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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NWP) models play an essential role in predicting

weather factors, but using them is challenging due to various factors. To overcome the difficul-

ties of NWP models, deep learning models have been deployed in weather forecasting by sev-

eral recent studies. This study adapts long short-term memory (LSTM), which demonstrates

remarkable performance in time-series prediction. The combination of LSTM model input of

meteorological features and activation function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erformance

therefore, the results from 5 combinations of input features and 4 activation functions are ana-

lyzed in 9 Automated Surface Observing System (ASOS) stations corresponding to cities/

islands/mountains. The optimized LSTM model produces better performance within eight fore-

cast hours than Loc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LDAPS) operated by Kore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herefore, this study illustrates that this LSTM model can be

usefully applied to very short-term weather forecasting, and further studies about CNN-LSTM

model with 2-D spatial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 coupled in LSTM are required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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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상 예측 정보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유용하게

활용되며 기상 재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등,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 이를 위해 기상청에

서는 수치예보모델이나 Model Output Statistics (MOS),

Kalman Filter Model (KFM)와 같은 통계모델 등을 활

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지역은 복잡한 지형구조

때문에 기상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기상 예측이

어렵다(Hong and Kanamitsu, 2014). 또한, 수치예보모

델은 초기장이나 물리적 모수화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그리고 통계적인 방법은 예측 변수들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오차가 나타난다. 이러한 수치예보모델의 물리

적 한계점들은 역학적 방정식들을 풀지 못하는 문제

에서 기인하여(Holton and Hakim, 2012) 현재로서는

해결이 어렵다.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연

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기법 기반의 예

측방법은 한계점이 명확하므로 자료 기반의 접근방법

(data-driven approach)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딥러닝 기법은 이러한 자료 기반의 접근방법으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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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이를 기상 예측에 적용하는 연구가 늘어가고

있다. 이 기법은 수치예보모델에 비해 요구되는 컴퓨

터 자원이 적으며(Feng et al., 2017) 병렬적인 비선형

단계들을 거쳐 비선형적 변수들을 예측하는 능력이

우수하다(Chen et al., 2019). 다중 변수를 예측하는 경

우 순환신경망(RNN: Recurrent Neural Network)이나

합성곱 신경망(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이

주로 사용되며(Hewage et al., 2021) 이들 방법은 여

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그 뛰어난 성능을 입증받고

있다(Jozefowicz et al., 2015; Lea et al., 2017; Zhang

et al., 2017). 이렇듯 최근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딥러

닝을 이용한 예측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

에서는 관련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RNN의 한 종류인 Long Short-

Term Memory (LSTM)을 이용한 기상요소(features) 예

측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LSTM은 다양한 시계

열 예측 분야에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Poornima and Pushpalatha, 2019; Yang et al., 2019;

Zhang et al., 2019; Majhi et al., 2020), 이는 이 기법

을 활용한 모델이 시계열 자료를 학습하여 신뢰도가

높은 예측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사용한

ASOS 자료에 대해, 3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구축한

LSTM 모델에 대해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LSTM 모

델의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델 입력변수, 예

측시간(Forecast time), 활성화함수(Activation function)

별 성능을 분석하고 기상청 현업 국지예보모델인 Loc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LDAPS)의

결과와 비교하여 LSTM 예측 모델의 효용성을 평가

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 및 LSTM

모델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를 제시하였다.

2. 사용 자료

구축된 모델에 사용한 지상관측자료는 기상자료 개

방포털(https://data.kma.go.kr/)에서 제공하는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 관측 자료를 사용

하였다. 1시간 간격으로 예측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는 최소 1시간 간격의 관측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운

량과 지면온도 두 변수가 1시간 간격으로 관측이 시

작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의 1시간 간격 자

료를 사용하였다. 기온과 습도 등 다양한 변수들이 사

용되어 정규화가 필요하므로 각 변수들의 평균을 빼

고 표준편차로 나누는 표준화를 수행하였다.

기상 요소들의 예측은 지역 특성에 의해 예측 정확

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산악 지역에서는

기온의 변화폭이 커 정확도가 낮아진다. 그러므로 최

대한 많은 지점을, 또는 다양한 특성의 지점들의 자

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00여개 소에 이르는 ASOS

전 지점의 자료를 모두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 연구에서는 도시, 도서, 산악 지역으로 각각 3개

지점씩 총 9개 지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적인 특성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였으며 각각의

지점 정보는 Table 1과 같다.

