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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M을 이용한 한반도 근해 이상수온 예측모델

최혜민 1)·김민규 2)·양 현 3)†

Abnormal Water Temperature Prediction Model Near 
the Korean Peninsula Using LSTM

Hey Min Choi 1)·Min-Kyu Kim 2)·Hyun Yang 3)†

Abstract: Sea surface temperature (SST) is a factor that greatly influences ocean circulation and
ecosystems in the Earth system. As global warming causes changes in the SST near the Korean Peninsula,
abnormal water temperature phenomena (high water temperature, low water temperature) occurs, causing
continuous damage to the marine ecosystem and the fishery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methodology to predict the SST near the Korean Peninsula and prevent damage by predicting abnormal
water temperature phenomena. The study area was set near the Korean Peninsula, and ERA5 data from
the European Center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CMWF) was used to utilize SST data at
the same time period. As a research method, Long Short-Term Memory (LSTM) algorithm specialized
for time series data prediction among deep learning models was used in consideration of the time series
characteristics of SST data. The prediction model predicts the SST near the Korean Peninsula after 1- to
7-days and predicts the high water temperature or low water temperature phenomenon. To evaluate the
accuracy of SST prediction,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Root Mean Squared Error (RMSE), and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indicators were used. The summer (JAS) 1-day prediction
result of the prediction model, R2=0.996, RMSE=0.119°C, MAPE=0.352% and the winter (JFM) 1-day
prediction result is R2=0.999, RMSE=0.063°C, MAPE=0.646%. Using the predicted SST, the accuracy
of abnormal sea surface temperature prediction was evaluated with an F1 Score (F1 Score=0.98 for high
water temperature prediction in summer (2021/08/05), F1 Score=1.0 for low water temperature prediction
in winter (2021/02/19)). As the prediction period increased, the prediction model showed a tendency to
underestimate the SST, which also reduced the accuracy of the abnormal water temperature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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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해양은대기보다더큰열함량을가지고열수송역

할을 하여 대규모 남북 순환에 의해 전 지구 규모로 기

후에영향을끼친다. 해수면온도는기상현상에서주요

한요인이며해수면온도변화는해양의순환과생태계

기능 및 역할에 큰 변화를 초래한다(Bader and Latif,

2003; Stockdale et al., 2006). 수온급변은해양생물서식

환경 악화, 해양산성화에 따른 수중 생태환경 변화, 어

종의 변화와 출현 감소 등을 초래한다. 또한 해수면 온

도상승은바닷물을팽창하여해수면상승가속화의원

인이되어해안범람으로인한인명피해로이어질수있

다(Aral and Guan, 2016; Kumar et al., 2021). 따라서 해수

면온도는지구시스템에서중요한요인이다.

최근 한반도 연근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

도 변화로 인해 겨울철(12~2월)에는 저수온 현상(Low

water temperature, LWT)이 집중되고 여름철(7~9월)에

는 고수온 현상(High water temperature, HWT)이 집중

되어 해양생태계와 수산업 피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

키고 있다(Lee et al., 2008; Nowicki et al., 2012). 저수온

현상은 수온하강으로 생리·대사 저하, 영양 결핍, 질병

저항성 저하 등을 야기하여 고수온성 어류(참돔, 돌돔,

농어등)의대량폐사를일으킨다. 고수온현상은수온상

승으로용존산소변화로인해저수온성어류(조피볼락,

넙치 등)의 대량 폐사 발생을 야기한다(Lee et al., 2018).

해수면온도변화로인한피해를예방하기위해국립수

산과학원에서는 저수온과 고수온 특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저수온 특보제는 주의보(수온 4°C 도달 및 전일

대비 3°C 하강 또는 평년 대비 2°C 하강), 관심(주의보

발령예측 7일전후), 경보(수온 4°C이하 3일이상지속)

로발령된다. 고수온특보제는주의보(수온 28°C 도달),

관심(주의보 발령 약 7일 전), 경보(주의보 3일 이상 지

속)로발령된다. 저수온현상은양식어가에 2017년 77.9

억원, 2018년 103.4억원, 2021년 8억원, 2022년 0.7억원의

피해액을발생시켰다(MOF, 2022). 고수온현상은 2016

년이후부터매년약 22일이상고수온현상이지속되며,

2016년 183.6억원, 2017년 78.8억원, 2018년 604.6억원,

2019년 9.7억원, 2021년 196.9억의피해액을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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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ause of underestimation of the predictive model
in the future and study to improve the prediction accuracy.
Key Words: Sea surface temperature, High water temperature, Low water temperature, Long short-term

memory

요약: 해수면온도(Sea surface temperature, SST)는지구시스템에서해양의순환과생태계에큰영향을주는요

소이다. 지구온난화로한반도근해해수면온도에변화가생기면서이상수온(고수온, 저수온) 현상이발생하

여해양생태계와수산업피해를지속적으로발생시키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한반도근해해수면온도를예

