Representation

을 학습하는 방법이며, Contrastive 기법은 임의의 변조를 가한 영상 쌍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Representation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BiGAN과 같이 Encoder를 도입하여

Latent Feature를 학습하고, 이에 대한 분포를 학습하는 Generative 기법들도

Representation Learning에 사용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생성 성능을 높이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상 생성 모델의 성능을 높이면서 대상 데이

터에 대한 유용한 Representation을 학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6.2.13. Predictive Representation Learning 구조 예

제안 모델은 생성 영상에 대한 Encoder의 Feature 분포와 Latent Feature 분포 간

Mutual Information을 최대화하기 위한 Latent Reconstruction Loss와 Hinge Loss를

사용하고, Discriminator에서 학습되는 Feature에 대해 실제 영상과 생성 영상이 유사

하게끔 하는 Feature Reconstruction Loss를 포함한다. 제안 기법과 Loss 정의는 기

존 SNGAN, BiGAN(ALI) 등과 비교해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다. Latent Feature를 이

용한 Classification에서도 BiGAN에 비해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어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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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on Learning에 유용한 기법임을 확인하였다. 영상 생성 실험에서도 제안

한 기법(FAEGAN, FAEALI)이 기존 VAEGAN, BigBiGAN(ALI) 등과 비교해 대상

데이터 분포 내 포함되는 Class 들의 영상 특징을 좀 더 잘 생성시킨다는 것을 확인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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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척항 인근 파랑 및 월파 관측자료 수집(계속)

2021년에도 삼척항 인근 기상청 국내부이 (울진), 파고부이 (삼척, 울진) 자료를 수

집하여 파랑 예측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입사조건으로 사용되는 파랑 모델의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삼척항 인근의 파랑 정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는 월파모델의

조파위치에서의 입사파 정보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고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2. 월파 예측시스템 구축

가. 다방향 격자 체계 구축

CFD 모델의 효율적인 파향 고려를 위해 삼척항의 대표 5개 파향 (NNE, NE, ENE,

E. ESE)에 대해 각각의 파향별 격자망을 구축하여 입사파 조건에 따라 격자를 선택

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즉, 그림 6.3.1과 같이 삼척항 인근에서의 다방

향 영역을 결정하였고, 그림 6.3.2와 같이 파향별 격자를 구성하였다.

그림 6.3.1. 삼척항 월파모델 다방향 격자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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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 입사 파향별 모델 영역

그림 6.3.3 에는 입사 파향 E와 ENE 에 사용될 격자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는데, 최

소 격자는 약 1.0m를 가지는 3차원 약 1천 300만개의 계산 셀을 가진다. 또한, 6.2.4

에서는 ENE 파향에 사용되는 격자의 수직 구조를 보여준다. 수직 구조는 모든 파향

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최소 0,1m, 130층의 가변격자이다.

그림 6.3.3. 입사파향 ENE에 사용되는 격자망의 수직 격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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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4 에는 모델 결과 예시를 제시하였다. 이는 규칙파 조건으로 실험한 경우

로, 계산시간은 200초에 3개의 node(1node = 24 cpu)여서 약 3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24개 노드를 사용하여 72시간 예측이 가능하도록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그림 6.3.4. 입사파향 ENE에 대한 모델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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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해양-파랑 결합 수치모델 (COAWST)

3차 연도에는 대기-해양-파랑 결합예측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ROMS의 표층수온

예측 결과를 해무가 자주 발생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상청 해양기상부이 관측자료

와 검증하여 모델 성능을 평가하였다. 표층수온의 검증은 서해, 남해, 동해의 17개소

에 대해 모두 실시하였다 (표 6.3.1). RMSE를 계산한 결과 마라도에서 0.5°C로 가장

작은 값을 보였으며, 덕적도에서 2.35°C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6.3.1). 전체적으로

서해안에 위치한 덕적도와 남서해안의 연안에 근접한 관측지점인 칠발도, 신안에서

약 2°C 정도의 높은 RMSE를 보였으며, 서해안에 위치한 정점이긴 하지만 인천, 외

연도, 부안과 같이 연안에서 50km 이상 떨어져 있는 정점에서는 약 1°C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서해안과 달리 남해안, 동해, 제주 인근 해역에 위치한 정점에서는 1°C 이

하의 낮은 RMSE를 보였으며, 검증에 활용된 모든 관측소에서 0.96 이상의 높은 상

관도를 보였다. 본 사업에서 해무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자하는 인천에서는 표층수온

의 예측정확도가 유의할만한 수준으로 보였으며,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해양기상부이

가 존재하지 않아서 인근에 위치한 거제도 해양기상부이의 결과를 참조한 결과,

RMSE가 0.69°C로 작게 나타나서 부산의 해무예측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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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명 RMSE R 정점명 RMSE R