3. 방 법

3.1 LSTM 개요

RNN은 Rumelhart et al. (1986)에 의해 개발된 인공

신경망의 한 종류이며 유닛들이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순차적인 동적 특성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그리하여

시계열 자료를 훈련하고 예측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으

나 과거 정보를 현재 작업에 연결하기 어려운 장기 의

존성(Long-Term Dependency) 문제로 인해 장기적인

예측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메모리 셀을 통해

개선한 것이 LSTM이다(Hochreiter and Schmidhuber,

1997). 이 메모리 셀은 먼저 현 시간 단계(t)에서의 입

력자료(x)와 이전 단계(t  1)에서의 hidden state (h)로

input state (i)를 계산한다(식 1). 이후 input state를 통

해 input gate (g) (식 2), forget gate (f) (식 3), output

gate (o) (식 4)를 계산하고 이 값들과 이전 시간단계

(t  1)에서의 internal state 값을 이용하여 현 시간단계

(t)의 internal state (m) (식 5)를 업데이트 한다. 그 후

다음 단계(t + 1)에서 사용할 현 단계의 hidden state

(h)를 계산하며 Fig. 1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Wang

and Raj, 2017). 이렇듯 LSTM은 단기 정보에 오래된

과거 정보까지 고려하여 좀 더 장기적인 예측이 가능

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i
t
 =  Wixx

t
 + Wihh

t1
 

Table 1. The information of 9 ASOS station used in LSTM model.

Attribute Cities Islands Mountains

Station

no.
108 133 159 115 169 184 100 135 216

Station

name
Seoul Daejoen Busan Ulleung-do Heuksan-do Jeju Daegwallyeong Chupungnyeong Tae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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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함수, Wix: input state에서 입력자료에 대한

가중치, Wih: input state에서 hidden state에 대한 가중치)

(2)

(Wgi: input gate에서 input state에 대한 가중치)

(3)

(Wfi: forget gate에서 input state에 대한 가중치)

(4)

(Woi: output gate에서 input state에 대한 가중치)

(5)

(6)

( : wise-element product)

3.2 LSTM 모델 구축

이 연구에서 구축된 모델은 파이썬 Tensorflow-kera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으며 32개의 층(layer)으로 구성

되었다. 옵티마이져(optimizer)는 Tieleman and Hinton

(2012)이 제안한 RMSprop을 사용하였다. 이 옵티마

이져는 기울기를 단순 누적하지 않고 지수 가중 이동

평균(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을 사용

하여 기울기가 무한정 커지지 않으면서 최신의 기울

기를 더 크게 고려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수렴된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

년간의 자료 중 2018년까지 10년간의 자료는 훈련

데이터셋(training dataset)으로 설정하여 각 지점 별

자료를 훈련시키고 2019년의 자료는 검증과 테스트

데이터셋(validation dataset)으로 설정하였다. 데이터

셋을 훈련, 검증, 테스트의 3가지로 각각 나누는 것

이 일반적이나, 검증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따로 구분

하지 않고 사용하여도 모델의 예측성을 확인해보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 이후 훈련된 결과를 통해 초기

시간부터 240시간 전까지의 자료를 입력하여 2019년

의 매일 00시부터 23시까지 1시간 간격의 기온, 상대

습도, 풍속의 24시간 예측을 수행하였다. 결측값이 있

는 경우 훈련 또는 예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필터

링 하였으며 그 비율은 0.01% 정도로 무시 가능한

수준이었다.

Figure 2는 딥러닝 모델에서 반복 훈련 횟수(epoch)

가 늘어나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a)는 훈련 횟수가 적

어 모델이 입력자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과소

적합(underfitting), (c)는 반대로 훈련 횟수가 너무 늘

어나며 입력자료를 너무 복잡하게 이해한 과대적합

(overfitting) 상태를 나타낸다. 과소적합 상태에서는 모

델이 훈련 데이터셋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과대적

합 상태에서는 모델이 훈련 데이터셋에만 과다하게

적합(fitting)되어 예측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반복 훈련 횟수를 적절하게 설정하여 Fig. 2b와 같이

적절히 훈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 지점 기온

의 훈련 횟수 별 평균절대오차(Mean Absolute Error:

