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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gree days have been determined using temperature data measured at nearby weather stations 
to a site of interest to produce information for supporting decision-making on agricultural 
production. Alternatively, the data products of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can be used for estimation of degree days in a given region, e.g., Korean Peninsul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imple tool for processing the MODIS product 
for estimating cooling degree days (CDD), which would help assessment of heat stress 
conditions for a crop as well as energy requirement for greenhouses. A set of scripts written 
in R was implemented to obtain temperature profile data for the region of interest. These 
scripts had functionalities for processing spatial data, which include reprojection, mosaicking, 
and cropping. A module to extract air temperature at the surface pressure level was also 
developed using R extension packages such as rgdal and RcppArmadillo. Random forest (RF) 
models, which estimate mean temperature and CDD with a different set of MODIS data, 
were trained at 34 sites in South Korea during 2009 - 2018. Then, the values of CDD were 
calculated over Korean peninsula during the same period using those RF models. It was 
found that the CDD estimates using the MODIS data explained >74% of the variation in the 
CDD measurements at the weather stations in North Korea as well as South Korea.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emperature data derived from the MODIS atmospheric products would 
be useful for reliable estimation of CDD. Our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MODIS data can 
be used for preparation of weather input data for other temperature-based agro-ecological 
models such as growing degree days or chill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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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생태계의 기능과 작물 생산성 감시를 위해 인공위

성 영상에 기반한 원격 탐사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Wilmers et al., 2015). 예를 들어, Prasad et al.(2006)

은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한 작황 감시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Neteler(2010)은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자료를 활용하여 이탈리

아 지역에 대한 작물 생육 추정을 위해 적산 온도 지도

를 생산하였다. 특히, 인공위성 자료를 사용할 경우, 

지상 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넓은 지역

에 대한 생태계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다(Luus et al., 

2016). 예를 들어, Hong et al.(2015)은 실제 측정이 

어려운 북한 지역에 대한 작황 정보를 인공위성 자료

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Terra와 Aqua 인공위성으로부터 측정된 지표면 및 

대기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는 MODIS 영상자료는 작

물 생산 환경 모니터링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Turner et al., 2006). 지표면 자료로는 지표 반사도 

자료와 이로부터 추정되는 식생지수 등의 자료가 생산

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주로 Sinusoidal 좌표계를 

가진 타일 형태로 제공된다. 대기 자료로는 에어로졸

과 대기 온도 등의 대기 특성을 감시하기 위한 3차원 

자료들이 생산되고 있다. 대기 자료들은 인공위성 촬

영 범위에 따라 격자별로 좌표 갖는 swath 형태로 제

공된다. 다양한 형식을 가지는 MODIS 자료들을 처리

하기 위해, 공간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개발

되어 왔다(Busetto and Ranghetti, 2016). 또한, 이들 

도구들을 활용하여 농업용 응용 변수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왔다(Yoo et al., 2019).

MODIS 자료의 경우,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측정된 

대기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특정 지점의 인근에 기상

관측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Famiglietti et al., 2018). 특히, 이러한 대기 

자료들을 활용하여 농업생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

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cocrop 등 작물 생육 지수를 

추정하는 모형은 MODIS 대기자료로부터 생산할 수 

있는 대기 온도 자료를 사용하여 입력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Ramirez-Villegas et al., 2013). 그러나, MODIS 

대기 자료로부터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를 생산하기 위해, 이들 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위성영상 자료의 기계학습을 통해 신

뢰성 높은 의사결정 지원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

다(Wei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MODIS 대기 자료를 활용하여 한반

도 지역의 기온을 추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냉방도일 자료를 생산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계학습법의 일종인 Random Forest 기법을 적용하

여 MODIS 자료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농업 기후 지수

의 오차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냉방지수와 같은 농업 기후 지수 자

료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시설 및 농작물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화에 

필요한 저온 요구도나 해충의 발달 예측에 사용될 수 

있는 유효적산온도와 같은 다양한 지수 자료의 생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재료 및 방법

2.1. 인공위성 자료 수집

한반도 지역을 대상으로 기온 자료를 생산하기 위

해 MODIS 대기 자료인 MOD07 및 MYD07 Level-2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파일들은 The Level-1 and 

Atmosphere Archive & Distribution System 웹사이트

(https://ladsweb.modaps.eosdis.nasa.gov)로부터 다운

로드 받았다.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수집된 위성

영상자료들은 총 275 GB 용량을 가졌다. MODIS 대

기 자료는 약 5km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었다. 인공위

성의 경로에 따라 영상이 획득되기 때문에 영상자료마

다 공간적 범위가 다른 swath 형식 자료들이 수집되었

다. 예를 들어, 한반도 지역이 포함되는 영상자료들은 

날씨조건에 따라 대개 5-8 개의 파일이 수집되었다. 