덕적도 2.35 0.99 거제도 0.69 0.99

인천 1.05 0.99 울산 0.66 0.99

외연도 0.83 0.99 포항 1.08 0.97

부안 0.67 0.99 울진 0.97 0.98

칠발도 1.97 0.96 동해 0.78 0.99

신안 1.91 0.98 울릉도 1.03 0.97

추자도 0.64 0.99 마라도 0.50 0.99

거문도 0.72 0.98 서귀포 0.73 0.98

통영 0.69 0.99

표 6.4.1. ROMS 표층수온 예측자료와 관측(기상청 해양기상부이) 통계분석 결과 (RMSE
: Root-mean-square-error, R : Correlation coefficient)

표층수온의 시계열 비교결과에서도 COAWST 모델의 해양수치모델인 ROMS의 표

층수온 예측결과가 일변동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잘 모의 중

이다. 서해안에서는 검증에 활용한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9°C부터 29°C까지 완만

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RMSE가 가장 큰 덕적도의 경우에는 상관도가 0.96으

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시계열 비교 결과에서 보듯이 증가하는 경향을 비슷하

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1∼3°C의 오차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4.1). 남해에서는 9°C부터 29°C, 동해에서는 9°C부터 30°C, 제주연안에서

는 9°C부터 29°C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6.4.1∼그림 6.4.2). 특

이할만한 사항으로 포항의 해양기상부이의 관측결과에서는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

지 냉수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으나, 수치모델의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6.4.3).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냉수대와 같이 단기적인 변동에 대한 수치모델에서는

재현하지 못했으나 전체적인 수온변화의 경향과 일변동 등의 수온변화의 특성은 잘

재현하고 있어서 이는 해무예측 수치모델인 PAFOG의 입력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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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1. COAWST 표층수온 예측결과와 기상청 해양기상부이 검증 결과

(서해 : 인천, 외연도, 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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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2. COAWST 표층수온 예측결과와 기상청 해양기상부이 검증 결과

(남해 : 추자도, 통영, 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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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3. COAWST 표층수온 예측결과와 기상청 해양기상부이 검증 결과

(동해 : 동해, 포항, 울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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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4. COAWST 표층수온 예측결과와 기상청 해양기상부이 검증 결과

(제주 : 마라도, 서귀포)

2. 해무예측모델 (PAFOG)

가. 4DVAR 자료동화 기법 테스트 및 해무예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최적 자료동화

기법 수립

G1SST, HYCOM, GFS자료 등을 기 구축된 전처리 모듈을 이용하여 해양-대기-파

랑 결합예측시스템의 초기/경계자료로 사용하여 동아시아 영역 70여 개 지점의 고층

기상관측자료, 항공기상관측자료 130여 개 지점, 선박 관측 30여 개 지점, 고층관측

1200여 개 지점, QSCAT 위성 해상풍 1700여 개 지점 자료를 1일 4회 수집하는 자동

화된 관측자료 처리모듈을 이용하여 수집 및 전처리하여 자료동화 기법 테스트에 사

용하였다 (그림 6.4.5). 또한 기존의 3DVAR 자료동화 기법에서 4DVAR 자료동화 기

법을 적용하기 위해 각 자료동화 방법별 예측정확도를 평가하였다. 2020년 10월∼

2021년 6월까지의 예측자료를 예측시간별로 rmse의 변화를 3DVAR, 4DVAR에 대하

여 각각 비교하였다. 4DVAR 자료동화에서 예측초기의 RMSE값이 3DVAR보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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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4.6).

그림 6.4.5. 자료동화가 적용된 해무예측시스템 개발 개요

그림 6.4.6. 3DVAR와 4DVAR 자료동화 방법의 U-wind 성분의 예측시간별 평균 R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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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7. 3DVAR와 4DVAR 자료동화 방법의 V-wind 성분의 예측시간별 평균 RMSE

나. 해무 예측시스템 검증을 위한 관측자료 수집

해무 예측시스템의 예측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천항과 부산항 주변의 국립해양

조사원 해무관측소, 기상청 종관관측소 및 종합해양과학기지 관측자료를 수집하였다.

해무 발생과 소산 메커니즘 분석에서 기온과 수온은 다양한 해무 사례에서 매우 중

요하다. 그런데 해무관측소의 자료만 사용할 경우, 관측정점의 기온과 수온의 오차

때문에 해무의 사례가 오분석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변관측정점의 관측자료와

의 비교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무예측시스템 검증을 위해 해무관측소 주변의

다양한 관측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림 6.4.8). 또한 소청초 종합해양과학기지를 포함

한 해양과학기지에서 관측된 시정 및 관측자료를 수집하여 차후 해무 예측 및 분석,

검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해무관측소와 가까운 지점이라도

관측 정점별 수온과 기온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주변관측 정점을 활

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해무예측 검증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6.4.9∼그림 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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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8. 인천항과 부산항 주변의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관측소 현황

그림 6.4.9. 소청초 종합해양과학기지의 2019년 해무, 기온, 수온 관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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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10. 해무 발생(회색 음영) 전 후의 인천항 해무관측소 지점과 주변 관측소의