MAE)손실값을 구하였으며 Fig. 3a는 그 결과이다. 푸

른 색의 훈련 손실(training loss)은 훈련 데이터셋의,

붉은 색의 검증 손실(validation loss)은 검증 데이터셋

의 비용 함수(cost function)값을 의미한다. 훈련이 지

속될수록 훈련 데이터셋을 더 정밀히 이해하며 훈련

손실은 줄어드나 검증 손실은 늘어난다. 두 손실값 중

한 값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g
t
 =  Wgii

t
 

f
 t
 =  Wfii

t
 

o
t
 =  Woii

t
 

m
t
 = g

t
     i

t
 + f

 t
m

t1

h
t
 = o

t
     m

t

Fig. 1. Flowchart of LSTM memory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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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값이 만나는 지점을 최적의 훈련 횟수로 판단

하는데, Fig. 3a에서는 단 10여회의 너무 이른 횟수에

서 두 손실값이 만나고 있다. 이는 서울의 기온자료

가 너무 빠르게 과대적합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dropout 기법을 사용해

야 한다(Srivastava et al., 2014). Gal and Ghahramani

(2016)는 0.2~0.6 정도의 dropout 계수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각 층에 입력되는 자료의 20%

에서 60%까지를 필터링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훈련 손실이 낮아지는 속도를 늦추며 검증 손실

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두 값이 만나는 지점을 늦출

수 있다. 이 값이 작으면 빠른 과대적합 현상을 방지

하지 못하고 크면 입력 정보들의 손실이 커 예측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일반적으로 입력 정보

의 용량이 클수록 높은 계수를 설정하는데, 이 연구

에서 구축된 모델은 용량이 크지 않으므로 보수적으

로 0.2의 계수를 설정하여 입력 정보들의 손실을 최

소화하였다. Figure 3b는 dropout 계수를 0.2로 설정한

후 반복 훈련한 훈련 및 검증 손실이며 두 손실값 차

이가 dropout이 적용되지 않은 Fig. 3a에 비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00회가량의 훈련 횟수에

서 두 손실함수가 교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20% 비율로 dropout을 수행하

고 모델에서의 반복 훈련 횟수는 400회로 설정하였다.

ASOS 자료에서는 기온, 강수량, 풍향/풍속, 습도,

기압, 일사/일조, 운량, 운형, 지면온도 등 다양한 기

상 요소들이 관측된다. 이 중 주어진 요소들을 적절

하게 조합하여 모델에 입력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데(Kiperwasser and Goldberg, 2016), 너무 다양한 요

소들을 조합할 경우 훈련의 방향성이 빗나갈 수 있으

며 훈련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 반대로 너무 적

은 요소들을 조합할 경우 모델의 예측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Table 2에서와 같이 5

개의 실험을 각각 수행하여 어떠한 요소들을 조합하

여 모델을 수행할 것인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모델의 성능은 사용된 활성화함수(activation

function)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Farzad et al., 2019).

이 함수는 입력 층의 값들을 출력 층의 값들로 변환

해주며 입력값들을 얼마나 출력할지 결정하고 이들을

비선형적으로 표현해준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활성

Fig. 2. (a) underfitting, (b) just right fitting, (c) overfitting as training continues (http://sanghyukchun.github.io/59/).

Fig. 3. Training and validation loss (MAE) at Seoul station with, (a) none dropout coefficient, (b) 0.2 dropout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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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에는 sigmoid, tanh (hyperbolic tangent), Rectified

Linear Unit (ReLU) 등이 있다. Sigmoid는 주로 딥러

닝 초기 모델들에 많이 사용되었던 활성화함수로 식

(7)과 같으며 Fig. 4a와 같이 나타난다. 입력값이 0인

중간값에서 0.5를, 매우 작은 입력값에서 0, 매우 큰

값에서 1에 수렴하는 값을 반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입력값 x의 절대값이 커지면 기울기가

0에 수렴하며 미분값이 소멸하는 gradient vanishing

현상이 발생하고, 함수값 중심이 0이 아니므로 훈련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다. Tanh는 sigmoid를 개

선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식(8)과 같고 Fig. 4b와 같

이 나타난다. 이는 sigmoid 함수의 중심값을 0으로 옮

겨 훈련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gradient

vanishing 문제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ReLU는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추세이며, 식(9)

와 같고 Fig. 4c와 같이 나타난다. 이는 x가 음수이면

0을, 양수일때는 x를 그대로 반환하는 간단한 형태이

므로 계산이 쉽고 훈련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하

지만 x가 음수일 때 함수의 기울기가 0이 되어 훈련

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7)

(8)

(9)

각 활성화함수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지니고 있어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고 단정짓기 힘들다. 특히, 예

측하고자 하는 기상 변수들은 각각 복잡한 특성을 지

니고 있어 어느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지 예측

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에 x와 y를 1:1로 반환하는 linear까지, 4가지 활

성화함수를 사용한 모델들을 각각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비교하여 가장 신뢰도가 높은 활성화함수를

선택하였다.

