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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 의사결정을 위한

가중치 기반 기상정보 분석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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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Meteorological Information Analysis Algorithm

based on Weight for Outdoor Activity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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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야외활동이 증가되었으며, 야외활동의 진행여부 의사결정
은 기상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현재 이러한 야외활동 의사결정은 기상청의 일기예보와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야외활동 의사결정을 위해 기상정보를 기반으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분
석 방법이 필요하다. 논문에서는 데이터마이닝을 기반으로 기상정보를 분석하여 야외활동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
는 기상정보 분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한, 프로야구 일정 히스토리와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관측 자료를 데이터마
이닝의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제안한 알고리즘의 향상된 성능을 검증하였다.

주제어 : 기상정보, 데이터마이닝, 분류 알고리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자동기상관측장비

Abstract  Recently, the outdoor activities were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economic growth and improved 
quality of life. In addition, weather and outdoor activities are closely related. Currently, Outdoor Activities 
decisions are determin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or's forecasts and subjective experience. 
Therefore, we need the analysis method that can provide a basis for the decision on outdoor activities based 
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lgorithm that can analyze meteorological 
information to support decision-making outdoor activities. And the algorithm is based on the data mining. In 
addition, we have constructed a baseball game schedule with automatic weather system's observation data in the 
training data. We verified the improved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Key Words : Meteorological Information, Data Mining, Classification Algorithm, Decision Support System,
AWS(Automatic Weath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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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야

외활동에 한 심이 높아졌다. 특히, 주5일제가 실시되

면서 주말에 야외에서의 여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확산

되었다. 야외활동은 기상여건과 한 계를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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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기상청의 일기 보를 기반으로 야외활동 계획 

 진행 여부를 의사결정(decision-making)하고 있다. 이

에 맞추어 기상청은 주5일 근무제 시 에 맞는 여가활동 

정보를 제공하기 해 매주 화요일에 주말 보를 실시하

고 있으며, 주말 기상조건을 한 에 알 수 있는 야외활동 

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야외활동 지수 서비스는 부, 남

부와 같은 해상도로 주말에 해서만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러한 정보는 부, 남부와 같은 100km 이상의 해상도

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장소에서만 발생되

는 기상 상황을 악하여 야외활동 의사결정하기에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야외활동 의사결정을 한 고

해상도 기상정보(meteorological information) 분석 방법

이 필요하며, 실시간 측 자료(observation data)를 기반

으로 하는 단기 기상정보를 분석하기 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1,2].

국내에서는 1980년  후반부터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수치 보를 도입하고, 단기  주간 보를 한 지구

보모델, 지역 보모델, 국지모델, 응용  통계모델 등

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수치모델의 측 성

능을 고도화하기 해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기법

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응용기상과 련하여 데이

터마이닝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

만, 기존 기상정보 분석과 련된 데이터마이닝 알고리

즘은 응용기상의 특정 도메인에 한정 으로 활용되어 도

메인마다 다른 학습 모델을 실험하고 용하는 정도이며, 

업을 해서는 범용 으로 활용 가능한 학습 모델 구

축과 정확도 향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마이닝을 기반으로 고해상도의 

단기 분석을 통해 야외활동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한 

기상정보 분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 알고리즘은 

복수개의 학습 모델을 용/평가하여 가 치를 부여한 

학습 알고리즘으로 기존 단일 학습 모델을 용한 기상

분석 알고리즘보다 향상된 정확도로 범용 인 학습 모델

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로야구 경기 일정 히스토리와 자동기상 측

장비(AWS; Automatic Weather System)의 측 자료를 

기반으로 분류 알고리즘(classification algorithm)을 용

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기상

정보분야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 분류 알고리즘, 웨카

(weka)에 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제안한 기상정보 분

석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 알고리즘의 성

능 평가  분석에 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2.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

2.1 기상분야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

최근에는 기상 분야의 도시기온 측, 강수확률 측, 

건조특보 측, 안계 측, 측자료 품질 리 등에 인공

신경망, SVM(Support Vector Machine)과 같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Hyeon 등[3]은 AWS 지

별 기상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화  회귀분석 기법을 용

하여 단기 풍속 보를 개선하 고, Lee 등[4]은 도시기

온과 토지이용 유형의 계성을 분석하고 신경망  회

귀분석을 활용하여 도시기온 측모형을 구축하는 연구

를 수행하 다. Kang 등[5]은 한반도 역을 상으로 

수치 보자료, AWS의 측강수를 이용하여 권역별 강

수발생확률을 측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모형을 제시하

으며, Hall 등[6]은 텍사스 지역의 강수확률  강수정

량 측을 해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 다. 

