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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 명은 , 컴퓨터가 수 행하는 해양 기상 표본 추출 방법으로서 , 함정의 적외 선신호 해석을 포 함하여 기상환 경에 민감
한 특성을 갖 는 물 리적 현상에 대한 해석을 위 해 추출된 표본 기상조 건 이 모 집단 (해 양기상 관측 데이터 )이 갖 는 통 계
적 분포특성 에 최 대한 근접하도록 하고, 해 양기상 변수들 간의 상 관관계를 반 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해 양
기상 표본 추출 방 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 본 발 명에 따르 면 , 모 집단을 이루 는 기온 , 수온, 상 대습도, 풍속,
풍향의 각 기상 변수별로 누적분포 함수를 구하고 상기 누 적분포함수를 추출 하고자 하는 표본의 수 만큼의 슬롯으로 분
할하는 단 계 ; 주성분분석 법을 이용하여 서로 상 관관계를 가지면서 결합된 상기 기상 변수들의 발생확률을 구하고 상기
발생확률 이 낮은 데이터에 표본 추출의 높은 우 선순위를 설정하는 단계 및 ；상 기 기상 변수들 간의 구 역을 분할하고 상
기 구 역별로 상기 우 선순위 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는 단 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가 수 행하는 해 양 기상 표본 추출 방 법
을 제공한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컴퓨터가 수행하는 해양 기상 표본 추출 방법
기술분야

[1] 본 발명은 컴퓨터가 수행하는 해양 기상 표본 추출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함정의 적외선신호 해석을 포함하여 기상환경에 민감한 특성을

갖는 물리적 현상에 대한 해석을 위해 추출된 표본 기상조건이 모집단(해양기상
관측데 이터)이 갖는 통계적 분포특성 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고, 해양기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해양 기상 표본
추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2] 함정의 적외선 (IR: InfraRed) 스텔스 성능은 해양의 기상조건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함정 적외선신호 (IR signature) 및 (대함 미사일에 대한)
피탐거리(detection range) 등의 해석을 위해서는 대상함이 운용될 수 있는 해상의

기상데이터(기온, 수온, 상대습도, 풍속, 풍향) 를 적용하여 해석해야만 대상함의
신호특성 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설계 중인 함정의 경우 설계 대상함이

가질 신호값의 최대값(또는 변화범위)을 예측하 는 것은 건조된 함정에 대한
신호요 구성능(signature requirement) 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신호예측이 필요하며 신호예측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의 설정법은 함의 신호예 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3] 종래의 적외선 신호해 석을 위한 기상조건 설정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상변수 (기온, 수온 등)별로 월별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12개월 각각에 대한
신호를 해석한 후 가장 큰 신호(또는 피탐거리)를 나타내는 월을 확인한다(예,
1월). 그리고 각 기상요소별 변화에 따라 신호의 변화 특성을

고찰한다 (민감도 (sensitivity) 해석). 예를 들어,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함의 신호가
감소하는 경우(반비례 관계) 해석을 위한 기온조건은
" 1월평균기온 -기온표준편 차",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신호가 증가하는
경우 (정비례 관계) 해석에 적용하는 수온조 건은 "1월평균기온+수온표 준편차 "를
적용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에 적용되는 기상변수 (기온, 수온, 상대습도,
풍속, 풍향 등 5개)를 설정한다 ('기 준환경 조건' 설정). 이와 같이 '기준환경 조건' 을
이용한 신호해석 결과를 대상함의 신호해석 결과 중 가장 큰 신호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한다 (시험 결과와 비교 검증 된 바 없음. 왜냐하면 시험을 위해 실제

해양기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 하지만, 위와 같은 종래의 해양 기상조건
설정법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4] 첫째, 종래의 해양 기상조건 설정법에 따르면 추출된 몇 가지 기상조건에만

의지하여 신호해 석을 수행하므로 그 해석결과가 모집단(해양기상
관측데 이터)이 갖는 통계적 분포특성에 근접하지 않는다.