개별위성영상 자료는 HDF 형식을 가지고 있어 다

양한 변수값들이 한 파일에 저장되어 있다. 이들 변수

에는 각 격자의 좌표, 태양 적위, 지표 기압과 층별 

기온 및 수분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Borbas et al., 

2011). 온도 분포 자료의 경우 5 - 1000 hPa 까지의 

기압에 따라 20 개의 층별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 특정 

변수의 경우, 영상자료를 파일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 

부동소수점 자료를 정수로 저장하여 제공한다. 이들 

변수들을 실제 값으로 변환하기 위한 offset과 scale 

factor와 같은 보정값 또한 영상 자료 파일에 함께 저

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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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상 관측 자료 수집

한반도 지역의 기상 관측소에서 일별 기온 관측 자

료를 수집하였다(Fig. 1). 남한 지역은 온실과 같은 시

설 재배가 주로 이루어지는 경기도, 충청남도 및 경상

남북도 지역에 대한 기온 자료를 기상청 기후자료 개

방 포털로부터 얻었다. 총 169 지점의 방재기상관측소

와 34개의 종관기상관측소의 기온자료를 수집하였다. 

북한 지역의 경우,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에서 제공하는 일별 기상자료인 Global 

Surface Summary of the Day (GSOD) 자료를 기상청 

기후자료 개방 포털을 통해 수집하였다. 북한 지역에

서 제공되는 모든 관측 지점인 27개 지점에 대한 자료

를 사용하였다.

Fig. 1. A map of the weather station sites where
observation data were obtained. These sites consist
of 34, 169 and 27 stations included in the synoptic
observation system (SYNOP_SKOR), the meteor-
ological information service system for disaster
prevention (MISS_DP) in South Korea and the 
synoptic observation network in North Korea
(SYNOP_NKOR), respectively.

2.3. 기온 자료 생성 모듈 

한반도 지역의 기온 자료 생산을 위해 MODIS 자료 

처리를 위한 파이프 라인 시스템(MODIS-PIPET)을 

통계 패키지인 R을 사용하여 개발하였다(Fig. 2). R은 

국내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와 같은격자형 기후

자료처리를 자동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Yoo et al., 2017). 본 연구에서 개발된 

MODIS-PIPET은 swath 형태로 제공되는 일단위의 

MODIS 대기 자료로부터 한반도 지역의 자료를 추출

하고, 지상 기온 자료를 생성하는 전처리 과정과 함께, 

처리된 대기 온도 자료를 사용하여 지도의 형태로 일

평균기온을 출력하는 과정들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도

록 개발되었다. 

Fig. 2. Nassi-schneider diagram of MODIS-PIPET 
that calculates mean temperature using MOD07 
level 2 product. RF represents a random forest 
model to estimate ai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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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S-PIPET은 위성영상자료를 단계적으로 처

리하기 위한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모듈들은 

각 날짜에 해당하는 파일을 모아 좌표계를 통일하고, 

한반도 지역에 대한 자료를 변수별로 추출하는 기능들

을 가지고 있다. MODIS swath자료의 경우, 인공위성

이 지구를 공전하며 한 지역에 대해 하루에 2회씩 자

료를 생산하므로, 주간과 야간 자료를 구분하여 자료

를 생성하도록 자료 처리 모듈을 설계하였다. 이를 구

현하기 위해, R의 gdalUtils 패키지에 포함된 함수들을 

활용하였다. 좌표계는 WGS84로 통일되었으며, 최근

린(nearest neighbor) 방법으로 내삽되었다. 영상자료

들의 처리 도중에 생성되는 임시 격자 자료들은 VRT 

(Virtual Dataset)형식으로 저장하여 처리 속도를 높였

다. 특히, 가상 래스터를 구성하여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VRT 형식은 하드디스크와 같은 속도가 느린 외

부 저장장치 대신 시스템 메모리에서 자료를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Busetto 

and Ranghetti, 2016).