Luk 등[7]은 세 가지 종류의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단

기 강우 측을 연구하 으며, Liu 등[8]은 홍콩 지역의 

기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역  신경망 기반으로 단기 

강수 측 연구를 수행하 다. 

기존의 기상분야에서 용된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

은 단일 알고리즘을 용하여 기상 측 모델의 개선을 

해 사용되었으나 학습 알고리즘 자체에 한 정확도 

개선에 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확도 향

상을 한 학습 알고리즘 개선은 응용기상 측 모델의 

측 정확도 향상을 해 필요하다.

2.2 분류 알고리즘

논문에서는 제안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를 해 5가지

의 표 인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첫 번째, 트리 분류기(tree classifier)는 어떤 항목에 

한 측 값과 목표 값을 연결시켜주는 측 모델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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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트리(decision tree)를 사용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규칙과 그 결과들을 트리 구조로 도식화한 의사결정 지

원 도구의 일종이다. 표 인 결정 트리 알고리즘은 

ID3, C4.5, CART, CHAID가 있다[13,14]. 웨카의 J48은 

C4.5를 웨카에서 재구 한 것이다. 

두 번째, 규칙 분류기(rule classifier)는 결정 트리 방

식에서 생된 알고리즘이며 ripper 알고리즘은 결정 나

무와 유사한 규칙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이다. JRip은 ripper를 

웨카에서 구 한 것으로 규칙집합의 휴리스틱(heuristic) 

역 최 화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다[15,16].

세 번째, 이지 분류기(lazy classifier)는 훈련 인스턴

스들을 장하되 분류 작업 까지 실질 인 작업을 하

지 않는 알고리즘이다. IBk는 k-최근  이웃 분류기

(k-NN; k-nearest neighbor classifier)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해 최근  이웃을 찾는 알고

리즘이다 [17,18]. 거리 측정 알고리즘은 유클리드

(euclidean), 체비쇼 (chebyshev), 맨하탄(manhattan), 

민코우스키(minkowski) 거리 알고리즘이 있다[19,20].

네 번째, 함수 분류기(functional classifier)는 수학식

으로 표 할 수 있는 분류 알고리즘이다. SMO는 SVM

을 활용한 알고리즘으로 훈련시키기 한 순차  최소 

최  알고리즘을 구 한 것으로 다항식이나 가우시안 커

(Gaussian Kernel)과 같은 커  함수를 활용하고 있다[21]. 

다섯 번째, 베이지안 분류기(bayesian classifier)는 특

성들 사이의 독립을 가정하는 베이즈 정리(Bayes’ theorem)

를 용한 확률 분류기의 일종이다[22]. 베이즈 정리는 

두 확률 변수의 사  확률과 사후 확률 사이의 계를 나

타내는 정리이며, 나이 베이즈(NaiveBayes)는 확률을 

기반으로 한 단순 베이지안 분류기를 웨카에서 구 한 

것이다. 

2.3 웨카

데이터마이닝은 규모로 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

이고 자동 으로 통계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

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류(classification), 군집화

(clustering), 연 성(association)을 분석하는 분야에 활

용되고 있다. 분류는 일정한 집단에서 특정 정의를 통해 

분류  구분을 추론한다. 군집화는 구체 인 특성을 공

유하는 군집을 찾는 것으로, 미리 정의된 특성에 한 정

보를 가지지 않는다는 에서 분류와 차이 을 가지고 

있다. 연 성은 동시에 발생한 사건간의 계를 정의한

다[9,10].

웨카(Weka; Waikato Environment for Knowledge 

Analysis)는 뉴질랜드 와이카토(waikato) 학의 이안 

튼(Ian Witten) 교수 이 개발한 자바(Java) 기반 오

소드(open source) 데이터마이닝 도구이다. 무료이지만 

상업용 로그램보다 다양한 분석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어 연구자들에게 인기 있는 분석 도구이다. 1999년부

터 시작되어 꾸 하게 업그 이드되고 있으며, 새롭게 

연구된 알고리즘들을 추가하고 있어 최신 기법을 테스트 

해 볼 수 있으며, GPL(General Public License)을 따르고 

있고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알고리즘 수정도 가능한 

유용한 도구이다[11,12].