[5] 둘째, 모든 기상변 수들이 독 립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

기온 , 수온, 상 대습도, 풍속, 풍향 등의 해양 기상변수들 중 특정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들의 변화특 성과 무관하게 변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

이러한 가정은 실제 해양기상 관측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각 기상변수들 이 서로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변화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것이다 . 즉 , 종 래의 해양

기상조건 설정법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기상조 건으로 해석을 수행하므로 그

해석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6]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함정의

적외선신호 해석을 포함하여 기상환경에 민감한 특성을 갖는 물리적 현상에

대한 해석을 위해 추출된 표본 기상조건이 모집단(해양기상 관측데 이터)이 갖는

통계적 분포특성 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고, 해양기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해양 기상 표본 추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제 해결 수단
[7] 상 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 컴퓨터가 수행하는 해양 기상 표본

추출 방법으로서 , 모집단을 이루는 기온 , 수온, 상 대습도, 풍속, 풍향의 각

기상변 수별로 누적분포함수를 구하고 상기 누적분포함수를 추출하고자 하는

표본의 수만큼의 슬롯으로 분할하는 단계(4-1); 주성분분석법을 이용하여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결합된 상기 기상변 수들의 발생확률을 구하고 상기

발생확률이 낮은 데이터에 표본 추출의 높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단계(4-2) 및 ;

상기 기상변수들 간의 구역을 분할하고 상기 구역별로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는 단계(4-3); 를 포함하는 컴퓨터가 수행하는 해양 기상 표본 추출

방법을 제공한다.
[8] 본 발명에 있어서 , 상기 누적분포함 수는 균일하게 분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9] 본 발명에 있어서 , 상기 우선순위 는 상기 슬롯의 개수에 비례하고 상기

발생확률에 반비례하는 관계식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0] 본 발명에 있어서 , 상기 구역의 수는 추출하고 자 하는 표본의 수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한다.

[11] 본 발명에 있어서 , 상기 구역의 수는 상기 기상변 수별로 분할된 구역의 수의
곱으로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2] 본 발명에 있어서 , 상기 구역의 분할 기준은 상기 기상변수별 누적분포함수
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3] 본 발명에 있어서 , 표본 추출 절차는, 상기 구역별로 포함된 데이터 수를
확인하고 상기 구역별 데이터 비를 구하는 단계(①)；상기 데이터 비를 큰 순으로



정렬하고 상기 데이터 비가상위 50%에속하는 구역(큰 구역)과 하위 50%에
속하는 구역(작은 구역)으로 분류하여 상기 데이터 비가큰 구역과 작은 구역을
번갈아가며 표본을 추출할 구역을 선택하는 단계(②)；선택된 각 구역에포함된
데이터들 별로 상이한 우선순위 값을 이용하여 정렬하고 우선순위가 가장
상위인 데이터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단계(③)；표본이 추출될 때마다 나머지
모든 데이터들 간의 우선순위 값을 갱신하는 단계(④) 및; 원하는 개수의 표본이
추출될 때까지 상기 ③내지 ④의 과정을 반복하는 단계(⑤)；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4]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비는,각 구역별 데이터 수를 n이라하고
모집단의 데이터 수를 S라 할 때, η/S의 관계식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15] 본 발명은, 함정의 적외선신호 해석을 포함하여 기상환경에 민감한 특성을

갖는 물리적 현상에 대한 해석을 위해 실제 관측된 기상데이터에서 적정한수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6] 또한, 모집단이 갖는 통계적특성과 유사한특성을 유지하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적은 수의 표본을 이용한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실제 해양기상 조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 또한, 각각의 기상변수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때 관측데이터들의
발생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주성분분석법을 적용하였으며 , 이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범위의 기상변화현상을 포함할 수 있는 해양기상 표본 추출
방법을 구현하였다. 또한, 각 기상변수들 간의 변화범위에 따라구역을 설정하고
각 구역 내에서 표본을 추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구역에 집중되지 않고
광범위한 모집단에 상웅하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였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18] 도 1은 기온(Ta), 수온(Ts), 상대습도(RH) 에 대한 CDF 분포.
[19] 도 2는 풍속(Ws), 풍향(Wd) 에 대한 CDF 분포.
[20] 도 3은 본 발명에서, 기온(Ta)에 대한구간분할 예(N=10 인 경우).
[21] 도 4는 본 발명에서 , 수온(Ts)에 대한구간분할 예(N=10 인 경우).
[22] 도 5는 기온(Ta)에 대한 구간별 확률분포.
[23] 도 6은 기온(Ta)과 수온(Ts) 데이터 분포특성 .
[24] 도 7은 기온(Ta)과 상대습도(RH) 데이터 분포특성 .
[25] 도 8은 기온(Ta)과 풍향(Wd) 데이터 분포특성 .
[26] 도 9는 본 발명에서 , 기온(Ta)에 대한구간분할 예(B=3 인경우).
[27] 도 10은 본 발명에서 , 기온(Ta)과 수온(Ts)에 대한 구역분할 예(B=3 인 경우).
[28] 도 11은 도 10에서 , 첫 번째 표본이 추출된 이후 우선순위 조정 구간.
[29] 도 12는 본 발명에서,모집단과 표본집단의 기온 PDF 분포.