기온, 수온, 풍속, 습도 비교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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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11. 해무 발생(회색 음영) 전 후의 부산항 해무관측소 지점과 주변 관측소의 기온,

수온, 풍속, 습도 비교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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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무 예측시스템 시범 운영 및 검증

해무의 실시간 예측성능 평가를 위해 해양-대기-파랑 결합예측시스템과 1D 안개모

델인 PAFOG를 결합하여 해무가 주로 발생하는 5∼7월간 해무 예측시스템을 실시간

시범 운영하였다. 연구 목표 지점인 인천항과 부산항에 대하여 해양-대기-파랑 결합

예측시스템에서 생산된 3차원 순환에서 이류항을 계산하여 PAFOG의 입력자료로 활

용하였다. 예측시스템 검증에는 국립해양조사원 해무관측소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결합예측시스템과 PAFOG예측 결과와의 시간해상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1분 간격

의 관측자료 중 최소값을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매일 24시간의 예측을 수행하였으며,

이 기간의 총 예측시간은 2,208시간 (24시간 × 92일)이며, 이 가운데 해무 발생한 시

간은 인천항에서는 61시간, 부산항에서 75시간 동안이었다.

해양-대기-파랑 결합예측시스템에서 예측된 3차원 모델결과를 이류안개와 같은 이

벤트예측을 평가하는 방법인 POD(Probability of Detection), FAR(False Alarm

Ratio), CSI(Critical Success Index)를 이용하여 예측성능을 평가하였다.

Event Forecasted

(인천항)

Event Observed

Yes No Total

Yes 46 90 136

No 15 2057 2072

Total 61 2147 2208

표 6.4.2. 해양-대기-파랑 결합예측시스템을 활용한 해무 예측시스템의 인천항 해무
예측결과(2021년 5∼7월)

Event Forecasted

(부산항)

Event Observed

Yes No Total

Yes 56 788 844

No 19 1345 1364

Total 75 2133 2208

표 6.4.3. 해양-대기-파랑 결합예측시스템을 활용한 해무 예측시스템의 부산항 해무
예측결과(2021년 5∼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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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2과 6.4.3에 2021년 5월∼7월 사이에 인천항과 부산항에서 각각 발생한 해무

사례에 대한 예측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토대로 산출된 탐지확률 (POD)는 다음과 같

다.

POD인천항 = 46/(46+15)×100%=75.4%

A=46, B=90, C=15, D=2057
(6.4.1.)

POD부산항 = 56/(56+19)×100%=74.7%

A=56, B=788, C=19, D=1345
(6.4.2.)

POD는 인천항에서 75.4%, 부산항에서 74.7%로 상당히 높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POFD는 인천항에서 66.2%, 부산항에서는 96.4%으로 부산항에서 특히 높은 값을 보

였다. 따라서 POD와 POFD을 모두 고려한 CSI는 인천항에서 30.5%, 부산항에서

6.5%으로 나타났다. 부산항의 낮은 CSI는 높은 POFD값, 즉 해무가 관측되지 않았는

데 해무예측시스템에서는 해무로 예측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낮은 값을 보였다. 이

는 상대적으로 내항 쪽에 위치한 인천항 해무관측소에 비해 부산항 해무관측소의 위

치가 바다와 매우 인접해 있어 수증기 플럭스가 실제보다 많이 이류되는 것으로 계

산되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인천항에서의 CSI는 전년도 비 8%이상 향상되었으나

부산항에서는 매우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부산항에서의 POFD를 줄이기 위한 모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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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  1차년도 (2019년)   

구분 가중치
(%)* 설정목표(건)* 달성(건) 세부 

가중치(%) 달성도(%)

과학적
성과

논문 60

mrnIF 61~이상
mrnIF 41~60 2

75 100
mrnIF 40점 이하 2 -

KCI/SCOPUS 2 2 25 100
소계 4 4 100 100

저서 0
국내 저서 1 100

소계 1 100

기술적 
성과

특허 30

국제특허 출원
국제특허 등록
국내특허 출원 2 3 100 100
국내특허 등록
소프트웨어 개발 1 100

사회적,
인프라 
성과

세미나
개최

5 외부협력 세미나 개최 2 2 100 100

학술활동 5 학술발표 2 9 100 100
계 - 100 - 10 20 - 200%

※ 정량목표 설정 근거(또는 당위성)
-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게재 및 국내외 학술발표를 통한 연구목표의 달성도 근거 제시
- 국내특허 출원을 통한 연구성과의 실용화 근거 마련

□  2차년도 (2020년)

구분 가중치
(%)* 설정목표(건)* 달성(건) 세부 

가중치(%) 달성도(%)

