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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해상도 심층신경망을 이용하여 기상데이터를 초해상화하면 보다 더 정밀한 연구와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해상도 심층신경망 학습에 사용하기 위한 개선된 훈련자료 생산기술을 최초로 제안한다. 기상 

전문 지식으로 고해상도 기상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전문 기관의 관측자료와 ERA5 재분석장 자료를 바탕으로 람베르트 

정각원추도법과 객관분석을 적용했다. 그 결과, 기상 전문 지식 기반의 기온 및 습도 분석자료는 기존 배경장 대비 RMSE 

값이 각각 최대 42%, 46% 개선되었다. 다음으로, 기상 전문 기술을 이용한 수동적인 데이터 생성 기법을 자동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SRGAN을 이용했고, 10 km 해상도를 가지는 전지구모델자료로부터 1 km 해상도를 가지는 고해

상도 자료를 생성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SRGAN으로 생성한 결과는 전지구모델입력자료에 비해 높은 해상도를 

가지며 수동으로 생성한 고해상도 분석자료와 유사한 분석 패턴을 보이면서도 부드러운 경계를 보였다.

주제어 : 기상 데이터, 고해상도 자료 생성, 객관분석, 기계학습, SRGAN 

Abstract Generating a super-resolution meteological data by using a high-resolution deep neural network 

can provide precise research and useful real-life services. We propose a new technique of generating 

improved training data for super-resolution deep neural networks. To generate high-resolution 

meteorological data with domain specific knowledge, Lambert conformal conic projection and objective 

analysis were applied based on observation data and ERA5 reanalysis field data of specialized institutions. 

As a result, temperature and humidity analysis data based on domain specific knowledge showed improved 

RMSE by up to 42% and 46%, respectively. Next, a super-resolutio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SRGAN) 

which is one of the aritifial intelligence techniques was used to automate the manual data generation 

technique using damain specific techniques as described abov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generate 

high-resolution data with 1 km resolution from global model data with 10 km resolution. Finally, the results 

generated with SRGAN have a higher resoltuion than the global model input data, and showed a similar 

analysis pattern to the manually generated high-resolution analysis data, but also showed a smooth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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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데이터를 단순히 보간하는 것이 아니라 저해상도의 

입력으로부터 고해상도의 출력을 생성하는 초해상화 연

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Jia 등[1]은 저해

상도의 얼굴 이미지로부터 고해상도의 얼굴 이미지를 

도출하는 초해상화 연구를 진행했다. Sánchez 등[2] 은 

저해상도 자기공명영상으로부터 고해상도 영상을 도출

함으로써 단순한 보간법보다 개선된 3차원 의료 이미지

를 생성했다.

기상 및 기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을 통해 실생활

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뿐만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개선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3-8]. Kim 등[9]은 깊은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

용한 초 고해상도 기법을 제안했다. Stengel 등[10]은 

전 지구 기후 모델의 초고해상 풍속 및 태양 복사 조도 

출력에 대한 적대적인 딥러닝 접근 방식을 도입했다. 탁

해성 등[11]은 주변 환경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를 사용한 

전력 데이터를 예측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여러 인자를 

반영한 검증을 거쳤다. 김용훈 등[12] 이미지를 초해상

화하는 SRCNN[13-15] 기법을 활용하여 기온 데이터

를 초해상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처럼, 고해상도의 

기상 및 기후 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모델의 

성능 개선을 위한 학습자료 생성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해상도 심층신경망 훈련자료 생산 

기술 개발과 한반도 지역의 고해상도 격자 예측정보 추

정 기술 개발을 위해 두 가지 방식의 학습자료 생성 기법

을 제안한다. 먼저, 고해상도 심층신경망 학습에 사용하

기 위해 기상청 및 유관기관의 지상관측자료와 수치 모

델 자료를 수집하고 전처리한 후, 객관분석[16]을 기법을 

통해 개선된 고해상도 분석자료를 생산하고자 했다. 두 

번째로는 SRGAN[17]을 이용하여 전지구모델입력자료

로부터 고해상도 분석자료와 유사한 이미지를 자동적으

로 생성하고자 하는 실험을 진행했고, 결과를 비교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는 고해상도 

심층신경망을 위한 훈련자료 생성 기법에 대해 소개한

다. 3 절에서는 SRGAN을 이용한 고해상도 자료 생성에 

대해 소개하고, 4 절에서 결론을 내린다.