[30] 도 13은 본 발명에서,모집단과 표본집 단의 기온 CDF 분포.
[31] 도 14는 본 발명에서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수온 PDF 분포.
[32] 도 15는 본 발명에서,모집단과 표본집 단의 수온 CDF 분포.
[33] 도 16은 본 발명에서,모집단과 표본집 단의 상대습도 PDF 분포.
[34] 도 17은 본 발명에서,모집단과 표본집 단의 상대습도 CDF 분포.
[35] 도 18은 본 발명에서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풍속 PDF 분포.
[36] 도 19는 본 발명에서,모집단과 표본집 단의 풍속 CDF 분포.
[37] 도 20은 본 발명에서,모집단과 표본집 단의 풍향 PDF 분포.
[38] 도 2 1은 본 발명에서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풍향 CDF 분포.
[39] 도 22는 본 발명에서,모집단과 표본집 단의 기온-수온 분포특성 비교.
[40] 도 23은 본 발명에서,모집단과 표본집 단의 기온-상대습도 분포특성 비교.
[41] 도 24는 본 발명에서,모집단과 표본집 단의 풍속-수온 분포특성 비교.
[42] 도 25는 본 발명에서,모집단과 표본집 단의 풍속-상대습도 분포특성 비교.
[43] 도 26은 기상변수들 간 상관관계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s).

[44] 도 27은 PCA 변수들 간 상관관계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s).

[45] 도 28은 본 발명에서 , 표본 후보점들 사이의 비교.
[46] 도 29는 본 발명에서, 표본의 기상변수들 간 상관관계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s).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47]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한편,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48] 본 발명에 따른 해양 기상 표본 추출 방법은 그것이 구현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1) 내지 (3)의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49] (1) 데이터 획득

[50] 해양기상을 관측한 데이터를 획득한다. 해양기상 관측용 부이(buoy) 를
기상청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 연안에 설치된 등대에서도 유사한
기상관측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관측된 기상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일반에
제공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연안에서는 10개의 해양기상관측용 부이가
운용되고 있다.

[51] (2) 품질검사
[52] 관측 데이터에 대한 품질검사 를 수행한다. 상기 과정 (1)을 통해 획득된

데이터들 중 관측 장비 오류 등으로 인해 오염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을 통해 오염된 자료 등을 걸러낸다. 품질검사 를 위한 방법은 기상청
자료(관측국 기술 노트 2006-2, "기상관측자료 실시간 품질관리 시스템 활용법 "

2006) 를 참고한다.
[53] (3) 데이터 후처리



[54] 상기 과정 (2)를 통해 얻어진 자료에서 월별 데이터양을 분석하고 가급적 월별
데이터의 수를 유사하게 갖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해양기상 데이터는

시간변화 (주간 /야간)에 따른 기상변수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월별변화에 따른
기상변수의 변화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특정 월에 데이터가
집중되거나 부족한 경우 해당 해상의 연중 기상특성 을 대표하는 적절한
모집단으로 활용되기 부적절할 수 있다. 월별 데이터 수를 비교하여 가장 적은
데이터 수를 갖는 월을 기준으로 나머지 월의 데이터는 난수(random number) 를
이용하여 선택하여 제거한다.

[55]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은 (1) 내지 (3)의 과정이 경과하면 본 발명에 따른 해양
기상 표본 추출 방법(과정 (4)에 해당)이 구현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해양 기상 표본 추출 방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참고로,
본 발명에 따른 해양 기상 표본 추출 방법의 모든 과정은 컴퓨터를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56] (4) 해양 기상 표본 추출
[57] 본 발명에서 해석에 적용하기 위해 구하는 기상조건은 가정 등을 통해 생성된

기상조건 (예, 평균값+표준편차 등)이 아니고 실제 관측된 자료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그리고 표본 추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구조건을 적용한다.