과학적
성과

논문 60

mrnIF 61~80 1 3 40
175mrnIF 41~60 1

mrnIF 40점 이하 3 3 40
KCI/SCOPUS 6 1 20 17

소계 10 8 100 80

저서 0
국내 저서

소계

기술적 
성과

특허 30

국제특허 출원
국제특허 등록
국내특허 출원 4 4 50 100
국내특허 등록 2 1 50 50

소계 6 5 100 83
사회적,
인프라 
성과

세미나
개최

5 외부협력 세미나 개최 4 5 100 125

학술활동 5 학술발표 8 10 100 125
계 - 100 - 28 28 100 100

※ 정량목표 설정 근거(또는 당위성)
-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게재 및 국내외 학술발표를 통한 연구목표의 달성도 근거 제시
- 국내특허 출원을 통한 연구성과의 실용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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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년도 (2021년 08월말 현재) 

구분 가중치
(%)* 설정목표(건)* 달성(건) 세부 

가중치(%) 달성도(%)

과학적
성과

논문 35

mrnIF 61~이상 1 1 40

mrnIF 41~60 1 1 30

mrnIF 40점 이하 1 15

학술발표 3 1 5

KCI/SCOPUS 2 10

소계 8 3 100

저서 0 국내 저서

기술적 
성과 특허 20

국제특허 출원

국제특허 등록

국내특허 출원 2 2 50

국내특허 등록 1 50

경제적 
성과 기술료 35 기술이전 성과 1 100

사회적,
인프라..

홍보활동 5 대중강연/인터뷰 1 50

대외활동 5 세미나 개최 4 50

계 - 100 - 18 -

※ 정량목표 설정 근거(또는 당위성)
-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게재 및 국내외 학술발표를 통한 연구목표의 달성도 근거 제시
- 국내특허 출원 및 등록을 통한 연구성과의 실용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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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년도 (2019년)   

항목 가중치* 설정목표 성과목표 부합여부

파랑 예측정확도 향상 70% 예측정확도 향상률 ＞2% 예측정확도 향상률 ＞2% 동등

월파 예측정확도 향상 6% 예측정확도 향상률 ＞2% 예측정확도 향상률 ＞2% 동등

해무 예측시스템 구축 24% 해무예측시스템 수립 해무예측시스템 실행
프로그램 등록 1건 동등

계 100% 동등

※ 정성목표 설정 근거(또는 당위성)
- 예측시스템의 정확도 향상을 제시 할 수 있는 지표로써 예측정확도 향상률(%) = (A-B)/A×100 을 제시함
(단, A : 전년도 예측오차 (RMSE), B : 당해년도 예측오차 (RMSE) 또는 기준년도 예측오차 (RMSE))

- 해무 예측시스템 수립을 위해 예측시스템 실행 소프트웨어 등록으로 설정 

세부

연구목표
정성적 연구성과 달성실적

달성도

(%)

파랑예측도

향상

○연안 파랑 3차원 

분석기술 개발

○ 스테레오 영상으로부터 해수면 파랑 3차원 

관측 및 분석체계 수립

○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을 이용한 연안 파랑 3
차원 분석기술의 테스트 및 검증

- 전남대 실내실험수조 2차원 조파수로에서 

연안 파랑 3차원 관측 및 분석결과 검증

- 울진 동해연구소에 설치, 자료 수집 및 분

석, 관측자료와 비교를 통한 검증

○ 이동식(드론) 스테레오 영상시스템의 제작 및 

테스트

100%○비디오 AI기술을 

위한 딥러닝 학습

용 대용량 학습/

검증데이터 구축 

○ 강릉 안목 해안 및 파랑 수리모형실험 CCTV
영상 확보를 통한 딥러닝 모델 학습/검증 

데이터 구축 

○ 안목 해안 과거 모니터링 자료와 기상 및 파

랑 수치모델 재분석자료 확보·분석

○베이스라인 딥러

닝 모델 환경 구

축

○ 대용량 비디오 이해를 위한 딥러닝 개발 환

경 구축 

○ 비디오 이해 및 생성 연구를 위한 딥러닝 베

이스라인 모델 구축 및 성능평가

○ 파랑 비디오 영상 이해 베이스라인 모델 수

립 및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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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정성적 연구성과 달성실적

달성도

(%)

월파예측도

향상

○대상항 선정, 월

파 예측 시스템 

설계 

○ 대상항 선정 

- 파랑에 의한 월파가 잦은 동해 항만 중 삼

척항 선정 

- 대상항 주변 환경 파악 및 자료 수집  

○ 월파 예측 시스템 설계 

- 파랑 예측 시스템과 연계된 월파 예측 시

스템 구상 

- olaflow 실해역 테스트 수행 100%

○월파예측모델 수

립을 위한 자료 

수집 

○ 수심 및 설계자료 수집 

- 삼척항 인근 수심자료 및 항만구조물 설계 

자료 수집 및 분석 

○ 관측자료 및 예측자료 수집 

- 2019년 상반기 삼척항 인근 관측자료, 예측

자료 수집 및 분석

해무예측도

향상

○해양-대기 접합 

해무예측모델 설

계

○ COAWST 모델링 시스템 수립

- 해양기상(WRF), 해양순환(ROMS), 파랑

(WW3) 결합모델 수립

- 경계입력자료를 위한 재분석장 

(ECMWF-ERA interim, ERA50, NCEP

FNL) 및 대기모델 예측결과 수집 및 분석

- 안개 예측을 위한 물리모수화 과정 설계 

및 수립

100%

○입력자료 전처리 

과정 수립

○ 초기/경계자료 (NCEP GFS / FNL) 수집 및 

전처리 과정 수립

○ 지상, 고층, 해양, 위성 관측자료 수집 및 자

료동화 입력체계 구축

   - GTS, KMA AWS, UpperAir, ASCAT 위성

자료 수집 및 전처리과정 수립

- 국립해양조사원 해무관측소 자료 수집 및 

검증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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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2020년) 