4. 결 과

4.1 모델에 입력된 요소 별 성능 분석

Figure 5는 Table 2에서 제시한 5가지 실험에 tanh

활성화 함수를 적용한 예측값과 ASOS 지상관측자료

간 (a) 기온, (b) 상대습도, (c) 풍속의 평균제곱근 오

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이다. 5가지 실험

결과 모두 예측시간이 길어지며 에러가 커지는 일반

적인 예측 모델의 경향을 나타냈다. 기온은 0.8~3.2

정도의 값을 보이며 T + 1에서 + 6의 초기 예측시간

에 0.6내외의 상대적으로 큰 실험 별 편차가 나타났

다. 입력된 요소가 가장 적은 EX5 조합은 T + 2~+ 3

구간에 0.9에서 1.5 가량으로 0.6 정도 갑작스럽게 상

sigmoid x  = 
1

1 + e
x

-----------------

tanh x  = 
e
x
e

x

e
x
 + e

x
------------------

ReLU x  = max 0, x 

Table 2. List of features input in five experiments.

Predictor

Name
Temperature (T)

Relative

humidity (RH)
Wind speed

EX1
RH, T, Mean Sea Level Pressure (MSLP), surface T,

insolation, total cloud amount, U/V vector

T, wind speed, wind direction, RH, MSLP,

surface T, insolation, total cloud amount

EX2 RH, T, MSLP, insolation, U/V vector
T, wind speed, wind direction, RH, MSLP,

surface T, insolation

EX3 RH, T, MSLP, U/V vector T, wind speed, wind direction, RH, MSLP

EX4 RH, T, MSLP T, wind speed, wind direction, MSLP

EX5 RH, T T, wind speed, wind direction

Fig. 4. The shape of activation functions, (a) sigmoid, (b) tanh, and (c) Re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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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고 T + 6~+ 7 구간에서는 0.2 가량 하강하는, 일

반적인 상승 패턴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입력된 요

소가 가장 많은 EX1 조합은 T + 1부터 + 2까지 T + 3

보다 0.1~0.2 가량 높고 그 이후로 상승하는 U자 형

태의 불안정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입

력 요소가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절히 조합되

Fig. 5. Station averaged RMSE between LSTM and ASOS by 5 experiments in 2019, (a) temperature, (b) relative humidity,

and (c) wind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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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EX2와 EX4 조합의 결과가 가장 안정적이나 EX4 조

합은 EX2에 비해 T + 7부터 + 10까지, T + 18부터의

중후반 시간대에서 0.2~0.3 가량 높아 상대적으로 예

측 성능이 저하되었다. 그러므로 기온 예측에는 EX2

조합의 입력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

Fig. 6. Station averaged RMSE between LSTM and ASOS by each activation functions in 2019, (a) temperature, (b) relative

humidity, and (c) wind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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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상대습도의 경우 5~19 정도의 RMSE를 보이며 5개

실험 간의 편차가 1내외로 크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5개 실험에 모두 입력된 기온이 상대습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EX2 조

합이 T + 10 이후 시간대에서 13.7~18 정도로 나머지

4개 실험 결과보다 0.5~1.5 가량 낮게 나타나 가장 뛰

어난 성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5~19 정도의 값을

나타낸 상대습도에서 이 정도는 비교적 작은 차이지

만 나머지 실험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인 EX2 조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풍속의 경우 1~2.3 정도의 RMSE를 보이며 EX1 조

합이 타 실험들에 비해 0.1~0.4 가량 높아 EX1의 성

능이 가장 좋지 못하다. 반면 EX2 조합은 0.1~0.2 가

량 높아 그 다음 순위인데 이는 일사량, 운량, 지중온

도 같은 변수들이 풍속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해

예측의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EX5 조합은 나머지 두 실험에 비해 0.1 이내로 근소

하게 성능이 떨어지는데 이는 바람에 영향을 주는 해

면기압이 EX5 조합에 입력되지 않아 나타난 현상으

로 보인다. 나머지 두 실험은 거의 차이가 없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EX3이나 EX4 조합

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나, 이 연구에서는 모

델 구축의 편의성을 위해 기온과 상대습도에서 모두

선택되었고 성능 차이가 크지 않은 EX2 조합을 풍속

예측에도 적용시켜 모델을 구축하였다.