[58] 첫째, 추출된 표본 데이터들의 기상변수 (기온, 수온, 상대습도, 풍속, 풍향) 들은
모집단 기상변수들의 분포특성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한다.

[59] 둘째, 가급적 다양한 기상조건에 대한 해석을 위해 발생확률이 낮은 데이터에
(표본 추출을 위한) 높은 우선순위 를 적용한다.

[60] 셋째, 추출된 표본 데이터들이 특정 구역에 집중되지 않고 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여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구역을 나누고
각 구역에서 하나의 표본을 추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의 첫 번째
요구조건 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동일 구역에서 반복적으로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 이때 추출할 표본의 수(N) 는 지나치게 많은 경우 추후 수행할 적외선
신호해석 경우의 수(와 계산시간)를 늘리게 됨으로 적절히 제한되어야 하며 ,
너무 적은 경우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을 수 있다(통상
N=100 개를 기준으로 하며 , 40~200 정도로 변화시 킬 수 있다).

[61] 이하,상기 세 가지 요구조건을 만족시 키기 위하여 본 발명이 적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62] (4-1) 표본과 모집단간의 분포특성 유지
[63]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기본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64] - 확률밀 도함수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65] ，
, such that, P a( X ≤ b) = | ) dx



[66] - 누 적분포함수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x) P { X ≤ x )

F x x , ) -- P X ≤ x , Y ≤ y )

[68] - 모 집단(s): 해 양기상 관측용 부 이에서 관측한 모집단의 데이터 수로,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56,675 개로 설정

[69] - 표본수 (N): 모 집단에서 추출한 표본 데이터의 수로,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100개로 설정

[70] (4-1-1) 모집단의 각 수범로 CDF 를 구하다: 도 1의 실시 예는 기온(Ta),

수온 (Ts), 상 대습도 (RH) 에 대한 CDF 분포를, 도 2의 실시 예는 풍속(Ws),

풍 향(Wd) 에 대한 CDF 분포를 보여준다.

[71] (4-1-2) CDF 를 N개로 분할하다: 즉 , CDF( =F(Xi) ) = 0, 1/N, 2/N, ... ,

N/N(=l) 값에 대웅하는 Xi(= 기온 (Ta), 수온 (Ts), 상 대습도 (RH), 풍속 (Ws),

풍 향(Wd)) 를 구한다. 이때 CDF 는 반드시 균 일하게 분할해 야 하며 대웅되는

X ( , X i = 기온 (Ta), X 2 = 수온 (Ts)) 의 분포는 불균일한 값들을 가지게 된다(도 3,

도 4 참조). 이때 CDF 의 기을기가 클수록 X 의 간격은 좁아지 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CDF 는 PDF 의 적분값이 므로 CDF 의 기을기는 PDF 를 의미하고, 균 일하게

분할된 CDF 는 동일한 확률을 갖는 구간과 동일한 의미가 된다. 즉 , 발생확률이

높은 구간에 는 좁은 X 간격을 , 발생확률이 낮은 구간에 는 넓은 X 간격을 갖도록

X 값이 N개의 구간으로 나워진다(도 3, 도 5 참조). 이와 같이 나워진 각 구간들을

'슬롯 (slot)' 이라고 칭한다.

[72] 즉 , Slot(Xj) = X j - Xj-1 (j=l,2, N )

[73] 여기서 , F(Xj) =j/N

[74] 따라서 기온 (Ta), 수온 (Ts), 상 대습도 (RH), 풍속 (Ws), 풍 향(Wd) 과 같은 각

기상 변수별 slot 의 수는 추출할 표본의 수와 같아진다. 즉 , 각 변수별 (기온 , 수온

등 )로 각 slot 구간에서 중복되거나 빠뜨림 없이 하나씩의 표본만을 추출하면

추출된 표본들이 갖는 확률분포는 모집단이 갖는 확률분포와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도 3에서 -9.3 < Ta < 3.6 구간(slot) 에 해당되는 표본을 하나