한반도 지역의 MODIS 영상자료 파일로부터 기온 

자료를 추출하는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 C++ 언어를 

사용한 모듈을 개발하였다. 소스코드의 라인별로 명령

어가 처리되는 스크립트 기반의 언어보다는 컴파일 과

정을 통해 바이너리 형식의 실행파일이 생성되는 C++

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대용량 자료 처리에 

유리하다. 따라서, 한반도 지역의 일별 대기 자료와 

기압 자료로 부터 지상 온도 자료를 추출하는 모듈을 

C++ 언어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해당 모듈은 파일

에 저장된 정수형 값(valueint)을 실제 실수 값(valuereal)

으로 계산하기 위해 scale factor와 offset를 다음과 같

이 적용하였다: 

(Eq. 1)

C++로 구현된 함수들을 R 환경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Rcpp 및 RcppArmadillo 패키지가 사용되었다. 이 때, 

외부 라이브러리인 Geospatial Data Abstraction 

Library (GDAL)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들 함수들을 

R 패키지 형태로 제작하였다. MODIS 영상자료의 

swath에 포함되지 않거나 구름에 의해 자료의 값이 

없을 경우, 결손값을 나타내는 NaN값이 저장되었다. 

격자 출력 지도의 공간해상도는 5km로 설정하였으

며 사용자가 설정한 공간적 범위에 한하여 출력되도

록 설정하였다.

2.4. Random Forest를 이용한 기온 및 냉방도일의 

추정

MODIS 대기 온도 자료로부터 냉방도일 추정을 위

해 Random Forest (RF)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하였

다. MODIS의 주간과 야간 자료는 일 평균 온도의 계

산에 사용되는 일 최저 및 최고 온도가 아닌 촬영 시각

에 대한 기온 자료이다. 예를 들어, Terra 위성으로부

터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10시경에 자료가 수집된다. 

Aqua 위성으로부터 영상이 얻어지는 시간은 오후 2시

와 오전 2시경이다. 따라서, MODIS 기온 자료로 냉방

도일 추정을 위해서는 회귀분석 등의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Jang et al., 2014). 예를 들어, Lee et al.(2019)는 

RF를 사용하여 인공위성으로부터 농업 기상변수를 추

정하였다. RF는 다수의 의사결정 트리를 훈련하고, 그 

결과를 앙상블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결

과값을 추정한다(Breiman, 2001). 

일별 냉방도일 추정을 위해 두가지 방식의 RF 모형

을 개발하였다. 냉방도일 계산에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일평균 온도를 추정하기 위한 TmeanRF 모형을 개발하

였다. 또한,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학습하여 냉방도일

을 직접 추정하는 CDDRF 모형을 개발하였다. RF 모형

의 입력 변수로는 인공위성의 주간과 야간 측정 기온, 

위도 및 day of year (DOY)를 사용하였다(Table 1). 

MODIS 위성자료에 따라 일평균 추정 오차가 상이

할 수 있어, 위성자료 별로 RF를 사용하여 학습을 수

행하였다. 예를 들어, Terra 위성과 Aqua 위성의 자료

를 각각 사용하여 학습한 MOD 및 MYD 모형을 개발

하였다. 또한, 두 위성 영상 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학

습한 MCD모형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모델의 목표 

변수와 인공위성 종류에 따라 6가지 RF 모형을 얻었

다(Table 1). 이러한 RF 모형들은 R에서 제공되는 

randomForest 패키지를 활용하여 개발되었다(Liaw 

and Wiener, 2002).