측하여이상수온현상예측으로피해를예방하는방법론을제안한다. 연구지역은한반도근해로설정하여동

시간대 해수면 온도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Europe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CMWF)의

ERA5 자료를사용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해수면온도데이터의시계열특징을고려하여딥러닝모델중시

계열데이터예측에특화된 Long Short-Term Memory (LSTM) 알고리즘을이용하였다. 예측모델은 1~7일이후

한반도근해해수면온도를예측하고고수온(High water temperature, HWT) 혹은저수온(Low water temperature,

LWT) 현상을 예측한다. 해수면 온도 예측 정확도 평가를 위해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평균

제곱근 편차(Root Mean Squared Error, RMSE),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지표를사용하였다. 예측모델의여름철(JAS) 1일예측결과는 R2=0.996, RMSE=0.119°C, MAPE=0.352% 이고,

겨울철(JFM) 1일예측결과는 R2=0.999, RMSE=0.063°C, MAPE=0.646% 이었다. 예측한해수면온도를이용하

여이상수온예측정확도평가를 F1 Score로수행하였다(여름철(2021/08/05) 고수온예측결과 F1 Score=0.98,

겨울철(2021/02/19) 저수온예측결과 F1 Score=1.0). 예측기간이증가하면서예측모델이해수면온도를과소

추정하는경향을보여주었고, 이로인해이상수온예측정확도또한낮아졌다. 따라서, 향후예측모델의과소

추정원인을분석하고예측정확도향상을위한연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MOF, 2021). 해양수산부에서는이상수온피해를최소

화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 국립수산과학원과함께예

방중심적대응체계를확립하고실시간수온관측망을

운영하여관측하는등수온변화로인한피해를대비하

고있다.

딥러닝알고리즘을이용한해수면온도예측연구들

은다양하게연구되어왔다. Zhang et al. (2017) 연구에서

는 중국 연해 장단기 해수면 온도 예측을 위해 Support

Vector Machine과 Long Short-Term Memory (LSTM) 모

델로 1~3일해수면온도예측실험을진행하였고, 실험

결과 LSTM모델의성능이우수함을증명하였다. Kim et

al. (2020)는전라남도고흥에서여수연안의해수면온도

예측과고수온탐지실험을통해해수면온도예측모델

트레이닝에서해수면온도데이터와기상데이터를함

께트레이닝하는것이해수면온도데이터만사용하여

예측모델보다정확도가향상된다고제안하였다. Jung et

al. (2020) 연구에서는 LSTM과Convolutional LSTM을이

용하여한반도남해지역의해수면온도예측과고수온

을 탐지하는 실험을 통해 LSTM보다 Convolutional

LSTM의성능이우수함을증명하였다. Choi et al. (2021)

연구에서는 LSTM을 이용하여 남해안 지역의 한 픽셀

에대해 1~7일해수면온도예측과고수온탐지실험을

진행하였고, 단기간예측이장기간예측모델보다성능

이우수함을증명하였다. Ko et al. (2021)에의하면 LSTM

모델을활용하여이어도기지의해수면온도예측실험

을통해해수면온도만활용한모델보다기상데이터를

함께활용한모델이우수함을증명하였다.

기존연구대부분 LSTM 모델을활용하여일부지역

에대한해수면온도예측연구들이수행되었지만한반

도 근해 전체에 대한 해수면 온도 예측하는 연구는 없

었다. 따라서본연구는 LSTM 기법을활용하여한반도

근해해수면온도를예측하고저수온과고수온과같은

이상수온탐지로해양경제피해를예방하는방법론을

제안한다. 연구 지역은 일부 픽셀에 대한 해수면 온도

예측하는 사전연구들을 확장시켜 한반도 근해의 해수

면온도를예측하였다. 연구데이터는데이터결측이없

는동시간대해수면온도를감시하기위해위성데이터

재분석자료를이용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사전연구

들을참고하여해수면온도의시계열흐름특징을고려

해딥러닝알고리즘중시계열예측에특화된 LSTM 알

고리즘을이용하였다. 해수면온도를예측하고이상수

온현상을탐지하여해수면온도예측정확도와이상수

온발생지역의공간적분포를분석하였다.

2. 데이터

1) 연구 지역

본연구에서연구지역은국립수산과학원의저수온

과 고수온 특보 발령 해역도를 참고하여 한반도 근해

위도 33–38.75°N와 경도 124.5–130.25°E로 지정하였다

(Fig. 1). 해수면온도흐름과이상수온현상이발생하는

지역을파악하기위해한반도근해를연구지역으로선

정하였다. 해수면온도데이터는 foundation SST를사용

하는데 이는 태양의 일일 주기(diurnal variation)로 인한

변동이 없는 해수면 온도 자료이다(Donlon et al., 2007).