추출하면 이 slot 에 해당되는 표본은 더 이상 추출할 수 없으며 , 21.1 < T a < 23.1

구간에 해당되는 표본을 하나 추출하면 마찬가지로 이 slot 에 해당되는 표본은 더

이상 추출할 수 없다. 즉 , 두 구간의 발생확률은 각각 10% 로 동 일하게 되는

것이다 .
[75] (4-2) 표본 추출을 위한 우선순위 적용

[76] (4-2-1) 상 관관계를 갖는 관측 데이터의 발생확률을 계산 하다: 일반적으로

기상변 수들은 서로 상관관계 (correlation) 를 갖는다. 예를 들어, 기온과 수온의



경우매우 강한상관관계를가지며(도 6 참조), 기온과상대습도는 중간정도의
상관관계를가지며(도 7 참조), 기온과 풍향은 매우낮은상관관계를가진다(도 8

참조). 참고로, 본발명의실시 예에서 해석에적용한 데이터(동해 부이
관측데이터)의기상변수들간상관관계 (correlation coefficient) 를정리하면 도
26에서보는 것과같다.

[77] 따라서 관측된 기상데이터들의 발생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기상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발생확률을 계산해야한다. 그러나각기상변수들은
서로상관관계를 가지므로(즉, 서로독립이아니므로) 아래 식과같이 각변수들
간의 발생확률을 구한후각각을 곱하여 구할수없다.

[78] Ρ ( Τ „: Τ < Τ : Ι ) 7 7 < T . < P W,,≤. Wd < K ,

[79] 이경우, 이와같이 서로상관관계를 가지면서 결합된 변수들의 발생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주성분분석법(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을이용하여
각기상변수(Xk) 를서로독립인변수(Yk) 로변환시킬수있으며 , 이때서로
독립인변수(Yk) 에대한상관관계계수를 구하면 도 27에서 보는것과 같이
얻어진다.

[80] 이처럼변수 Yk를구하면 각각의 Yk(k=l~5) 에대한F(Yk)( = CDF(Yk) )를 구할
수 있으며 , 그과정은상기 X에대한CDF를구하는 과정과동일하다. 참고로,
CDF(Yk) 를이용하여 PDF(Yk) 를구하는 과정은아래와같이 PDF와CDF 에대한
정의식으로부터 구할수 있다.

[81] , - Υ , ) ，々 — 1, . . . , 5, 1 s
[82] 위식을이용하면 i -번째 데이터의결합확률(joint probability) 은다음식과같이

구할수 있다(Y 변수는 모두 독립이므로 각각의 확률을 곱하여 결합확률을 구할
수 있다).

[83]

[84] 그리고위의결합확률은전체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같이

표준화(normalize) 해서 사용하는것이편리하다. 이러한결합확률은 각
관측데이터들의 발생확률을 의미한다. 즉,본발명에서주성분분석법을
이용하면 서로상관관계를 가지면서 결합된 변수들의 발생확률을 구할수 있는
것이다.

[86] (4-2-2) 표본 추출의 우선순위를설정하다: 상술한 (4- 1-2)와 (4-2- 1)의내용을
참조하면, 추출 후보가 되는모든 관측데이터는각각 처음에 5개의
기상변수(기온,수온, 상대습도, 풍속, 풍향)에관한 slot들과 각각의 발생확률
)을 가진다. 예를 들어,기상변수가 2개(기온,수온)인경우에 대해도 10 및이와



연계한 도 28의 네 점(A, B , C , D )을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기온 slot과 관련하여서는 도 3을 참조하고 수온 slot과 관련하여서는 도 4를
참조한다.

[87] 도 10 및 도 28의 네 점들 중 먼저 구역-8(여기서 , '구역 (block)' 의 의미 및 그
설정방법에 대해서는 후술함) 에 속해 있는 점 A와 점 B를 비교하면 A보다 B의
발생확률이 높다(일반 적으로 점들의 분포에서 가장자리에 위치할수록 그
발생확률이 낮은 특징을 갖는다). 이 때,본 발명에서는 가급적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 추출된 표본들이 가급적 다양한 기상조건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추출된 표본들이 가급적 광범위한 분포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발생확률이 낮은 데이터에 높은 우선순위 를 부여한다. 즉,
발생확률이 낮은 점들에 표본 추출의 우선순위 를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예에서는 B보다 발생확률이 낮은 A가 표본으로 추출된다.