3. 기상정보 분석 알고리즘

3.1 학습 데이터 구축 및 분석

Column Name Comment

Station_ID observation point number

Station_Name observation point name

Station_Type observation point type

Station_Latitude observation point latitude

Station_Longitude observation point longitude

Sky_Code Sky status code

Sky_Name Sky status name

Precipitation_Type precipitation type

Precipitation_SinceOnTime 1 hour accumulated precipitation

Rain_SinceOnTime 1 hour accumulated rainfall

Rain_SinceMidNight 1 day accumulated rainfall

Rain_Last10Min last 10 minute accumulated rainfall

Rain_Last15Min last 15 minute accumulated rainfall

Rain_Last30Min last 30 minute accumulated rainfall

Rain_Last1Hour last 1 hour accumulated rainfall

Rain_Last6Hour last 6 hour accumulated rainfall

Rain_Last12Hour last 12 hour accumulated rainfall

Rain_Last24Hour last 24 hour accumulated rainfall

Temperature_TC present temperature

Temperature_Max maximum temperature

Temperature_Min minimum temperature

Wind_WDir wind direction

Wind_WSpd wind speed

Humidity relative humidity

Pressure_surface spot atmospheric pressure

Pressure_Sealevel sea-level pressure

Lightining lighting

TimeObservation observation time

<Table 1> Observation data of 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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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사용된 학습 자료는 크게 두 가지를 활용

하 다. 첫 번째는 기상 측 자료로써 SKP(SK Planet)

에서 구축한 자동기상 측장비(AWS)의 측 자료를 활

용하 다. 자동기상 측장비에서 수집되는 측 자료는 

1분단 로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축 되며 이를 활

용하여 야외활동 의사결정을 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

다. <Table 1>은 자동기상 측장비의 데이터베이스 

카탈로그(catalog)를 정리한 것이다. 

두 번째는 구체 인 실례를 기반으로 기상 측 정보 

분석을 수행하기 해 표 인 야외 스포츠 종목인 

로야구를 상으로 경기 일정 정보를 수집하여 우천취소 

경기와 정상경기로 구분하여 그 사례에 해당하는 기상조

건을 분석하 다. [Fig. 1]은 KBO(Korean Baseball 

Organization)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2015년도 경기 일정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

하고 있다. 

[Fig. 1] Game records of KBO League

기상 조건에 따른 로야구 우천취소 데이터를 분석

하기 해 시계열(time series)로 경기 일정과 AWS 측

자료의 매핑을 수행하여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 다. 학

습 데이터 구성 기간은 2015년 로야구 시즌이 개막된 

3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구축하 으며, 가용할 수 있

는 AWS 측자료를 기반으로 서울 소재의 잠실과 목동 

인근 12개소의 측 자료를 사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구

성하 다. [Fig. 2]는 활용된 잠실과 목동 경기장 인근 

측지  각 6개소를 설명하고 있다. 

[Fig. 2] Location of AWS(Jamsil & Mok-dong Stadium)

기상 측 자료는 앞에서 설명한 AWS 측자료  

일  강우량, 1시간  강수량/강우량, 재기온, 일

최고/최  기온, 10분/15분/30분/1시간/6시간/12시간/24

시간 이동  강우량, 풍향, 풍속, 상 습도, 지기압, 

해면기압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재 국내 로야구 우

천취소는 KBO 경기 감독 의 단에 따라 경기 시작 

2-3시간  운동장 상태를 확인 후 취소 결정이 된다. 따

라서 경기 시작 시간의 2시간 30분  기상 측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다. [Fig. 3]의 산 도(Scatter Diagram)

는 표 인 기상 변수 간의 계를 설명하고 있다.

[Fig. 3] Scatter Diagram

[Fig. 4]에서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생성한 학

습 데이터의 ARFF(Attribute-Relation File Format) 형

태를 보여주고 있다. ARFF는 웨카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포맷이다. 