4.2 활성화함수 별 성능 분석

4.1에서 선택된 EX4 조합으로 sigmoid, tanh, ReLU,

linear 4가지 활성화함수를 적용하여 예측값을 산출하

여 비교하였다. Figure 6은 그 (a) 기온, (b) 상대습도,

(c) 풍속의 RMSE 결과를 보여준다. 기온은 T + 10까

지의 짧은 예측시간 내에서 tanh가 0.9~2.1 정도로

ReLU보다 0.5~0.8 가량, linear와 sigmoid보다는 0.2~

0.3 가량 낮은 값을 보였다. T + 11~+ 17 구간에서는

2.3~3.0 정도로 ReLU, linear보다 0.4 내외, sigmoid보

다 0.1~0.2 정도 낮았다. T + 19부터는 tanh가 sigmoid

에게 역전되어 sigmoid의 값이 2.5~2.9 정도로 가장

낮았으나 그 차가 0.03 내외로 매우 작고 나머지 둘보

다는 0.1~0.3 가량 낮은 값을 보였다. 상대습도는 T + 1~

+ 3 구간에 linear, tanh와 sigmoid가 5~8 정도로 ReLU

에 비해 1 이상 낮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 구

간에서 tanh는 9~18 정도로 sigmoid에 비해 1 이상

높은 값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5~18 정도인 상대습도

의 RMSE를 고려하면 4가지 결과의 차이는 1 내외로

비교적 작다. 풍속은 tanh, ReLU, sigmoid의 결과가

1.2~2.2 정도로 서로간 0.2 내외의 비교적 작은 차이

를 보였다. 그러나 linear는 2~6 정도로 심각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풍속은 기온과 상대습도에 비

해 불연속성이 매우 큰 변수로서, 시간에 대해 선형

적으로 예측하는 linear의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

로 판단된다. 즉, 기온은 tanh가 압도적이며 상대습도

는 모든 결과가 유사하나 sigmoid가 미세하게 우세하

고, 풍속은 linear를 제외한 나머지 결과들은 모두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와 더불어 모델에 사용할 활성화 함수

의 결정에는 한 가지 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데 바로 활성화 함수 별 계산 속도이다. LSTM 모델

구축에 일반적으로, 이 연구에서도 사용된 Tensorflow-

keras 라이브러리에서는 tanh 활성화함수의 GPU 가속

을 지원한다. GeForce RTX 2070 그래픽카드 기준, 1

개의 epoch가 계산되는데 5초 정도가 소요되어 나머

지 세 활성화함수에 비해 10배가량 빠른 계산속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구축된 모델에 활성

Fig. 7. Monthly RMSE between LSTM and ASOS temperature (blue line), relative humidity (green line), and wind speed (r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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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함수로 tanh를 사용하였다.

Figure 7은 EX2 조합과 tanh 활성화함수를 사용한

LSTM 모델의 월별 RMSE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수

치모델에서는 기온, 상대습도, 풍속 모두 여름철이 겨

울철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인다. LSTM 역시 수치모

델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세 변수 모두 여

름철의 변동폭이 겨울에 비해 작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3 국지예보모델(LDAPS)과 결과 비교

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LSTM 모델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하여 기상청 현업 Loc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LDAPS) 수치모델과 성능을 비교

하였다. LDAPS의 성능 평가 결과는 기상청에서 작성

된 기술보고서를 참고하였다(KMA, 2020). Figure 8은

그 RMSE 결과이며 실선은 LSTM, 파선은 LDAPS,

붉은색은 기온, 보라색은 풍속, 파란색은 상대습도를

나타낸다. LSTM 기온은 0.9~3.1, LDAPS는 1.6~2.1

가량의 값을 보였다. T + 1~+ 9의 초기시간대에서

LSTM이 우세한 성능을 보였는데 특히 T + 4까지는 1

에 가까운 차이를 나타냈다. 기온은 초기시간에 1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T + 9까지 LSTM이 우세한 성

