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뜰개(drifter)는 관측장비로서 많이 사

용되어오고있고유출유확산예측과해류를관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에서 해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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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뜰개는해양에서해수의특성및흐름을관측하기위한장비로서, 해수의흐름관측을이용해유출유확산

예측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관측기관에서 사용하는 뜰개가 특정 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바람 및

해수의 특성과 이동경로를 기계학습 기법들을 이용하여 학습시키고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서포트벡터 회귀,

방사기저함수 네트워크, 가우시안 프로세스, 다층 퍼셉트론, 순환신경망을 이용하여 뜰개의 이동경로 예측 방법을

제시한다. 기존 MOHID 수치모델과비교하여각기법별로 4 개의 사례중 3 개에서 성능이 개선되었으며, 가장 좋은

개선율을 보인 기법은 LSTM으로 평균 47.59% 개선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배깅과 부스팅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정확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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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diction of drifter trajectory using machine learning. We propose methods for estimating the

trajectory of drifter using support vector regression, radial basis function network, Gaussian process,

multilayer perceptron, and recurrent neural network. When the propose mothods were compared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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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하기 위해 사용되고[1], 또한 멕시코 북동부 만에서

위성 데이터와 순환 모델로 동화되어 사용한다[2]. 그중

포르투갈 리스본 대학에서 개발한 MOHID 수치모델[3]

은 수질 상태 측정과 뜰개 이동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

해양관측기관에서는 MOHID 해양 뜰개를 이용한 모

델을 만드는데 뜰개는 해수면 위에 떠다니며 해수의 흐

름과방향, 바람의세기, 자신의위치를전송한다. 기존의

모델로뜰개위치를예측할경우, 0.3 정도의오차가발

생하는데이는거리상으로 30 km 이상차이가나는거리

이며, 실제 유출유확산 예측에 이용 될경우, 방사 작업

에 있어서 큰 손해를 불러 올 수 있다.따라서 더 정확한

예측 모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 기반의 뜰개 예측을 통해 기

존의 모델보다 정확한 모델을 제안한다. 기계학습은 데

이터의분류[4] 또는회귀를위해사용되며, 본 논문에서

는 회귀를 위한 기법으로 서포트벡터 회귀, 방사기저 함

수, 가우시안 프로세스, 다층 퍼셉트론, 순환신경망과 이

를 활용한 LSTM을 사용한다. 각 기계학습 기법이 사용

된사례는위성이미지를활용한유출유발생탐지[5], 가

우시안프로세스를이용한강우계관측[6],심층신경망을

이용한 단기 바람예측[7], 방사기저 네트워크 기반의 유

류유출 예측 시스템[8], 서포트벡터 머신-방사기저를 이

용한일사량예측[9]이 활용되었다. 2 절에서는각기법들

의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고 3 절에서는 성능

평가를방법을소개한다. 4 절에서는기법들의보정방법,

5 절에서는실험결과에소개하고, 마지막 6 절에서는결

론을 제시한다.

2. 기법 개요
2.1 서포트벡터 회귀 (Support Vector Regres 

-sion)
서포트벡터회귀(SVR)는 학습 데이터의 오류를 최소

화 하려는 것보다 일반화된 오류를 최소화 하여 일반화

된결과를얻으려고하는기법이다[10]. 기본적인개념은

선형회귀함수의계산에기반하고시계열데이터및금

융 데이터 및 손실 함수 등에 사용된다.

2.2 방사기저함수 네트워크(Radial Basis Func-
tion Network)

방사기저함수 네트워크(RBFN)는 인공신경망(artifi-

cial neural network)의 일종으로서[11], 복잡한다변수함

수를단변량함수의선형결합으로근사하기위한하나의

보간방법으로주어진실측데이터를이용하여원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 기저함수는 양

수값을 받아 함수의 가중치를 반환한다.

2.3 가우시안 프로세스(Gaussian Process)
가우시안 프로세스(GP)는 ∈ 를 인덱스로 갖는

랜덤변수 의집합으로서, 이들중임의로선택된유

한개의랜덤변수  ⋯ 가반드시결합가우

시안 밀도를 갖는 성질을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12]. 가

우시안프로세스평균함수와공분산함수에의해서완전

히 기술될 수 있다.

2.4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다층퍼셉트론(MLP)은 인공신경망의일부분이다[13].