연구기간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하였으며, 매

정오 시간이 해수면 온도가 하루 중에 가장 높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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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on of data from the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CMWF) for
use in this study

Horizontal resolution 0.25° × 0.25°
Temporal resolution Hourly (12:00)

Temporal coverage January 1, 2000 to December 31, 2021
(8,132 days)

File format NetCDF
Variable Sea surface temperature (SST)
Location 33–38.75°N, 124.5–130.25°E

Fig. 1.  Study area.



정하여정오시간의해수면온도데이터를사용하였다.

LSTM 기법을활용하여해수면온도예측모델을생

성하기위해서는예측모델훈련과정에서 10년치데이

터 누락이 없는 해수면 온도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1979년부터 현재까지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유럽중기

예보센터(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CMWF)의 ‘ERA5 hourly data on single levels

from 1979 to present’ 데이터셋을사용하였다. ERA5는

1시간 간격의 해상도를 가지며 공간해상도는 0.25°×

0.25°를 가진다. 데이터는 기후 데이터 저장소(Climate

Data Store, CDS) 웹 인터페이스(https://cds.climate.

copernicus.eu/cdsapp#!/dataset/reanalysis-era5-single-

levels)를통해다운로드하거나, CDS API서비스를통해

다운로드할수있다.

2) 이상 수온 현상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고수온과 저수온 특보 발령

기준을 28°C와 4°C로 지정하였다. 연구 지역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고수온(HWT)과저수온(LWT)

현상을분석하였으며카운트한결과는 Fig. 2와같다. 고

수온현상은주로남해안지역에서지속적으로발생하

였으며, 2018년의 경우 서해안까지 확대되었고 2021년

의경우동해안까지확대되었다. 저수온현상은주로서

해안지역에서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다.

3) 연구 데이터 분석

해수면온도데이터는계절적특징과시계열흐름특

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 수온의 분류 기

준은 국립수산과학원 저수온과 고수온 특보를 바탕으

로 설정하였으며, 저수온의 경우 4°C 이하와 평년대비

2°C 이상 낮아지는 경우를 기준으로 지정하였고, 고수

온은 28°C 이상과평년대비 2°C 이상증가하는경우를

기준으로 지정하였다. Fig. 3(a)는 연구 지역 중에서 고

수온현상이자주발생하는여수와거제사이에위치한

남해안 지역 Target 1 (34.5°N 128.25°E)이고, Target 2

(37.0°N 126.0°E)는 저수온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가로

림만근처서해안지역이다. Fig. 3(b)는 Target 1 지역에

대한 연구기간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해수면 온도

추이를시계열로분석한결과고수온기준인 28°C이상

해수면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

근 5년 사이에 고수온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

향을보이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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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is the number of occurrences of high water temperature (HWT) and (b) is the low water temperature (LWT)
near the Korean Peninsula from 2017 to 2021.

(a)

(b)

https://cds.climate.copernicus.eu/cdsapp#!/dataset/reanalysis-era5-single-levels
https://cds.climate.copernicus.eu/cdsapp#!/dataset/reanalysis-era5-single-levels
https://cds.climate.copernicus.eu/cdsapp#!/dataset/reanalysis-era5-single-levels


Fig. 3(c)는 Target 2 지역에 대한 연구 기간의 해수면

온도이고 저수온 기준인 4°C 이하로 해수면 온도가 하

강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이기간동안해상지

역에서는 2007년을제외하고는매해저수온현상이발

생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Target 1과 2 모두매

년비슷한온도흐름을가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해수면 온도 데이터 시계열 흐름을 고

려하여연구방법으로딥러닝기반시계열데이터예측

에특화된 LSTM 알고리즘을활용하였다.

3. 연구방법

1) 연구 흐름도

해수면 온도 예측과 이상 수온 탐지를 위한 연구 흐

름도는 Fig. 4와같으며, 예측모델트레이닝, 예측모델

테스트, 이상 수온 탐지로 구성된다. 예측 모델 트레이

닝단계에서는m일이후연구지역의해수면온도를예

측하는모델을생성한다. 이때연구지역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해수면온도를사용하여각픽셀마다해수

면 온도 예측 모델을 생성하였다. 이는 각 픽셀 지역의

수온특성을고려하여예측정확도를높이기위한구조

이다. 연구지역전체픽셀수는육지를제외한 374개이

므로예측모델수또한 374개로구성된다.

생성된예측모델에테스트데이터를입력하여해수

면온도를예측하고예측한해수면온도가이상수온인

지 탐지하고, 해수면 온도 예측 정확도와 이상 수온 분

류정확도평가를진행하였다. 해수면온도예측정확도

평가는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평균

제곱근 편차(Root Mean Squared Error, RMSE), 평균 절

대백분율오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를 사용하였다. 이상 수온 분류 정확도 평가는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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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is the two targets (34.5°N 128.25°E and 37.0°N 126.0°E) in the study area, (b) and (c) are SST time series
graphs for Target 1 and Target 2 (red line of (b) and (c) means 28°C and 4°C).