[88] 표본이 하나도 추출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모든 점들이 기본적으로 5개(기온,
수온, 상대습도, 풍속, 풍향) 의 가용(available) slot을 갖는다. 그러나 첫 번째
추출한 점이 A 인 경우, A와 동일한 slot에 속한 점들은 가용 slot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A와 동일한 기온 slot에 속한 점 C(도 11 참조)는 해당 기온 slot에
해당되는 표본(점 A )이 이미 추출되었기 때문에 기온의 가용 slot이 1에서 0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기상변수 가 상기 예처럼 2개(기온, 수온) 인 경우에는 N slot

이 2에서 1로 줄어들게 된다(일반 적으로 볼 때, 기상변수가 기온, 수온, 상대습도,
풍속, 풍향 등 5개이고 기온을 제외한 다른 기상변수들의 가용 slot이 A와 겹치지
않는다면 N slot이 5에서 4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A와 동일한 수온
slot에 속한 점 D도 수온의 가용 slot이 1에서 0으로 줄어들게 된다. 즉, 도 11에
나타낸 것과 같이 먼저 추출된 표본에 의해 해당 구간(slot) 에 해당되는
표본(점)들은 가용 slot의 수가 줄어들어 우선순 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89]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기온, 수온, 상대습도, 풍속, 풍향 등 5개의 변수로
구성된 각각의 관측데이터들에 가용한 slot의 수와 발생확률로 결정되는
우선순위 를 부여하고, 표본(점)을 추출할 때마다 나머지 모든 점들의 우선순위를
갱신한다. 참고로, 우선순위 (Rank, Ri) 는 다음의 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우선순위는 반드시 아래 식의 형태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 N slot(슬롯의
개수) 에 비례하고 (발생 확률) 에 반비례할 수 있는 관계식이면 무방하다.

위의 예에서 점 A가 표본으로 추출된 경우 위와 같은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도
11의 경우 구역 2, 5, 7에서 회색구간 (slot) 에 포함되어 있는 점들은 동일 구역
내의 다른 점들에 비해 우선순 위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구역 2, 5, 7에서 다음
번째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 회색구간 (slot) 바깥의 점들이 표본으로 추출될 수

있게 된다.



[92] (4-3) 구 역 설정 및 각 구 역에서 의 표본 추출

[93] (4-3-1) 여러 변수들 간의 상 관관계를 고 려하여 구 역(block 을 설정하다: 도 6

내지 도 8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모든 기상 변수들 간에는 상 관관계가 존 재한다.

추출된 표본을 이용 한 해석결과가 광범위한 기상조건에 대한 해석결과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합에 해당되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 이 바람직 하다.

이를 위하 여 각 기상변수 들 간의 구 역을 분할하 고 각 구 역별로 표본을 추출 한다.

따라서 분할되는 전체 구 역의 수는 추출하고자 하는 표본의 수 (N) 보다 커야

하며 , 전체 구 역의 수 (B tot)는 각 변수 (기온 , 수온, 상 대습도, 풍속, 풍 향 등 5개의

변수) 별로 분할된 구 역의 수의 곱으로 나타난다. 즉 , 다음과 같다.

[94 ] D ; ! = B τ Λ B

[95] 이 때 , 각 변수별로 분할된 구 역의 수를 동 일하게 하는 경우 B tot=B 가 된다.

따라서 N=100 인 경우 N<B tot=B 이므로 B x ≥3이 된다. 즉 , 각 변수별로 3개의

구 역으로 분할해야 한다. 이 때 분할 기준은 각 변수별 CDF 값을 기준으로 한다.

즉 , B X=3인 경우 CDF(X) = 0.33, 0.67 을 기준으로 구 역을 분할한다. 이와 같 이

분할하면 각 구 역 내에 위치하는 관측데 이터의 수가 동일해 진다. 예를 들 어 도

1에서 기온 (Ta) 의 CDF = 0.33, 0.67 에 해당되는 Ta = 9.9( °C), 18.8( °C)이다 . 이에

해당되는 구 역을 나누면 도 9과 같 이 나타날 수 있으며 , 각 구 역에 위치 한
관측 데이터 (모 집단 )의 수는 동 일하게 된다.