항목 가중치* 설정목표 성과목표 부합여부

파랑 예측정확도 향상 70% 예측정확도 향상률 ＞2% 예측정확도 향상률 ＞2% 동등

월파 예측정확도 향상 6% 예측정확도 향상률 ＞2% 예측정확도 향상률 ＞2% 동등

해무 예측정확도 향상 24% 예측정확도 향상률 ＞2% 예측정확도 향상률 ＞2% 동등

계 100% 동등

※ 정성목표 설정 근거(또는 당위성)
- 예측시스템의 정확도 향상을 제시 할 수 있는 지표로써 예측정확도 향상률(%) = (A-B)/A×100 을 제시함
(단, A : 전년도 예측오차 (RMSE), B : 당해년도 예측오차 (RMSE) 또는 기준년도 예측오차 (RMSE))

세부

연구목표
정성적 성과 달성 내용

달성도

(%)

파랑예측도

향상

○비디오 이해 딥러닝 기술 적용을 통한 연안 파랑 인식-검출-추적 

기법 개발

- 비디오 이해 딥러닝 모델 개발을 통한 파랑 인식-검출-추적 기

법 개발

- 비디오 이해를 위한 딥러닝 개발환경 구축 및 모델 최적화 연

구

100%

월파예측도

향상

○파랑 관측 및 

자료 수집  

○ 파랑 및 월파 관측 자료 수집 

- 삼척항 인근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관측 자

료 수집 

- 삼척항 방파제 CCTV 자료 수집 

- 삼척항 인근 파랑 관측 (AWAC)
100%

○월파예측모델 

수립

○ 파랑 예측 시스템 (KOOS 등)과 연계된 삼척항 

월파 예측 시스템 실해역 테스트   

- CFD 모델을 이용한 삼척항 인근 3차원 월파 

예측 모델 수립   

- 조파 정보는 KOOS 의 파랑예측 정보 사용

- 수집된 CCTV 자료와 월파 형태 비교 

해무예측도

향상

○ 해양-대기 결합모델과 1차원 안개모델 (PAFOG)의 결합체계 구축

- 결합 예측모델 결과 중 기상예측결과에서 이류항을 계산하여 1
차원 안개모델에 적용하는 체계 수립

- 1차원 안개 모델을 주요 항만인 부산항과 인천항에 적용하여 

각 항만의 주요 지점에 대한 모델 수립

○ 초기/경계자료 수집 및 전처리 과정의 자동화 모듈 개발하여 시

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

○ 다종 관측자료 수집 (6,500∼7,000여개 지점) 및 자료동화 입력체

계 자동화 모듈 개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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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관측 500여개, 항공기상관측 100여개, 선박관측 30여개, 연

직 고층관측 90여개, 상층 위성바람 2,000여개, Qscat 위성 해상

풍 4,000여개, Wind profiler 2∼3개, GPSRO 1,000 여개 지점 관

측자료 수집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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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년도 (2021년 8월말 현재) 

항목 가중치* 설정목표 성과목표 부합여부

파랑 예측정확도 향상 70% 예측정확도 향상률 ＞2% 예측정확도 향상률 ＞2% 동등

월파 예측정확도 향상 6% 예측정확도 향상률 ＞2% 예측정확도 향상률 ＞2% 동등

해무 예측정확도 향상 24% 예측정확도 향상률 ＞2% 예측정확도 향상률 ＞2% 동등

계 100% 동등

※ 정성목표 설정 근거(또는 당위성)
- 예측시스템의 정확도 향상을 제시 할 수 있는 지표로써 예측정확도 향상률(%) = (A-B)/A×100 을 제시함
(단, A : 전년도 예측오차 (RMSE), B : 당해년도 예측오차 (RMSE) 또는 기준년도 예측오차 (RMSE))

세부

연구목표
정성적 성과 달성 내용

달성도

(%)