                                                          (b)                                                                                                                  (c)

(a)



분류성능평가에사용되는수신자조작특성공간분석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Space, ROC )과 F1 Score

로이상수온분류성능평가를진행하였다.

2) LSTM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은 연속적인 시계열

(time-series)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모델로 알려져 있다

(Cai and Liu, 2016; Graves et al., 2009; Zhao et al., 2019). 입

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구성되어있으며입출력데이

터로반복학습하는순환구조이다. RNN은시간이길어

질수록과거데이터에대한기억이소실되어미래의데

이터에반영되지않는기울기소실(Vanishing Gradient)

문제가 있다(Bengio et al., 1994). 이러한 RNN의 장기의

존성(Long-Term Dependenc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ochreiter and Schmidhuber (1997)는 LSTM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네트워크 은닉층에 forget gate, input gate,

output gate를추가하여시간이오래된정보도기억하여

RNN의장기의존성문제를해결한네트워크구조이다.

Fig. 5는 RNN과 LSTM 구조이다.

LSTM 구조에는장기간동안기억되는 cell state(C)와

단기간동안기억되는 hidden state(h)가있으며, 다음단

계에 입력될 cell state(Ct)와 hidden state(ht)를 업데이트

해서기억할정보와잊어버릴정보계산하는구조이다.

현재입력값(xt)과이전 hidden state(ht–1)를 sigmoid함수

(σ)를이용하여 forget gate에서는잊어버릴정보를결정

하고 input gate에서는기억할정보를결정한다. 여기서

W와 t는각게이트의가중치와편향값이다. 동시에입

력값(xt)과이전 hidden state(ht–1)를 tanh 함수를통해새

로운 vector(~Ct)를만들고, forget gate와 input gate의값들

을 더하여 새로운 cell state(Ct)로 업데이트 한다. forget

gate, input gate의수식은다음과같다.

ft = σ(Wf · [ht–1, xt] + bf)                       (1)

it = σ(Wi · [ht–1, xt] + bi)                       (2)
~Ct = tanh(Wc · [ht–1, xt] + bc)                    (3)

Ct = ft × Ct–1 + it × ~Ct                          (4)

마지막 단계인 output gate는 다음 단계에 입력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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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udy flow chart.

Fig. 5.  (a) RNN and (b) LSTM structure.
(b)

(a)



hidden state(ht)를결정하며수식은다음과같다.

ot = σ(Wo · [ht–1, xt] + bo                       (5)

ht = ot × tanh(Ct)                            (6)

3) 예측 모델 트레이닝

각픽셀마다 m일이후해수면온도를예측하는예측

모델을생성한다. 예측모델트레이닝과테스트에사용

되는 데이터는 각 픽셀에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하고 2021년은 테스트 데이터

로사용했다. 트레이닝데이터셋 X를수식으로표현하

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n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날짜(days)의전체날짜수(7,672 = 365×21 years)를의미

한다.

X = x1, x2, x3, …, xn                          (7)

LSTM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손실 함수는 평균

절대오차(Mean absolute error)로결정하였고, 최적화알

고리즘은Adaptive Moment Estimation (Adam) Optimizer

를사용하였다. 하이퍼파라미터 Epoch Size, Batch Size,

Window Size, Learning rate는 사전 연구들을 참고하고

경험적 실험을 통해 결정하였다. 남해안 지역의 한 픽

셀(34.5°N 128.25°E)에 대해 2021년 4일 예측 실험을

Epoch size (50, 100, 150), Batch size (32, 64, 128), Window

size (5, 15, 30), Learning rate (0.1, 0.01, 0.0001)에 대해 진

행하였고, RMSE값이가장낮고한픽셀의모델훈련시

간이 1분이하였던Epoch Size 100, Batch Size 64, Window

Size 15, Learning rate 0.01로 하이퍼파라미터를 선정하

였다. 아래수식은 Input data set을나타낸수식으로 t는

Input data set의기준일(standard date)을의미한다.

Xt = xx–14, xx–13, xx–12, …, xt (15 ≤ t ≤ n)           (8)

LSTM 모델의 Input data shape은 (Data size, Window

size, Features)이며 Output data shape은 (Data size)이다.

따라서본연구의 ‘m일이후해수면온도예측모델’트

레이닝의 Input data shape Xt는 (7,672, 15, 1)이고 Output

data shape Ht+m은 (7,672)이며, Fig. 6와같이다대일(many-

to-one) 구조로되어있다.

Fig. 7은 ‘2일 이후 해수면 온도 예측 모델’ 트레이닝

과정의 1 step을보여준다. 2일예측모델트레이닝과정

에서 2018년 8월 22일의 해수면 온도를 예측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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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art of the 2-day SST prediction model training.

Fig. 6.  Structure of the many-to-one LSTM model.