2. 고해상도 심층신경망 훈련자료 생성

고해상도 심층신경망 훈련자료 생성은 1 km 해상도

의 격자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심층신경망의 훈련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해상도 분석자료 생산기술을 의미한다. 

지상 관측자료와 수치모델자료에 객관분석 기법을 적용

하여 1 km 해상도의 분석자료를 생산했다. 이전까지는 

관측자료로부터 객관분석을 적용하여 낮은 해상도의 재

분석 자료를 만들어왔다면, 본 연구는 Fig. 1과 같이 지

상 관측자료, 저해상도 수치 모델 자료와 같은 기상 전

문 지식에 객관분석을 결합하여 고해상도 기상 자료를 

생성하는 최초의 시도이다.

Prev.

Ours.

Fig. 1. Previous and our methods for generating 

reanalys is data

2.1 지상 관측자료

고해상도 분석자료 생산을 위하여 기상청, 산림청, 농

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2017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

지의 지상 기온과 상대습도 관측자료를 수집했다. 수집

된 지상 관측자료는 물리한계검사 및 이상치 제거 등 품

질검사를 적용하여 사용했다. 

2.2 수치모델자료

고해상도 분석자료 생산에 사용할 배경장을 만들기 

위해 C3S climate data store로부터 유럽중기예보센

터(ECMWF) 재분석장(ERA5) 자료를 수집했다. ER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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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ECMWF의 통합예측 시스템에서 4D-Var 데이터 동

화를 사용하여 생성되는 자료로, 전구에 대한 자료를 격

자 형태로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육지 

부분은 9 km 해상도의 육지자료(ERA5-Land)를 사용

하고, 해양 부분은 ERA5 자료를 사용했다.

2.3 객관분석

객관분석(objective analysis)은 관측정보를 수치모

델의 격자점과 같이 규칙적인 공간으로 변환하는 과정

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치모델자료를 배경장으로 

한 Barnes, Cressman 등의 객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고해상도 분석자료를 생산하고자 했다.

2.3.1 Barnes 기법

Barnes 기법[18]은 일반적으로 배경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분석장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식 

(1) 같이 계산한다.


  

  




  

  




(1)

일반적으로 초기값은 관측값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되

며, Cressman 기법[18]과 달리 식 (2)와 같은 지수함수 

형태의 가중함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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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분석의 가중함수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나, 지형 조건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형을 고려한 객

관분석 방법들이 연구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지형을 

고려한 기온 객관분석 기법[19]을 참고하여 Barnes 

2-pass에서 2차 패스의 영향 반경 을 상수로 고정하

지 않고 고도에 따른 지형고도 빈도분포 회귀식을 적용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2.3.2 Cressman 기법

Cressman 기법은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배경장을 수

정함으로써 분석장을 구하는 방법이다. 
은 격자점 

에서의 배경장 값을 나타내며, 은 계산 반복 횟수이다. 


 는 격자점 주변 영향 반경 내의 관측값이다.


 는 가중함수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은 격자점 

와 관측점 까지의 거리 제곱을 나타내고 
 은 번

째 계산에서 적용된 영향 반경의 제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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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해상도 분석자료 생성

2.2 절에서 설명한 ECMWF 모델자료를 배경장으로 

사용하고,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관측자료를 이

용하여 고해상도 분석자료를 여러 가지 형태로 생산했

다. 객관분석은 2.3 절의 Barnes, Cressman 방법을 적

용했고, Barnes 중에서도 일반적인 Barnes 2-pass 방

법과 지형을 고려한 Barnes 2-pass(t-Barnes 2-pass) 