파랑예측도

향상

○비디오 영상기반 파랑 생성기술 개발

- 영상 시퀀스의 시계열 데이터 프레임워크 구축 

- 딥러닝 기반 생성모델 베이스라인 구축

- 비디오 생성 딥러닝 기술 적용을 통한 파랑 생성 모델 개발

70%

월파예측도

향상

○파랑 및 월파 

관측 자료 수

집  

○ 파랑 및 월파 관측 자료 수집 

- 삼척항 인근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관측 자

료 수집 

- 삼척항 방파제 CCTV 자료 수집 

- 삼척항 인근 파랑 관측 (AWAC) 100%

○월파예측 시스

템 검증 및 고

도화 

○ 파랑 예측 시스템 (KOOS 등)과 연계된 삼척항 

월파 예측 시스템 구축  

- CFD 모델을 이용한 삼척항 인근 다방향 3차

원 월파 예측 시스템 구축  

해무예측도

향상

◦ 해무예측 시스템 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최적 자료동화 기법 수립

- 4DVAR 자료동화 기법 테스트 및 자료동화 전/후 예측성능 비

교

◦ 해무 예측시스템 검증 (5∼8월)
- 국립해양조사원 해무관측소, 기상청 종관관측소 및 종합해양과

학기지 관측자료 수집 

- 해무가 주로 발생하는 5∼8월 관측자료를 통한 해무 예측시스

템 검증

- 양분 예보법 기반 예측정확도 평가 결과 제시: POD(Probability

Of Detection), POFD(Probability Of False Detection), CSI
(Critical Success Index) 등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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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성취 내용 다른 기여 분야

파랑예측

○ 인공위성 바람 관측자료를 활용하

여, AI기반 대기모델 바람자료의 

보정고도화 기법을 개발하여 파랑

모델의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 

○ 실시간 파랑예측시스템에 적용을 통해서 대

국민 파랑 예보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

○ 연안침식 저감기술 등 연안보호 대책, 연안 

항만 개발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파 산

출에 활용이 가능함

○ 악천후 기상으로 인해 오염된 해안 

CCTV 비디오 영상의 보정을 위한 

Raindrop-aware GAN 모델 개발

○ 학습 데이터의 품질 강화 및 딥러

닝 모델 최적화로 안목 해안 

CCTV 비디오 영상을 이용한 연안 

파랑 인식-검출-추적 기술 개발

○ 기존의 경험식 및 물리이론식 기반의 파랑 

예측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예측정도의 한

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영상 AI기

반 파랑기인 연안재해 모델링 플랫폼 및 

예측기술 개발의 기반 수립의 의미가 있음

○ 비정형 특성의 연안재해 평가 및 모델링 신

기술 개발로 해양재난·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AI 융합연구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

제 수준 원천기술 확보와 해양분야 제4차

산업 발굴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월파예측

○ CFD 모델을 이용한 월파 예측시스

템 구축 

○ “방파제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관리운영”에 

월파 예측 자료로 활용 

○ 삼척항 인근 파랑 관측 ○ 연안 파랑 예측 모델의 검증 자료로 활용 

해무예측

○ 해양기상 예측모델 4DVAR 자료동

화 기법 테스트 및 자료동화 전/

후 예측성능 비교

○ 해양예보시스템 해양기상 예측의 4DVAR

자료동화 기법 적용 

○ 해양-대기-파랑 결합 모델링 시스

템 운영

○ 각 요소모델 별 예측성능 대비 결합모델링 

예측성능 평가를 위한 모델링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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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AI기반 파랑예측 플랫폼 기술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영상 AI기반 파랑기인 연안재해 모델링 플랫폼 및 예측

기술은 정확도 높은 실시간 사전 예측으로 파랑 기인 연안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

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정형 특성을 갖는

연안재해 문제에 대해서 AI기술의 융합연구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제 수준 원천기술

확보하는데 큰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본 연구사업의 성과물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연안 현상의 관측 및 예측

자료는 토사이동에 의한 항만매몰, 연안침식, 해안선변형 방지 등 국가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며, 항만 및 연안 개발 및 계획과 효과적인 공사

계획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월파 예측기술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는 속초항, 주문진항, 삼척항에서 “방파제 재해예방 경보 시

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는 태풍 및 너울성 파도 등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파

랑 시 월파에 대하여 방파제에서의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해당 시스템은 월

파를 예측하여 방파제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연안 파랑

예측을 통한 월파 가능성을 추정하는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새롭게 구축한

월파 예측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의 방식과 병행하여 운영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월

파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2018년 기준 전국적으로 110 여개의 국가 어항이 운영되고 있

다. 국가어항의 주요 기능은 방파제와 소형선 부두(물양장) 등을 갖추어 수산물이나

각종 조업도구들을 어선에 옮겨 실을 수 있고, 조업이 없을 때 어선을 안전하게 접안

시키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낚시, 레저보트, 어촌체험 등 다양한 해양관광을 위해 일

반인들도 즐겨 찾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관리 운

영을 맡고 있는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각 항별 방파제 안전을 위한 월파 시

스템 구축을 추진할 때도 본 연구 결과는 유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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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1. 전국 국가어항 위치도(2018년 기준)

해무는 해수면 온도의 변화 및 기온과의 차이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기존의 기

상모델은 해수면 온도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초기값이 모델 적분시간 동안 같은

값으로 처방되기 때문에 해무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상존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무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기-해양순환-파랑 결합모델링