서 Input data set (Xt = xt–14, xt–13, …, xt–1, xt)은 2018년 8월

5일부터 20일까지이고, Output data set (Ht+2)은 8월 22일

이 된다. Input data set으로 예측한 값과 Output data set

을비교는과정을반복하는트레이닝과정을거쳐 m일

이후해수면온도예측모델을생성한다.

4) 예측 모델 테스트

m일이후해수면온도예측모델은연구지역의각픽

셀마다기준일부터 15일이전데이터(Xt = xt–14, xt–13, …,
xt–1, xt)를 입력하면 기준일에서 m일 이후 해수면 온도

(Ht+m)를예측하는구조이다. 모델테스트과정은첫번째,

육지를제외한연구지역모든픽셀의예측모델에 Input

data set (Xt
(0,0), Xt

(0,1), …, Xt
(23,22), Xt

(23,23))을입력하여Output

data set (Ht+m
(0,0), Ht+m

(0,1), …, Ht+m
(23,22), Ht+m

(23,23))을 예측한다. 두

번째로 예측한 해수면 온도 데이터를 매핑(mapping)하

여 한반도 근해 해수면 온도 지도를 생성한다. 모델 테

스트과정은 Fig. 8과같다.

5) 정확도 평가

본연구의예측모델정확도평가를위해 ECMWF 해

수면 온도(SSTobs_mapt+m)와 예측한 해수면 온도(SSTest

_mapt+m)를 사용하여 예측 모델의 해수면 온도 예측 정

확도 평가와 이상 수온 탐지 분류 평가를 진행하였다.

고수온 예측 결과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2021년 7

월부터 9월(Jul., Aug., Sep.; JAS)까지 90일을고수온테스

트기간으로, 저수온예측결과의정확도를평가하기위

해 2021년 1월부터 3월(Jan., Feb., Mar.; JFM)까지 90일을

저수온테스트기간으로각각선정하였다. 수식은다음

과 같으며 이때 t는 기준일이고 m은 예측 기간을 의미

한다. 한 픽셀의 ECMWF 해수면 온도는 SSTobs_pxlt+m

이고, 예측한 해수면 온도는 SSTest_pxlt+m; Ht+m이다. 여

기서 SSTobs_pxlst+m는 한 픽셀에 대한 90일간 ECMWF

의해수면온도이고, SSTest_pxlst+m는한픽셀에대한 90

일간의 예측한 해수면 온도 리스트이다. SSTobs_mapt+m

는 연구지역에서 ECMWF의 90일간 모든 픽셀의 해수

면 온도이고 SSTest_mapt+m는 연구지역에서 예측 모델

로예측한 90일간의모든픽셀의해수면온도이다(예측

모델의개수=374).

SSTobs_pxlst+m = ∑90
i=1SSTobs_pxli

t+m               (9)

SSTest_pxlst+m = ∑90
i=1SSTest_pxli

t+m              (10)

SSTobs_mapt+m = ∑374
i=1SSTobs_pxlsi

t+m            (11)

SSTest_mapt+m = ∑374
i=1SSTest_pxlsi

t+m             (12)

예측모델의여름철과겨울철해수면온도예측정확

도 평가를 위해 회귀 모델 평가 지표들을 아래의 식과

같이사용하였다.

R2
map = 1 –     (13)∑i

n(SSTobs_pxli
t+m – SSTest_pxli

t+m)2

∑i
n(SSTobs_pxli

t+m – SSTobs_pxlst+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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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esting processes for the SST prediction model.



= ∑i
nSSTobs_pxli

t+m            (14)

RMSEmap =  (15)

MAPEmap= ∑i
n | |(16)

이때 n은 34,034(=374×90)으로 SSTobs_mapt+m와 SSTest

_mapt+m의 총 픽셀 수(374개)와 여름철(JAS) 또는 겨울

철(JFM)의날짜수(90일)의곱이다. R2
map는실제값과예

측 값 사이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과 1 사

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RMSEmap는 실제 값과 예측 값 차이를 나타

내는직관적인지표이다. RMSEmap는과소추정혹은과

대추정인지파악하기힘든단점이있기때문에이러한

단점을고려하여오차를비율(%)로표현하는 MAPEmap

지표를함께사용하였다.

이상 수온 탐지 분류 평가는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 F1 Score와 ROC 공간 분석을 이용하여 정확도

를 측정하였다. 이상 수온의 기준에 도달하면 저수온

(LWT) 혹은 고수온(HWT)로 판단하는 알고리즘으로

구성하였다. 혼동행렬은 TP, TN, FP, FN으로분류되며

Fig. 9와 같다. 여기서 T=True, F=False, P=Positive, N=

Negative를 의미하고, TP, TN, FP, FN은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이다. TP는실

제 값과 예측모델 모두 이상 수온으로 분류한 것이며,

TN은실제값과예측모델모두정상수온으로분류한것

이다. FP는실제값은정상수온이지만예측값이이상수

온으로예측한경우이고, FN은실제값은이상수온이지

만예측값이정상수온으로예측한경우를의미한다.