방법을 적용했다. 이때, 관측자료 대부분이 한반도 남측

에 위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연속면을 해결하기 위

해 남한 지역에만 객관분석을 적용했다. Fig. 2는 각각 

특정 날짜의 객관분석 방법에 따른 기온 분석자료와 습

도 분석자료이다. Barnes 2-pass, Cressman을 각각 

적용했을 때, 경향성이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기온 

분석자료의 경우 관측값이 반영되면서 태백산맥, 소백산

맥 등을 따라 주변보다 낮은 기온 값이 나타났고, 특히 

지형을 고려한 Barnes 2-pass를 적용했을 때 그러한 

결과가 잘 나타났다. 습도 분석자료의 경우 서해 백령도 

부근에 불연속적인 부분들이 눈에 띄게 나타났는데, 이

는 백령도의 관측자료가 큰 영향반경으로 인해 내륙쪽

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객관분석 방법 중 관측치를 잘 반영하는 방법을 확인

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고해상도 분석

자료를 생산하여 각 관측 지점과의 평균 제곱근 편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비교했다. 결과

는 Table 1과 같으며, 배경장과 관측지점 간의 RMSE

에 비해 객관분석 방법을 적용한 결과와 관측지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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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가 더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지

형을 고려한 Barnes 2-pass 방법의 기온 및 습도 

RMSE 값이 각각 42%, 46% 개선됨을 확인했다.

Barnes 2-pass t-Barnes 2-pass Cressman

Fig. 2. Temperature(top) and humidity(bottom) analysis 

data by each objective analysis (01/03/2019)

Table 1. RMSE of high-resolution analysis data 

generated by objective analysis technique 

(hum and tem mean humidity and 

temperature, respectively)

Period 01/01/2019-31/12/2019

Number 

of data
2,921

Objective

analysis

Background

field

Barnes

2-pass

t-Barnes 

2-pass
Cressman

RMSE
hum 15.505 9.871 8.266 10.400

tem 2.796 1.877 1.609 1.974

지형을 고려한 Barnes 2-pass 방법을 이용하여 

2019년의 각 분기별로 고해상도 분석자료를 생산하여 

1.5 km 해상도의 LDAPS 모델 자료와 Table 2와 같이 

비교했다. 남한과 북한의 경계 부근으로 생기는 불연속 구

간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패턴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태백산맥을 따라 기온이 대체로 낮게 나타나는데, 고해

상도 분석자료의 경우는 LDAPS에 비해 산맥 부근의 기

온이 높았다. 또한 6월, 9월의 제주도 한라산 기온을 보

면 LDAPS 결과에서는 한라산 고도가 높은 곳일수록 기

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 고해상도 분석자료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주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Table 2. Comparison between the generated high–

resolution analysis data and LDAPS model data

Temperature

(Mar., Jun., Sep., Dec.)

Humidity

(Mar., Jun., Sep., Dec.)

Generated LDAPS Generated LDAPS

3. SRGAN을 이용한 고해상도 자료 생성

3.1 개요

2 절에서는 기상 전문 기술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데이

터를 생성했다. 이 절에서는 2 절에서 생산한 고해상도 분

석자료를 이용하여 1 km 고해상도 자료를 SRGAN으

로 자동 생성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한다. 2 절에서 생산한 

고해상도 분석자료가 SRGAN의 목표 데이터이며, 이를 

통해 특별한 배경지식 없이도 단축된 시간으로 고해상도 

자료를 생성하고자 했다.

3.2 SRGAN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자와 생성된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와 구별하는 구분자의 대립되는 학습을 통해 발전하

는 신경망이다. SRGAN은 GAN을 이용한 SR(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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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미지의 질감을 정교하

게 복구하기 위해 사용한다. SR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구별하도록 학습된 구별자를 속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Fig. 

3과 같이 생성자를 학습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다. 

Fig. 3. The structure of our SRGAN

3.3 SRGAN 적용 결과

본 논문에서는 10 km 전지구 모델을 입력하여 1 

km 고해상도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모델을 학습한다. 

학습을 위해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자료

를 수집하여 데이터 셋을 구성하였으며, 테스트를 위한 

무작위 샘플 37개를 제외한 685개 샘플을 사용했다. 그

중 70%는 학습 데이터로, 나머지는 평가 데이터로 활용

했다. 학습 요소로는 기온, 습도, 해면기압, 바람벡터  , 

바람벡터  등을 사용했고, 시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값과 0시부터 23시까지의 값을 함

께 입력했다. Table 3은 기온과 습도의 학습 매개변수

에 대한 정보이다.