[96]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기상변수 (수온 , 상대습 도 등 )에 대해서도 구 역을 나눌

수 있고 모든 기상변 수들에 대해 구 역을 나누면 5차원적 구 역으로 설정되고 ,

전체 구 역의 수는 35=243 개가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 일 기온과 수온만을

고 려하는 것으로 (2차 원 문제) 로 단순화 시키면 전체 구 역의 수는 9개(32)가 되며

도 10에 나타낸 것과 같 이 각 구 역을 표시할 수 있다. 이 때 모든 구 역에 위치하는
관측데 이터의 수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 도 10 에서 수평으로 분할된 구 역들 (수온

기준 분할) 3개에는 모두 같은 수의 데이터가 존 재하고, 수 직으로 분할된

구 역들 (기온 기준 분할) 3개도 같은 수의 데이터가 존 재하지만 , 수 평과 수직으로

모두 분할된 9개 구 역들은 동 일한 수의 데이터가 아니라 각 구 역별로 다른

데이터 수가 존 재하 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차원의 수를 2차원 (기온 , 수온) 에서

5차원 (기온 , 수온, 상 대습도, 풍속, 풍향) 까지 올 리는 경우도 동 일하게 나타난다.

즉 , 243 개 (35)의 구 역들 에는 서로 다른 개수 (n) 의 관측 데이터들 이 포함되어

있으며 , 관측데 이터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경우 (n=0) 도 다수 생길 수 있다 (예, 도

10에서 구 역-9).

[97] (4-3-2) 각 구 역 로 표본을 추출 하다: 상 기한 바와 같 이 구 역을 설정하고 나면

각 구 역별로 표본을 추출 한다. 표본 추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98] ① 각 구 역(B1~B243) 별로 포함된 데이터 수 (n) 를 확 인하고 각 구 역별 데이터

비 (D = 데이터 수 (n) I 전체 데이터 수 (S)) 를 구 한다.

[99] ② 데이터 비 (D=n/S) 를 큰 순으로 정 렬하고, 데이터 비가 상 위 50% 에 속하는



구 역(큰 구역) 과 하위 50% 에 속하는 구 역(작은 구역) 으로 분류하여, 난수 (random

number) 발생기를 이용하여 데이터 비가 큰 구 역과 작은 구 역을 번갈아가며

표본을 추출할 구 역을 선택한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먼저 선택된 구 역(임의

선택 구역) 에서 우선적으로 표본이 추출됨으로 인하여 추출된 표본이 특정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다.

[100] ③ 선택된 각 구 역에 포함된 관측데 이터들 별로 상 이한 우선순위 값을

이용하여 정렬하고 우선순위 가 가장 상위인 데이터를 표본으로 추출 한다.

[101] ④ 표본이 추출될 때마다 나머지 모든 데이터들 이 가진 가용 slot 의 수가 줄 어들

수 있으므로 나머지 모든 데이터들 간의 우선순위 값을 갱신한다.

[102] ⑤ 원하는 개수의 표본이 추출될 때까지 ③〜④의 과정을 반복한다.

[103] 이와 같이 추출된 표본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 N=100) 과 모집단(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 S=56,675) 에 대한 통계적 특성을 비교하면 도 12 내지 도 2 1와 같다.

모 집단의 PDF 는 1/S(=0.0000176) 의 간격으로 표시되지만 표본집단의 PDF 는

1/N(=0.01) 의 간격으로만 표시되므로 두 그 래프가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추출된 표본 데이터들 이 각 기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따라 모집단의

특성과 유사한 분포 특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리고 추출된

표본 데이터들 이 특정 구 역에 집중되지 않고 고루 분포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 22 내지 도 25에 추출된 표본데 이터와 모집단 데이터를 함께 나타내 었다.