ROC 공간 분석은 True Positive Rate (TPR)과 False

Positive Rate (FPR) 두 가지를 y와 x축으로 놓은 그래프

이다. ROC 공간 분석은 좌측 상단에 가까울수록(TPR

이 크고 FPR이 작은) 모델이 이상 수온을 잘 분류함을

보여주며공식은아래와같다.

TPR =                           (17)

FPR =                           (18)

F1 Score는정밀도(Precision)와재현도(Recall)의조화

평균으로구하며, F1 Score 값이클수록이상수온분류

성능이우수함을나타낸다. 정밀도, 재현도, F1 Score의

공식은아래와같다.

Precision =                       (19)

Recall(TPR) =                    (20)

F1 Score = 2 *            (21)

4. 연구 결과

1) 2021년 1일과 7일 예측 모델 결과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 생성된 1일과 7일 예측 모델

로고수온과저수온현상이발생하는지역의 2021년해

수면온도를예측하였다. Fig. 10은앞의 2.3장연구데이

터 분석에서 분석한 두 지역에 대해 예측한 결과이다.

Fig. 10(a)와 (b)는 고수온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34.5°N

128.25°E)의 1일과 7일 예측 모델 결과로 red line은 고

수온 특보 발령 기준은 28°C를 의미하며, 예측 모델이

해수면 온도와 고수온 현상을 잘 예측함을 보여준다.

Fig. 10(c)와 (d)는저수온현상이발생하는지역(37.0°N

126.0°E)을 1일과 7일 예측 모델로 2021년 해수면 온도

를 예측한 결과이고 blue line은 저수온 특보 발령 기준

인 4°C를의미한다. 4°C 이하의저수온현상도잘예측

하였음을 보여준다. 두 지역 모두 1일 예측 모델보다 7

일예측모델의정확도가낮아졌으나, R2는 1에가깝고

RMSE와MAPE가 0에가까운결과를보여예측모델이

잘동작함을알수있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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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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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2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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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nfusion Matrix.



2) 여름철 해수면 온도와 고수온 현상 예측

여름철에대한예측모델해수면온도와고수온현상

예측정확도평가를진행하였다. 고수온현상은여름철

7월말에서 8월초에빈번하게발생하기때문에최근고

수온현상이발생한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해수면온

도를 1~7일 예측 모델로 예측하고, ECMWF 해수면 온

도와의차이를비교하였다. 또한예측모델이고수온현

상이발생할지역을정확하게예측했는지정확도평가

를진행하였다. 해수면온도예측정확도평가지표는 R2,

RMSE, MAPE를사용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와 Fig. 11

에나와있다. 연구결과에서예측기간이길어지면서예

측정확도는낮아졌다. Fig. 12는 2021년여름철(JAS) 1일

과 7일 예측 모델로 예측한 해수면 온도의 RMSE와

MAPE 공간적 분포 결과이다. 1일 예측 결과에서는

RMSE 0.1187°C이고MAPE는 0.3522%였고, 7일예측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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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1- (EST-1) and 7-day (EST-7) estimated SST for the (a)-(b) are High water temperature phenomena
occurrence pixel (34.5°N 128.25°E) and (c)-(d) are Low water temperature phenomena occurrence
pixel (37.0°N 126.0°E) in 2021.

                                                                  (c)                                                                                                      (d)

                                                                  (a)                                                                                                      (b)

Table 2.  R2, RMSE, and MAPE accuracy evaluations for
summer (JAS) 2021 SST predicted by the 1- to
7-day prediction models

Prediction period
(days) R2 RMSE MAPE

1 0.9959 0.1187 0.3522
2 0.9888 0.1957 0.6048
3 0.9772 0.2789 0.8928
4 0.9590 0.3739 1.2285
5 0.9348 0.4715 1.5644
6 0.9069 0.5632 1.9114
7 0.8766 0.6485 2.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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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RMSE and MAPE spatial distribution results for summer (JAS) 2021 predicted by the 1- and 7-day prediction
models.

                                                        (c)                                                                                                              (d)

                                                        (a)                                                                                                              (b)

Fig. 11.  R2, RMSE, and MAPE results for summer (JAS) 2021.
                                                              (a)                                                                                                          (b)



과의 RMSE는 0.6485°C이고MAPE는 2.2247%로나타났

다. 오차범위가높아진이유는예측기간이길어지면서

예측모델이해수면온도를과소추정하기때문으로추

정된다. 또한예측기간이 6일이상부터정확도가낮아

지는데향후연구에서 Kim et al. (2020)을참고하여입력

데이터에해수면온도에영향을주는바람, 기압자료추

가하여정확도향상연구를추후진행할계획이다.