다층 퍼셉트론은 간단한 상호 연결된 뉴런 또는 노드로

구성되어있다. 또한입력벡터와출력벡터간의비선형

맵핑을 나타내고 노드는 가중치로 연결되어 있다.

간단한 비선형 전달함수 또는 활성화 함수에 의해 노

드에대한출력신호를생성한다. 노드의출력은연결가

중치에 의해 결정되고, 네트워크 다음 계층에 있는 노드

에대한입력이되도록전달된다. 이것은정보처리의방

향을 의미하며, 다층 퍼셉트론은 전방향 신경망

(feed-forward neural network)이라고 알려져 있다.

2.5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순환신경망(RNN)[14]은 인공신경망의 일종으로서,

기존의 인공신경망에서는 입력과 출력이 독립적으로 진

행되는 반면, 순환신경망은 전체 시퀀스에서 이전에 사

용된 결과를 다음 계층에 영향을 받는 계층이다. 순환신

경망은 식 (1)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1)

이전의 결과 와 입력으로 들어온 간의 가중치

를 준 결과를  함수를 통해 압축이 되는데, 일

반적으로쌍곡탄젠트또는시그모이드를사용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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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LSTM(Long Short-Term Memory)
LSTM[15]은 특별한 종류의 RNN으로, 기존의 RNN

에서 발생하는 장기 의존성 문제(long-term dependen

cy)를 해결할수있다. 장기의존성문제란, RNN구조에

서과거의데이터와연관되어있는현재혹은미래의문

제사이에순서상의차이가크면클수록두정보를연결

하기 힘들어지는 문제를 뜻한다. LSTM은 셀 상태(cell

state)와 게이트(gate)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개

의셀상태를통해이전의정보들을다음단계로전달하

며, 각각의 셀 상태에서 게이트를 이용하여 정보를 더하

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

3. 성능 검증 척도 및 실험환경
3.1 성능 검증
성능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통계분석이 필요하

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확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할검증방법은MAE(mean alsolute error), RMSE (root

mean square error), NCLS(normalized cum-ulative

Lagrangian seperation)의 비교를통해성능검증을하였

다. MAE는 모델 평가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RMSE는기상, 대기및기후연구에서모델성능을측정

할때표준통계측도로사용되고있다. 또한 NCLS는다

양한동적영역에서의궤도를측정하는데사용되고있다

[16]. MAE와 RMSE는 오차의 제한이 없으나, NCLS는

0과 1 사이의 범위에 속한다.

MAE, RMSE, NCLS는 각각 식 (2), (3), (4)와 같다.

MAE 



  



 (2)

RMSE 






  




 (3)

NCLS 
  




  



  (4)

 와  는 각각 오차와 거리를 의미하고 는 
  



를

뜻한다.

MAE는 모든 오류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가 주어지지

만, RMSE는 큰 오류에 대해 큰 패널티가 주어진다.

NCLS는 거리에 따른 패널티를감소 시켜주는방법으로

값이 클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방법이다.

모든 실험은 교차검증(cross-validation)을 통해 평가

했다. 교차검증은 지도학습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해사용되는실험방법이다. 전체데이터를 N 개의구간

로 나누어 N-1 개의 구간을 학습데이터로 구성하고

나머지 1 개를검증데이터로구성하여 N 번반복해서실

험한다. 이때 N 개의구간이각각한번씩검증데이터로

구성되도록 한다.

결과는 N 개의 구간의평균으로 나타내었고, MAE와

RMSE는 낮을수록 정확도가 높고, NCLS는 1에 가까울

수록 정확도가 높다.

3.2 실험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는 한국해상기상기술로부터 받은 데이

터로서 2015년 11월 6일부터경도 125 위도 36.5부근

에서측정한 7 개 뜰개에서관측된 683 개의관측자료를

담고 있다. 각 지역의 뜰개는 25 ~ 238 개의 관측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를구분한다. 예측모델은교차검증을통해

7 개의 사례 이외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해당 사례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여 평가한다. 이 중

에서가장많은데이터를보유하고있는사례 1, 5, 6, 7을

사용하여 평가할 것이다.