[Fig. 4] Training Data Format(AR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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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의사결정 알고리즘

논문에서는 앞 에서 구축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

로 표 인 분류 알고리즘을 통해 로야구 경기의 우

천취소와 기상 조건 간의 계를 분석하여 우천취소 결

정을 할 수 있는 분류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Fig. 5] Training procedures

[Fig. 5]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 차를 설명

하고 있다. 3.1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로야구 경기 일

정 데이터와 AWS 측 데이터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

고 2.3 에서 설명하고 있는 분류 알고리즘을 용하여 

각 분류기로 학습을 수행한다. 각 분류기가 학습을 통해 

분류 정확도를 평가하고, 식 1에 의해 체 분류기에 

한  분류기1의 정확도 가 치를 계산할 수 있다. 각 분류

기의 가 치가 산정되면 실제 분류 상이 입력되었을 

때 각 분류기가 분류를 수행하고, 식 2에 의해 미리 산정

된 분류기 가 치에 의해 분류 상의 클래스 가 치를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산정된 값이 0.5 이상일 경우 우천

취소로 분류하게 된다. 

                   (식 1)

(식 2)

<Table 2>는 각 분류기의 분류 정확도 가 치에 따른 

분류 상의 클래스 가 치 산정의 를 설명하고 있다. 

6개의 분류기를 사용했을 경우 3개의 분류기는 정상경기, 

3개의 분류기는 우천취소로 분류하 을 경우 가 치 계

산을 통해 정확도 높은 분류기가 분류한 결과가 반 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lassifier class
class

permutation
accuracy

accuracy

weight

class

weight

J48 n 0 0.979 0.173 0.000

JRip n 0 0.984 0.174 0.000

IBk y 1 0.958 0.169 0.169

SMO y 1 0.920 0.163 0.163

NavieBayes y 1 0.915 0.162 0.162

etc n 0 0.901 0.159 0.000

total 5.657 1.000 0.494

<Table 2> Class weight calculation

표 인 분류 알고리즘의 실험 성능은 4장에서 자세

히 설명하고 있다. 체 으로 일정 수  이상의 분류 성

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향상된 분류 성능을 해 논문에

서는 여러 개의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가 치를 계산하

고 그 가 치에 따라 분류 결과를 생성함으로써 분류 정

확도(accuracy)를 향상 시킬 수 있었다. 한, 새롭게 수

집되는 측 자료를 학습 데이터에 반 함으로써 새로운 

기상 조건에 응할 수 있는 학습 모델을 생성할 수 있으

며, 하나의 분류기가 아닌 다  분류기를 활용함으로써 

분류의 정확도를 향상 할 수 있다. 

4. 성능 평가 및 비교 분석

4.1 실험 환경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상정보 분석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을 해 야구장 인근 2km 이내 지 의 AWS 

측 자료를 수집하고, 2015년 야구장 경기 일정 자료를 

수집하여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 다. 학습 데이터는 810

개의 인스턴스(정상경기 720, 우천취소 90), 19개의 속성

(attribute), 2개(정상경기, 우천취소)의 클래스(class)로 

구성되어 있으며, Weka에서 활용되는 ARFF 포맷으로 

구축하 다. 구성된 학습 데이터를 각 분류 알고리즘에 

해 10-폴드 교차검증(10-fold cross validation)으로 성

능 평가를 수행하 다. 비교분석 상 분류 알고리즘은 

Weka에서 제공하는 5개의 분류 알고리즘(J48, JRip, IBk, 

SMO, NavieBayes)을 활용하 으며, 제안한 알고리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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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개의 분류 알고리즘의 분류기 가 치를 산출하여 실

험을 수행하 다. 실험에 사용된 Weka는 3.7.13 버 의 

라이 러리를 활용하 고, 이클립스(eclipse)에서 Java 

1.8 기반으로 각 분류기의 모델을 빌드하여 실험을 수행

하 다. 

4.2 성능 평가 방법

분류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방법은 TP Rate, FP Rate, 

Precision, Recall, F-Measure, ROC Area를 활용하여 수

행하 다. [Fig. 6]과 같이 실제 정답을 정답으로 분류한 

것, 오답을 정답으로 분류한 것, 정답을 오답으로 분류한 

것, 오답을 오답으로 분류한 것을 나타내는 Confusion 

Matrix로부터 식 3, 4, 5, 6, 7과 같은 수식에 의해 분류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분석하 다. 