체계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결합예측의 경우, 해수면 온도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어

상세 격자의 해무예측시스템을 수립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해

양-대기-파랑 결합모델링을 통해 해양예보시스템의 고도화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해양-대기 결합모델과 1차원 안개모델의 결합모델링 체계를 수립

함으로써 수치모델링 기반의 해무예측시스템을 실용화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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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해무예측기술과 결합하게 되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무 예측을 위한 자료동화 입력 관측자료를 기존 1,600여개 지점에서 7,000여개 지

점으로 확대함으로써 예측모델의 초기장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해무 예측정확도를 향

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GPSRO 자료를 동화함으로써 해무의 연직구

조 예측에 중요한 온도와 습도의 연직 profile을 정확히 산출하는데도 기여하였다. 이

러한 자료동화 방법의 개선은 해양예보시스템의 해양기상 예측모델의 정확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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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기상청에서는 위성 및 UM 모델에서 산출된 안개 및 시정 정보와 지역 해양순환모델에서 산출된 냉수대 분포를 통해 해무 가능성을 예보하고 있으나, UM 지역모델의 해상도는 9km로 국지적 해무의 예·경보 파악에는 부적합하다. 기상청은 천리안위성 15분 간격영상, 일기도 및 수치모형 결합하여 광역 해무 탐지 및 발생 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나 국지적 해무 예보는 못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1차원 안개모델인 PAFOG와 3차원 수치모델을 결합하여 해무예측 가능성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아직까지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스템의 운영기술 구축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소청초 등 과학기지에서 해무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중이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2017년 ‘항계안전을 위한 해무정보 생산기반 구축’, 2018년  ‘항계안전을 위한 해무예측정보 서비스 개선 및 확대’ 사업을 통해 11개 지점의 해무관측소를 운영 중이고, 인공신경망을 적용한 해무예측기법 개발, 인공위성자료 기반 해무탐지 영역 분류 알고리즘 개발을 수행하면서 수행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중이다. 

	 제 2 절 국외 연구동향
	 
	 1. 연안 파랑 예측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파랑 기인 연안재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각 지역해별 해상 특성을 고려하여 파랑모델의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Earle et al. (1984)은 북태평양 먼 바다에서 발달하는 태풍 등 해상폭풍에 의해 발생하여 먼 거리까지 전파하는 너울성 고파의 도달특성에 대한 추정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의 연안공학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는 미육군 공병대의 연안공학 연구센터(USACE ERDC-CHL)에서는 70년대부터 WIS(Wave Information Study) 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국 전 연안에 대한 파랑 예측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항만공항연구소(PARI)는 일본 전 연안에 걸쳐 50여개의 지점에 파랑 관측장비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파랑 관측시스템(NOWPHAS)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진해일 및 너울성 고파 등 해양장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연안재해 위험시 예경보에 활용할 뿐 만 아니라, 장기파랑 통계자료의 축적하여 예측기술 개발에도 활용하기 위함이다. 2008년 2월, 동해상에서 파랑 예보와는 달리 거대한 너울성 고파의 발생으로 인해 일본 토야마 지방에서 상당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었다. Nagai et al. (2009)은 이때 당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있었던 너울성 고파의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광범위한 해상 관측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많은 관측자료를 확보하여 해양재해 요소들을 사전에 탐지하여 대비하는 경보쳬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파랑관측망은 연해, 외해 및 대륙붕 지역에 걸쳐서 구축되어 있어서, 깊은 바다에서 너울의 발생을 관측하여 미리 연안에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국토교통성(항만국) 및 항만공항기술연구소에서는 일본의 전해역 72개 지점에 대해서 파랑관측망(NOWPHAS: Nationwide Ocean Wave information network for Ports and HAbourS)을 구축하여 실시간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연안에서 파랑의 처오름 및 월파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수리모형 실험을 통해 행해졌으며, 이를 통해 처오름 높이 및 월파량을 산정하는 실험식을 제시하는 형태로 행해졌다(Ahrens and Heimbaugh 1988; de Wall and van der Meer 1992; Hedges and Reis 1998; Besley 1999; Mori and Cox 2003, 등). 2000년도에는 유럽의 CLASH(Crest Level Assessment of Coastal Structure and Hazard Analysis)를 중심으로 하여 처오름 높이 및 월파에 대한 실험자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처오름 높이 및 월파에 대한 경험식을 도출하였다(EurOtop, 2007). 
	   미국은 이안류로 인한 인명피해 등 연안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응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SANDYDUCK(NC, 1997), RIPEX(CA, 2001), NCEX(CA, 2003), MUDEX(Brazil, 2005), RCEX(CA, 2007) 등 연안 파랑 및 흐름에 대한 대대적인 관측실험 및 예측모형의 개발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호주는 연안재해평가 연구사업(CoastSAFE Alive Project)에 의해 개발된 연안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CoastalCOMS)을 활용하여 이안류 발생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연구를 수행중이다. 유럽의 Deltares는 2010년 이후 실시간 연안 안전 예경보시스템(Real-Time Safety on Sandy Coast)를 구축하여 폭풍해일, 너울 및 이안류 등에 대한 예측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2. 최신 ICT 이용 연안재해 예측모델 기술
	   연안재해의 주요 유발요인인 파랑을 ICT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관측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노력은 1980년대 이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CCTV 등 광학 카메라를 이용하여 해안에서 파주기, 파장, 입사 파향, 파속 등 파랑량을 원격으로 측정하는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했다(Lippmann and Holman 1989; Stockdon and Holman 2000; Piotrowski and Dugan 2002). 
	   항공기 및 인공위성에 탑재한 HF 레이다 및 X-band 레이다 등을 활용하여 파랑을 원격으로 측정하는 방법들도 개발되어 왔다. 이 원격측정 방법은 설치 및 유지관리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한 대의 관측 장비만으로도 넓은 지역을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980년대 들어 Young et al. (1985)에 의해서 X-band 레이다를 이용하여 파랑을 관측하는 기술이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었다(Borge et al., 1998; Borge and Soares, 2000; Wolf and Bell, 2001; Wyatt et al., 2003). Stramondo (2013)은 다수의 인공위성으로부터 SAR영상 및 광학센서 자료를 이용하여, 쓰나미(Tsunami) 탐지를 위해 지진과 쓰나미 피해지역을 평가하는 기술을 제시하였다.
	   Ocean Data Alliance에서는 위성자료와 해양 관측자료를 AI로 분석하여 연안해역내에서 일어나는 상황(해양재난 상황 및 선박항행 등 해양산업 활동현황)을 감시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 미시간공과대학(MIT), 해군대학원 및 NASA의 제트추진연구소(Jet Propulsion Laboratory)로 구성된 기후변화모델링 공동연구팀(Climate Modeling Alliance: CliMA)에서는 전 지구적 및 지역해의 해양 관측자료를 지구시스템모델에 넣어 데이터기술을 적용하여 특정지역 시뮬레이션을 계속 반복하여 업데이트시킴으로써(model-data mismatch와 bias최소화) 전 지구적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을 개발 중이다. 
	   기존의 물리적 역학법칙에 기반한 수치모델링 방식과 지능형 예측방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hybrid learning)을 통하여 계절기후를 예측하는 기법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다(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0556-5). 
	 