추출된 표본 (N=100) 에서 기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를 정리하면 도 29와

같다.
[104] 이상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 함정의 적외선신호 해석을 포함하여

기상환경에 민감한 특성을 갖는 물리적 현상에 대한 해석을 위해 실제 관측된

기상 데이터에서 적정한 수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석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실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모 집단이 갖는 통계적 특성과 유사 한 특성을 유지하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적은 수의 표본을 이용한 해석을 수 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실제 해양기상 조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각각의 기상변 수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때
관측 데이터들의 발생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주성분분석법을

적용하였 으며 , 이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범위의 기상변화 현상을 포함할 수 있는

해양 기상 표본 추출 방법을 구현하 였다. 또한, 각 기상 변수들 간의 변화범위에

따라 구 역을 설정하고 각 구 역 내에서 표본을 추출하 도록 함으로써 특정 구 역에

집중되지 않고 광범위한 모집단에 상웅하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 였다.
[105]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정 , 변경 및

치환 이 가능할 것이다 . 따라서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 예 및 첨부된 도면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 이러한

실시 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 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산 업상 이용가능성
본 발명에 따르면, 함정의 적외선신호 해석을 포함하여 기상환경에 민감한

특성을 갖는 물리적 현상에 대한 해석을 위해 추출된 표본 기상조건이 모집단 o

갖는 통계적 분포특성 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고, 해양기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를 반영한 새로운 해양 기상 표본 추출 방법을 제공하는바, 본 발명은

조선해양 산 업분야에서 널리 이용하여 그 실용적 이고 경제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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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컴퓨터가 수행하는 해양 기상 표본 추출 방법으로서 ,

모집단을 이루는 기온 , 수온, 상 대습도, 풍속, 풍향의 각

기상변 수별로 누적분포함수를 구하고 상기 누적분포함수를
추출하고자 하는 표본의 수만큼의 슬롯으로 분할하는 단계(4-1);

주성분분석법을 이용하여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결합된 상기

기상변 수들의 발생확률을 구하고 상기 발생확률이 낮은 데이터에

표본 추출의 높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단계(4-2) 및 ;

상기 기상변수들 간의 구역을 분할하고 상기 구역별로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는 단계(4-3);

를 포함하는, 컴퓨터가 수행하는 해양 기상 표본 추출 방법.

청구항 1에 있어서 ,
4-1 단계에서 , 상기 누적분포함수는 균일하게 분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가 수행하는 해양 기상 표본 추출 방법.

청구항 1에 있어서 ,
4-2 단계에서 , 상기 우선순위 는 상기 슬롯의 개수에 비례하고 상기

발생확률에 반비례하는 관계식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가 수행하는 해양 기상 표본 추출 방법.

청구항 1에 있어서 ,
4-3 단계에서 , 상기 구역의 수는 추출하고자 하는 표본의 수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가 수행하는 해양 기상 표본 추출

방법.

청구항 1에 있어서 ,
4-3 단계에서 , 상기 구역의 수는 상기 기상변 수별로 분할된 구역의

수의 곱으로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가 수행하는

해양 기상 표본 추출 방법.

청구항 1에 있어서 ,
4-3 단계에서 , 상기 구역의 분할 기준은 상기 기상변수별

누적분포함수 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가

수행하는 해양 기상 표본 추출 방법.

청구항 1에 있어서 ,
4-3 단계에서 , 표본 추출 절차는,

상기 구역별로 포함된 데이터 수를 확인하고 상기 구역별 데이터

비를 구하는 단계(①)；

상기 데이터 비를 큰 순으로 정렬하고 상기 데이터 비가 상위

50% 에 속하는 구역(큰 구역) 과 하위 50% 에 속하는 구역(작은
구역) 으로 분류하여 상기 데이터 비가 큰 구역과 작은 구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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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갈아가며 표본을 추출할 구역을 선택하는 단계(②)；

선택된 각 구역에 포함된 데이터들 별로 상 이한 우선순위 값을

이용하여 정렬하고 우선순위 가 가장 상위인 데이터를 표본으로

추출하 는 단계(③)；

표본이 추출될 때마다 나머지 모든 데이터들 간의 우선순위 값을

갱신하 는 단계(④) 및 ;

원하는 개수의 표본이 추출될 때까지 상기 ③내지 ④의 과정을
반복하 는 단계(⑤)；

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가 수행하는 해양

기상 표본 추출 방법.

[청구항 8] 청구항 7에 있어서 ,

① 단계에서, 상기 데이터 비는 , 각 구역별 데이터 수를 n이라 하고

모 집단의 데이터 수를 S라 할 때, n/S 의 관계식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가 수행하는 해양 기상 표본 추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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