능을 보였다. 그러나 T + 10부터 성능이 역전되며 T + 17

에서는 LDAPS가 2.0, LSTM이 3.1로 1이 넘는 차이

가 나타났다. 상대습도 역시 기온에 의존도가 높아 유

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LSTM은 5.7~18, LDAPS는

10.5~13.5 정도의 값을 보였으며 T + 9를 기준으로 이

전 시간대에서는 LSTM이 5.7~12 정도로 LDAPS보다

1~4.8 가량 낮았으나 이후 시간대에선 13.7~18 정도

로 0.5~6 정도 높았다. 초기 예측시간대에서 LSTM의

성능이 좋은데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첫 번째, LSTM은 이전 240시간 동안의 관측

자료를 초기장으로 사용했으나 LDAPS는 3시간 전에

자체 예측한 배경장에 위성, 지상, 부이, 항공 관측자

료 등을 사용하여 자료동화 한다. 그러므로 LDAPS

초기장은 관측자료를 활용하는 자료동화 과정에서 오

차가 발생한다. 두 번째, LDAPS는 1.5 km 규모의 격

자 체계로 예측을 수행하여 그 격자에 포함되는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값으로 예측값을 산출하는데, 고도

와 지표이용도 등 기상 요소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

들은 한 격자의 대표값과 실제 지점에서의 값과 차이

가 있을 수 있어 이로 인해 오차가 발생한다. 반면에

LSTM 모델은 후기 예측시간대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데 이는 LSTM이 한 지점에서의 기상 요소들만 고려

하여 주변 지역의 기상 변화와 상태를 반영할 수 없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풍속의 경우 T+13까지 LSTM이 1.15~2.1, LDAPS

가 1.7~2.2 정도의 값을 보였다. 대부분의 시간대에서

LSTM의 RMSE가 낮았으며 T + 5 이내의 초기시간에

는 0.5~0.8 정도 낮은 값을 보였는데, 풍속의 평균값

을 고려하면 이는 대단히 큰 수치이다. 다만 기온, 상

대습도와 유사하게 그 이후로는 성능의 차이가 지속

적으로 줄어들며 T + 12경부터는 0.1 내외의 작은 차

이만을 보였고 T + 14부터는 거의 유사하거나 약간 우

세한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성능의 역전이 나타나진

않으며 이는 수치예보모델의 풍속 예측이 기온이나

상대습도보다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과들을 종합하면, LSTM은 T + 10 이내의 예측 시

간대에서 LDAPS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그러

므로, LSTM 모델은 초단기 예보에 활용할 가치가 있

다고 보여진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LSTM과 LDAPS

Fig. 8. Comparison of RMSE between LSTM (solid line) and LDAPS (dash line) temperature (red), wind speed (purple), and

RH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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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악기상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이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하지만 악기상이 시작된 직후 예측을 시작하

면 초기장에 악기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므로 예측

성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ASOS 관

측 간격인 1분마다 예측을 시작할 수 있는 LSTM이

6시간 간격의 LDAPS보다 악기상 예측에 더 많은 가

능성을 지닐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향후 계획

기상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수치예보모델

은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 요인들로 인해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그 요인들 중 역학방정식에서

의 문제는 기술의 발달로도 해결이 어렵다. 또한 이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CPU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비용적 측면에서 많은 불리함을 보인다. 반면 딥

러닝 기반의 LSTM 모델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

켜주고 개인용 PC의 그래픽카드나 딥러닝 전용 워크

스테이션 정도로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LSTM 모델을 구축하여 실험

을 통해 LSTM에 입력될 요소들의 조합과 적용할 활

성화함수를 평가하고 그 결과 EX2 조합과 tanh 함수

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LSTM과 기상

청 현업 LDAPS 모델의 예측결과를 비교하였는데,

T + 8~+ 10 이내의 비교적 짧은 예측시간 내에서는

LSTM 모델의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를 초단기예보에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만, 이 연구에서 구축한 LSTM 모델은 한 지점에서의

시간에 대한 1차원 모델로서 주변 지점을 고려할 수

없어 10시간 이상의 예측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향후에는 2차원의 공간적인 분석이 가능한 CNN 기

법을 LSTM에 접합하여 시간에 2차원 공간을 더해 3

차원 CNN-LSTM 접합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려 한다. 이러한 모델의 개발은 수치예

보모델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상 예보의 신뢰성 향

상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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