예측한 해수면 온도를 고수온 특보 발령 기준에 따

라해수면온도가 28°C이상일경우와평년대비 2°C이

상상승하는경우두가지를고수온으로판단하는알고

리즘을 적용하여 2021년 8월 5일에 대한 고수온 예측

정확도평가를진행하였다. 1~7일예측모델의고수온

(HWT) 예측 정확도 평가는 F1 Score, TPR과 FPR를 사

용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과 Fig. 13에 나와있다. 고수

온(HWT)과 정상 수온(Normal)을 정확하게 예측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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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1 Score, TPR, and FPR values for HWT estimates
for August 5, 2021, using 1- to 7-day prediction
models

Prediction period
(days) F1 Score TPR FPR

1 0.9805 0.97 0.01
2 0.9686 0.96 0.02
3 0.9374 0.90 0.02
4 0.8482 0.74 0.00
5 0.7506 0.60 0.00
6 0.7259 0.57 0.00
7 0.6560 0.49 0.00

Fig. 14.  High water temperature prediction map for August 5, 2021, created using 1- and 7-day prediction models.
                                                            (a)                                                                                                             (b)

Fig. 13.  F1 Score and ROC space results for August 5, 2021 predicted by the 1- to 7-day prediction models.
                                                                (a)                                                                                                                  (b)



율이잘못예측(FP, FN) 비율보다높았으나, 예측기간

이길어질수록예측모델이해수면온도를과소추정하

기 때문에 FN이 비율이 높아졌다. Fig. 14는 1일과 7일

예측모델의고수온예측정확도를공간적분석한그림

이다. 7일예측모델이 1일예측모델에비해 FN의비율

이높아져 F1 Score가낮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하

지만 1일 예측의 경우 2021년 8월 5일 국립수산과학원

의고수온특보발령해역도의동해, 남해내만과연안,

서해(천수만~장산도), 흑산도그리고제주도연안을탐

지하여 예측 모델의 고수온 예측이 잘 동작함을 알 수

있었다(NIFS, 2021a).

3) 겨울철 해수면 온도와 저수온 현상 예측

본연구의예측모델의겨울철해수면온도와저수온

현상 예측 정확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저수온 현상은

주로 1월과 2월에발생하기때문에 2021년 1월부터 3월

까지의 한반도 근해 해수면 온도 현상을 예측하고, R2,

RMSE, MAPE를사용하여정확도평가를하였다. Table

4와 Fig. 15는 겨울철 해수면 온도 예측 정확도 평가 결

과이다. 연구결과 R2는 0.9로 1에가까운결과를보여주

었고, RMSE는 0.06–0.37°C로 0에가까운결과를보여주

었다. 그리고 MAPE는 0.6–4% 결과를 보여주었다. R2,

RMSE, MAPE 결과보았을때여름철예측정확도(R2=

0.87–0.99, RMSE=0.12–0.65°C, MAPE=0.35–2.2%)가 유

사한결과를보여주었다. 여름철실험결과와유사하게

겨울철도 예측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확도는 낮아지는

것을확인할수있었다. 한편MAPE계산특성상실제값

이 0에 가까울수록 오차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해

수면 온도가 0~1 사이인 겨울철의 MAPE 값이 여름철

에비해크게나타났지만, RMSE 결과여름철과겨울철

의 결과값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Fig. 16은 1일

과 7일예측모델로예측한 2021년겨울철(JFM)에대한

RMSE와 MAPE 공간분포결과이다. 예측기간이증가

하면서전반적으로오류가높아졌고특히서해연안의

오차가크게발생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겨울철저수온현상발생을예측하기위해저수온특

보발령기준에따라해수면온도가 4°C 이하일경우와

평년 대비 2°C 이상 하강하는 경우 저수온으로 판단하

는알고리즘을적용하였다. 1~7일예측모델의저수온

(LWT) 정확도 평가는 F1 Score와 ROC space를 진행하

였으며 결과는 Table 5와 Fig. 17과 같다. 저수온(LWT)

과 정상 수온(Normal)을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이 잘못

예측(FP, FN) 비율보다 높았다. 예측 기간이 길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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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R2, RMSE, and MAPE results for winter (JFM) 2021.
                                                                (a)                                                                                                                  (b)

Table 4.  R2, RMSE, and MAPE values for SST estimates
for February 19, 2021, using 1- to 7-day prediction
models

Prediction period
(days) R2 RMSE MAPE

1 0.9998 0.0631 0.6458
2 0.9993 0.1045 1.1028
3 0.9984 0.1627 1.6468
4 0.9972 0.2157 2.7245
5 0.9955 0.2719 3.3092
6 0.9934 0.3286 3.5271
7 0.9916 0.3719 3.9472