[Fig. 6] Confusion Matrix

           (식 3)

              (식 4)

                      (식 5)

                    (식 6)

         (식 7)

4.3 비교 분석

[Fig. 7]과 [Fig. 8]은 각 알고리즘의 성능 지표별 성능

을 설명하고 있다. [Fig. 7]의 경우 정상경기(class Y)와 

우천취소(class N)에 한 각 분류기의 정확율(precision)

과 재 율(recall)에 한 성능을 설명하고 있다. 정확율

과 재 율은 값이 클수록 좋은 성능을 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트의 오른쪽 상단에 치하고 있는 제안 알고

리즘, J48, JRip 등이 정상경기와 우천취소에 해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SMO와 NaiveBayes 같은 경우 

우천취소 분류에 해 정확율  재 율이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Fig. 7] Performance for Precision and Recall

[Fig. 8] Performance for TP and FP rate

[Fig. 8]의 경우 정상경기와 우천취소에 한 각 분류

기의 TP Rate과 FP Rate에 한 성능을 설명하고 있다. 

TP Rate은 식 4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재 율과 같

은 의미로써 높은 값을 나타낼수록 좋은 성능을 의미한

다. 반면 FP Rate은 식 5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오답

을 정답으로 분류하고 있는 비율이므로 값이 낮을수록 

좋은 것이다. 따라서 TP/FP Rate은 차트에서 오른쪽 하

단에 치할수록 좋은 성능의 분류 알고리즘이 된다. 제

안 알고리즘과 J48, JRip, NaiveBayes가 좋은 성능을 나

타내고 있다. 

<Table 3>과 [Fig. 9]는 정상경기에 한 각 분류기의 

분류 성능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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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_Rate FP_Rate Precision Recall
F-

Measure

ROC 

Area

J48 0.987 0.882 0.99 0.987 0.989 0.965

JRip 0.99 0.912 0.992 0.99 0.991 0.96

IBk 0.982 0.676 0.972 0.982 0.977 0.864

SMO 0.98 0.235 0.937 0.98 0.958 0.607

Naive

Bayes
0.921 0.853 0.986 0.921 0.953 0.951

Proposed 0.99 0.93 0.995 0.99 0.994 0.98

<Table 3> Experimental results of Class Y

[Fig. 9] Diamond plot of Classification Performance 
(Class Y)

<Table 4>와 [Fig. 10]은 우천취소에 한 각 분류기

의 분류 성능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TP_Rate FP_Rate Precision Recall
F-

Measure

ROC 

Area

J48 0.882 0.987 0.857 0.882 0.87 0.965

JRip 0.912 0.99 0.886 0.912 0.899 0.96

IBk 0.676 0.982 0.767 0.982 0.977 0.864

SMO 0.235 0.98 0.5 0.235 0.32 0.607

Naive

Bayes
0.853 0.921 0.483 0.853 0.617 0.95

Proposed 0.92 0.992 0.898 0.92 0.901 0.972

<Table 4> Experimental results of Class N

[Fig. 10] Diamond plot of Classification Performance 
(Class N)

[Fig. 9]와 [Fig. 10]의 다이아몬드 롯(diamond plot)

에서 살펴보듯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제안 알고리즘이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FP rate의 경우 값이 낮을

수록 좋은 성능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Fig. 9]와 [Fig. 10]

에서는 역산출하여 모든 값들이 클수록 좋은 성능을 나

타내도록 표  하 다. 모든 성능 지표에서 제안 알고리

즘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기존 알고리즘보다 

조 씩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실험을 통해 검

증하 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분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야외활동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한 기상정보 분석 알고리즘을 제

안하 다. 기존 단일 학습 모델을 용한 알고리즘과 비

교하여 제안 알고리즘은 복수개의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가 치를 계산하고 그 가 치에 따라 분류 결과를 생성

함으로써 기존 알고리즘보다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범용 인 학습 모델로 다양한 응용기상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로야구 경기 일정 히스토리

와 자동기상 측장비의 측 자료를 기반으로 분류 알고

리즘을 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제안 알고리즘의 성

능을 검증하 다. 제안 알고리즘은 타 야외활동에 련

된 일정 데이터를 수집하여 AWS와 같은 기상 측 자료

와 시계열로 매핑하고 복수개의 학습 모델을 용함으로

써 골 , 캠핑, , 야회행사 등과 같이 기상여건에 

향을 받는 야외활동에 용 가능할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에서는 과거 기상 측 자료를 더 수집

하여 다양한 기상 조건에 한 야외활동 간의 계를 분

석하고 상 성을 규명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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