Dataset
Number of training

data
Number of test data

Instance 1 438 238

Instance 2 651 25

Instance 5 568 108

Instance 6 677 111

Instance 7 564 112

Instance 8 638 38

Instance 9 632 44

<Table 1> Dataset

4. 파라미터 설계
4.1 서포트벡터 회귀

4.1.1 데이터 타입: 표준화
통계에서의표준화는데이터의원시점수에서모집단

평균을뺀다음, 모집단표준편차로나눈값이다. 원시점

수의 표준점수 는 식 (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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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는 모집단의 평균이고 는 모집단의 표준편차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려는 때는 2 개 이상의 대상의 단위

가 다를 때 대상 데이터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게 해

야한다. 또한이방법은데이터를다소평평하게하는특

성을 가지고 이 방법을 적용하면 간극이 줄어드는 효과

를 발생하여 간극이 큰 데이터의 간극을 줄이는 결과를

얻게 된다.

4.1.2 복잡도 상수
복잡도상수는오분류에대한허용오차를설정하는

값이다. 가설함수(hypothesis function)의 차수를정해주

는 값으로, 높은 c의 값은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낮은

c의값은경계를단단하게만든다. c의값에따라가설함

수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c의 값이 작으면 부적합

(underfitting)이 일어나고, c의 값이 너무 크면

(overfitting)이 일어날 수 있다.

4.1.3 커널(kernel)
최대 마진 초평면 문제에 커널 트릭을 적용해서 비선

형 문제를 제안한다. 비선형 분류 알고리즘은 선형 분류

알고리즘과비슷하지만내적연산이비선형커널로대체

된다. 이를 통해 변환된 특징 공간의 최대 마진 초평면

문제를해결할수있다. 여기서말하는변환은비선형변

환이거나 차원을 높이는 변환이 된다.

4.1.4 보정 결과

Parameter Value

Complexity constant 3.0

Filter type Standardize training data

Kernel Polynomial kernel

<Table 2> Parameter of SVR

SVR은복잡도상수를 1에서 10까지 1의 단위로 적용

하고필터는표준화, 정규화로적용하여복잡도상수 3과

표준화가 최적의 결과를 보였다. [Table 2]와 같이 설정

했다. [Fig. 1]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개선되었으나, 사례

7에서의결과가안좋게나와전체평균은미미한차이를

보이게 됐다.

4.2 방사기저함수
4.2.1 능형 회귀
능형 회귀는 다중 공선성으로 부터 영향을 받는 다중

회귀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다중 공선성이 발생

이 발생하면 편향되지는 않지만, 분산의 크기 때문에 실

제 값과 차이가 날 수 있다. 회귀 분석에서 편차를 더함

으로서 능형 회귀는 표준 편차를 줄여준다

4.2.2 기저함수
기저함수(basis function)는 함수 공간의 기저인 함수

를 말한다. 기저함수로는 다항식 기저함수와 푸리에 기

저함수가존재하고 2차다항식에서은기저함수

이다. 모든 연속 함수들은 기저함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4.2.3 보정 결과

Parameter Value

Number of basis functions 2

Ridge 2

Scale Optimization Use scale per unit

Tolerance 1.0e-6

<Table 3> Parameter of RBFN

RBFN은 Ridge를 0.01에서 10까지변경을진행해보고

2가 가장 좋은 값을 가졌다.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었으

나, 사례 7의 결과는 안 좋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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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우시안 프로세스
4.3.1 데이터 타입: 표준화
통계에서의표준화는데이터의원시점수에서모집단

평균을뺀다음, 모집단표준편차로나눈값이다. 자세한

내용은 4.1.1의 내용과 같다.

4.3.2 가우시안 잡음
가우시안잡음은가우시안분포라고도하는정규분포

의 확률 밀도 함수와 같은 통계적 잡음을 의미한다. 즉,

잡음이 취할 수 있는 값은 가우시안 분포이다.

4.3.3 보정 결과

Parameter Value

Filter type Standardize training data

level of Gaussian noise 1.0

Decimal places 2

<Table 4> Parameter of GP

[Table 4]에서 필터 타입을 표준화를 하였다. 데이터

개선 정도는 [Fig. 3]과 같이 개선되었다.