서예측모델이해수면온도를과소추정하여 FN 비율

이증가하면서 F1 Score가낮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

었다. 2021년 2월 19일 국립수산과학원의 저수온 특보

발령 해역도에서는 서해 연안과 남해안의 득량만, 가

막만, 사천만에서 저수온 주의보가 발령되었다(NIFS,

2021b). 예측모델결과에서는서해연안의저수온현상

예측은할수있었으나남해안부근의저수온현상은예

측하지못했는데, 이는본연구에서사용하는 ECMWF

의해수면온도와국립수산과학원속보의해수면온도

의측정지점이일치하지않는한계점이있기때문에저

수온 현상을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

년이전까지서해안중심으로저수온현상이발견되었

으나, 남해안에 2021년저수온이신규발령되었기때문

에 예측 모델의 저수온 탐지 훈련이 이전에 되지 않은

점도한계점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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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RMSE and MAPE spatial distribution results for winter (JFM) 2021 predicted by the 1- and 7-day prediction
models.

                                                        (c)                                                                                                              (d)

                                                        (a)                                                                                                              (b)

Table 5.  F1 Score, TPR, and FPR values for LWT estimates
for February 19, 2021, using 1- to 7-day prediction
models

Prediction period
(days) F1 Score TPR FPR

1 1.0000 1.0000 0.000
2 1.0000 1.0000 0.000
3 0.9815 0.9636 0.000
4 0.9623 0.9273 0.000
5 0.9423 0.8909 0.000
6 0.9423 0.8909 0.000
7 0.9126 0.8545 0.019



5. 토의 및 결론

여름철과겨울철에한반도근해의고수온및저수온

과관련한시계열분석을수행한결과남해안에서는최

근 5년동안 고수온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인반면, 서해안에서는저수온현상이주로발생하

고 있었다. 특히 저수온과 관련한 해당 연구 지역에서

는지난 10년간 2007년을제외하고는매해저수온현상

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한반도근해이상수온으로인한해양생태계와해

양경제적피해를예방하기위해한반도근해해수면온

도와이상수온을예측하는방법론을제시하였다. 해수

면온도데이터의시계열흐름특징을고려해 LSTM 알

고리즘을활용하였고, 한반도근해의동시간대해수면

온도데이터를사용하기위해 ECMWF의 ERA5 해수면

온도데이터를사용하였다. 연구지역에서각해역의해

수면온도변화특성을고려하여픽셀단위로 1~7일이

후해수면온도를예측하는예측모델을생성하였다.

해수면온도와이상수온(고수온/저수온)의예측정

확도평가를위해여름철과겨울철예측평가를진행하

였다. 예측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측 모델의 예측 정확

도는낮아졌으나 1일예측모델의여름철실험결과 R2

=0.996, RMSE=0.119°C, MAPE=0.352%이었고, 겨울철

실험 결과 R2=1.0, RMSE=0.063°C, MAPE=0.64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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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Low water temperature prediction map for February 19, 2021, created using 1-, and 7-day prediction models.
                                                          (a)                                                                                                                  (b)

Fig. 17.  F1 Score and ROC space results for February 19, 2021.
                                                                     (a)                                                                                                                 (b)



었다. 여름철고수온현상예측결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이상 수온 특보 발령도의 지역과 예측 모델의 이상 수

온예측지역은유사하였다. 1~4일예측모델의 F1 Score

는 0.8 이상으로이상수온예측이잘동작하였으나, 5일

이상부터 0.8 이하로낮아지는이유는해수면온도가과

소추정되면서이상수온예측성능이낮아진것으로판

단된다. 이러한 점은 향후 연구에서 해수면 온도에 영

향을주는기압, 풍속, 강수량과같은요인들을입력자

료에 추가하면 예측 정확도가 향상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Kim et al., 2020; Ko et al., 2021). 한편, 성능평가결

과중연안지역에서의정확도가대양에비해상대적으

로 부정확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모델 기반의 자료인

ECMFW 자료가 연안보다는 대양에 특화된 자료이기

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향후연구에서는부이자료와

같은현장자료를활용하여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

기위한방안을고안할계획이다.

이번연구에서는예측모델을각픽셀마다생성하였

는데추후에는연구기간동안연구지역의모든픽셀의

해수면온도를한번에훈련시킨후에예측모델하나로

연구지역전체를예측한다면훈련되는데이터범위도

넓어지기때문에예측정확도향상과예측모델생성시

간단축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또한, LSTM

기법만활용하여해수면온도예측모델을생성하였는

데향후에는시계열데이터예측에특화된 Transformer

와 convolutional LSTM기법을활용한한반도해수면온

도예측연구를진행하여한반도근해해수면온도예측

에특화된알고리즘연구를진행할예정이다(Jung et al.,

2020; Lim et al., 2021). 본연구에서제안하는한반도근해

LSTM 기반해수면온도예측모델을통해해수면온도

와이상수온을예측하는방법론으로이상수온으로인

한해양경제적피해예방에기여할수있을것이며, 지

속적인해수면온도예측연구로이상수온으로인한피

해를예방할수있는연구가필요하다고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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