Table 3. Learning parameters of temperature and 

humidity

Parameters Temperature humidity

Learning rate 0.001 0.0009

Batch size 7 7

Upscale factor 2, 5 2, 5

Epoch 100 200

00UTC 분석시간으로부터 6시간에서 87시간까지 예

측값에 대한 기온과 습도 학습을 수행했고, Table 4는 

각각 00UTC 6시간 예측시간에 대한 기온과 습도 학습

에 따른 손실 변화 그래프이다. 기온 손실 값은 학습이 

수행되면서 일정 값으로 수렴하는 것이 확인되지만, 습

도는 기온에 비해 학습이 잘 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

였다.

Table 4. Loss change according to epoch

Generator loss

Temperature Humidity

Discriminator loss

Validation loss

Table 5는 00UTC 6시간 예측자료에 대하여 

SRGAN 결과 예시를 시각화하여 전지구모델 입력자료, 

고해상도 분석자료와 비교한 결과이다. SRGAN으로 자

동 생성한 결과는 입력자료인 전지구모델보다 높은 해

상도를 가지며, 2 절에서 수동으로 생성한 고해상도 분

석자료와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분석 패턴을 보이면서도 

부드러운 경계를 가지도록 생성되었다. 이는 고해상도 

분석자료를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한 단순화된 형태이

지만, 최적화 작업 및 고도자료와 지면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용하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본 절의 

연구에서는 SRGAN을 이용하여 전지구모델자료에서 

1km 해상도 동네예보모델 자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

발했고, 이를 통해 전문 지식 기반의 중간과정 없이 자

료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다.

Table 5. Comparison of temperature/humidity analysis 

data for forecasting 00UTC 6 hours on 

29/08/2019 

Temperature data

Global model
High-resolution 

analysis
SRGAN

Interval 10km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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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idity data

Global model
High-resolution 

analysis
SRGAN

Interval 10km 1km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고해상도 심층신경망 학습을 위한 고

해상도 분석자료 생산기술 개발을 먼저 제안했다. 기상

청 및 유관기관의 지상관측자료와 수치 모델 자료를 수

집하고 전처리한 후, 객관분석을 기법을 통해 수치모델

자료에 관측자료를 반영하여 정확도를 개선한 고해상도 

분석자료를 생산하고자 했다. 이는 기상분야의 고해상도 

자료 생성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최초의 시도이며, 기존 

방식에 대비하여 정량적으로 개선됨을 확인했다. 그리고 

기상 전문 지식 기반의 고해상도 분석자료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한반도 지역의 고해상도 분석자료를 SRGAN

을 통해 자동 생성하고자 했다. 이는 전문적인 기상 분

야 지식과 인공지능의 융합으로 볼 수 있으며, SRGAN

을 통해 특별한 배경지식 없이도 단축된 시간으로 고해

상도 자료를 자동으로 생성함을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기상데이터의 훈련자료 생산기술 실험의 경우, 4가지

의 객관분석 중 지형을 고려한 Barnes 2-pass 기법을 

적용했을 때, 기온 및 습도의 RMSE 값이 각각 최대 약 

42%, 46% 개선됨을 확인했다. SRGAN을 이용하여 생

성한 한반도 지역의 고해상도 분석자료는 전지구모델 

입력자료, 기존의 고해상도 분석자료와 비교한 결과, 전

지구모델에 비해 높은 해상도를 가지며, 고해상도 분석

자료와 유사한 분석 패턴을 보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입력데이터로부터 중간 과정 없이 전문가 지식 기반의 

고해상도 분석자료와 유사한 자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결과를 얻었다.

향후 연구로는, 기본 해상도가 높은 배경장을 활용하

여 고해상도 분석자료를 생산하여 SRGAN의 정확도 향

상을 기대할 수 있고, 북한의 관측자료가 부족하여 발생

하는 불연속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연구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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