4.4 다층 퍼셉트론
4.4.1 활성화 함수
인공신경망 모델에서 뉴런의 주요 기능은 입력과 연

결 강도의 합을 구한 다음, 활성화 함수에 의해 출력을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4.4.2 오류 함수
예측값과 실제값 간에 오류를 최적화 하기 위한 함수

다. 예측값과 실제값 간에 차이가 커질수록 오류 함수의

값은 커지고 예측값과 실제값이 최적화 될수록 오류 함

수는 0으로 수렴한다.

4.4.3 은닉층
인공신경망에서의 은닉층은 출력층과 입력층을 연결

해주는 계층이다. 은닉층은 출력층과 관계있는 시냅스

후(post-synaptic) 뉴런과연결되어있기떄문에은닉층

은 시냅스 전(pre-synaptic) 뉴런이다.

4.4.4 보정 결과

Parameter Value

Activation Function Approximate sigmoid

Loss function Square error

Decimal places 2

Number of hidden unit 1

Ridge 0.01

Tolerance 1.0e-6

<Table 5> Parameter of MLP

[Table 5]에서는은닉노드의개수를 1에서 5까지적용

하였으며 1에서 가장 좋은 결과값이 나타났다. 사례 1과

7에서상당한개선정도를보여 [Fig. 4]와같이개선된결

과를 보였다.

4.5 순환신경망 & LSTM
4.5.1 에폭(Epoch)
신경망에서 몇 번이나 학습 데이터를 사용했는지를

뜻한다. 각 에폭마다 비용함수를 초기화시켜 최소화 하

기위해 조정되어 결과를 나타낸다.

4.5.2 보정 결과
RNN과 LSTM은 [Table 6]과 같이 에폭만 변경하여

데이터를적용했다. 1,500부터 3,000까지 500단위로 적용

하였으나 RNN은 2,500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LSTM은

1,500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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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in RNN Value in LSTM

Learning rate 0.01 0.01

Epoch 2500 1500

Loss function square error square error

Number of hidden unit 1 1

Activation funcion sigmoid sigmoid

<Table 6> Parameter of RNN & LSTM

5. 실험 결과
각 기법 별 사례를 MAE, RMSE, NCLS 나타내고 가

장좋게나온것을굵은글씨로표시했다. 전체적인비교

에서 RNN과 LSTM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

MOHID 수치모델과의 비교에서는 전체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보여줬으며사례 6에서 RNN은 68%의개선을보

여준다. 사례 7은 LSTM이 가장 좋은 정확도를 보였으

나, 기존의학습모델에비해안좋은정확도를나타냈다.

[Fig. 7]과 [Fig. 8]은 각각가장높은정확도를보인사례

6에서의 RNN과 사례 5에서의 LSTM의 궤적글 보여준

다. 직선(―) 데이터가실제실험데이터이고, 쇄선(-ㆍ-

) 데이터가기존의모델이다. 마지막점선(-- ) 데이터는

기계학습으로모델을생성한데이터다. 사례 5와같은경

우, 실제 경로와 매우 흡사한 경로를 보이고 있다.

MOHID 모델대비기법의정확도는 LSTM이 47.59%

의 개선율을보였고, RNN이 45.29%의 개선율을보였다.

[Fig. 7] Trajectories in Case 5: actual position, 
LSTM, and MOHID model

[Fig. 8] Trajectories in Case 6: actual position, 
RNN, and MOHID model

6.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MOHID 수치모델을 개선하기

위해기계학습기법을사용하여기존의뜰개의이동경로

예측을하는모델을만들었다. 저자가아는한뜰개이동

경로 예측에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한 최초의 시도이다.

기계학습 기법으로는 SVR, RBFN, GP, MLP, RNN,

LSTM등 6 개를사용하여모델을만들었다. 전체적으로

MOHID 수치모델에비해평균 29.61% 개선되었으며, 그

중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RNN과 LSTM이 각각

45.29%, 47.59%의 개선율을 보였다.

추후 연구 주제는 현재까지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앙상블을통해개선해나가는방향으로진행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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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각각의데이터를바탕으로모델을만든후

에가중치를주는배깅(bagging)과, 데이터에여러알고

리즘으로 모델을 만든 후에 가중치를 주는 부스팅

(boosting)을 통해개선해나아갈예정이다. 또한가중치

부여 방법을 성능에 따른 가중치를 할당 해주는 방법과

진화연산과다른기계학습기법을이용하여가중치를최

적화 하는 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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