	 3. 해무 예측


	 제 3 장 2018년도(사전) 연구개발수행 내용 
	 
	 제 1 절 한반도 주변해 파랑예측 수치모델 구축
	 
	   이번 절에서는 앞서 개발되어 사용 중인 에너지 스펙트럼 모형의 파랑 수치모델을 기반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파랑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위성의 해상풍 관측자료 등 다출처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파랑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파랑 예측 모델체계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1. 파랑예측 수치모델의 개요  
	   실제 연안역에서 발생하는 파랑 현상은 불규칙적으로 진행하는 풍파와 비교적 규칙적인 너울이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구성되는 특성이 있어, 제한된 시간 내에 이러한 파랑 현상을 수치계산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 에너지 스펙트럼을 고려한 파랑모델링 기법이 개발되어 왔다. 에너지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개발된 파랑모델은 실제 파랑의 해상상태를 주기와 파향에 따라 여러 개의 성분파로 분리하여, 각 성분파의 발달, 소산 및 전파와 함께 성분파간의 에너지 교환 등을 수치적으로 계산하도록 개발되었다.
	   지금까지 개발된 파랑모델의 개발단계는 성분파 사이의 에너지 교환을 고려하는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제 1세대 모델은 선형 모델로 성분파 사이의 에너지 교환을 고려치 않고 각 성분파의 발달, 소산 및 전파만을 계산하도록 개발되었으며, 대표적으로 DSA-5모델이 있다. 제 2세대 모델은 파라미터 모델로도 불리며, 성분파간의 비선형에너지 교환을 각 성분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파라미터로 표현하여 단순화하여 계산하도록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HYPA모델이 있다. 제 3세대 모델은 컴퓨터의 계산능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파랑의 발생, 전파 및 소산 뿐 만아니라 각 성분파 간의 비선형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 교환을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모델들로는, WAMDI Group의 WAM 모델과 일본기상청에서 개발된 JWA3G 모델 및 미국 NOAA의 WaveWatchIII (이하, WW3) 모델, 그리고 네덜란드 델프트공대에서 개발한 SWAN 모델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주변 동해, 서해 및 남해의 전체 해역에 대한 파랑 예측을 위하여 기상청에서 채택하고 있는 WW3 모델을 선정하여 수립하였다. 우리 원의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이하, KOOS)에서는 WAM 모델, WW3 모델 및 SWAN 모델을 모두 수립하여 비교 검증을 위하여 실시간 운영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운용해양예보시스템 서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별도의 클러스터 서버에 WW3 모델을 수립하였으며, 본 과제를 통하여 얻어지는 예측모델의 개선 결과물을 향후 KOOS 서버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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