인공위성자료로부터 추정된 냉방도일 값들의 공간

적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비교적 적은 수의 기상관

측소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RF모형의 학습자료로 사용

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기상관측소들을 대상으로 검증

하였다. 예를 들어, 남한 지역에 위치한 종관기상 관측

소를 학습 자료를 얻기 위한 기상관측소로 지정하였

다. 반면, 농경지나 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방재 기상 관측소로부터 얻어진 자료들을 검

증자료로 활용하였다. RF 모형의 학습 및 검증자료 

생성을 위해 인공위성 자료로부터 관측 지점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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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격자에서 기온자료를 추출하였다. MODIS swath 

자료의 경우, 구름이나 위성의 촬영 범위에 따라 자료

가 제공되지 않는 격자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인공위

성 자료로부터 결손값이 없이 생산된 기온자료만을 사

용하였다.

RF 모형의 종류에 따라 일별로 생성된 일 평균 기온 

및 냉방도일 자료를 기상 관측소 자료와 비교하였다. 

TmeanRF 모형의 경우, 평균 기온과 냉방도일 모두 비

교하였다. CDDRF 모형의 경우, 냉방도일 값들을 비교

하였다. 평균 기온(Tmean)은 일 최고(Tmax)및 최저(Tmin)

온도 관측값의 평균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Eq. 2)

냉방도일(CDD)은 평균 기온과 냉방 기준 온도의 

차로 계산되었다:

 (Eq. 3)

이 때, 냉방기준온도(Tbase)는 우리나라의 냉방 기준 온

도인 24oC를 사용하였다(Lee et al., 2013). 

평균제곱근편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와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를 사용

하여, RF로 추정된 평균기온 및 냉방도일과 관측된 

값의 일치도를 분석하였다. RF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일별 평균 기온 및 냉방도일값의 RMSE를 다음과 같

이 계산하였다:

 (Eq. 4)

OBS와 RF는 각각 관측값과 RF 모형의 추정 값이

며, n은 자료의 개수이다. 

2.5. 북한지역에서의 냉방도일의 비교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RF 모형을 사용하여 얻어진 

일별 기온자료 및 냉방도일 추정값들을 기상관측소 측

정값과 비교하였다. 특히, 기상관측소 측정값과 위성

영상으로부터 얻어진 냉방도일 추정값을 개별 연도별

로 누적하여 비교하였다. 이러한 누적값은 특정 재배 

시기 동안의 냉방 요구도뿐만 아니라 고온 노출 시간

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작물의 고온 스트레스 지속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일별 기온자료

로부터 냉방도일을 일정 기간동안 누적하여 계산되나, 

위성자료를 사용할 경우 결손 자료없이 시계열 자료를 

생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공위성 자료의 결손이 발

생한 기간을 제외하고 얻어진 냉방도일의 적산값을 비

교하였다. 

III. 결  과 

3.1. RF 모형의 평균 기온 및 냉방도일 학습

인공위성의 종류와 수집된 자료의 시공간 범위에 

RF
modela Ntreeb Nnodesb Mtryb 

Variable Importance (%)

AquaDay
c AquaNight

c TerraDay
c TerraNight

c Day of Year Latitude

TmeanMOD

500
Maximum
possible

1 - - 0.337 0.301 0.340 0.022

TmeanMYD 1 0.368 0.301 - - 0.308 0.033

TmeanMCD 2 0.220 0.182 0.247 0.226 0.113 0.011

CDDMOD 1 - - 0.379 0.364 0.215 0.042

CDDMYD 1 0.285 0.421 - - 0.252 0.042

CDDMCD 2 0.117 0.244 0.168 0.244 0.097 0.024
a Tmean, and CDD are RF model which estimate average temperature and cooling degree days respectively, 

and MOD, MYD, and MCD indicates the Terra, Aqua, and both Terra and Aqua satellites which were used 
to training RF models.

b Ntree, Nnodes, and Mtry indicate the number of trees to grow, maximum available terminal nodes tree, and 
number of variables used at each split.

c Day, and Night indicate the day and night time swath data of Terra and Aqua satellites respectively.

Table 1. Options for Random Forest (RF) models and variable importance of RF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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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학습을 위한 인공위성 자료의 가용도에 차이가 

있었다(Fig. 3). 하나의 위성으로부터 수집된 영상 자

료를 사용한 경우, 남한 종관기상 관측소 지점에서 얻

어진 총 자료 중 약 15%가 학습에 사용될 수 있었다. 

두 위성을 모두 사용한 경우, 하나의 위성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상당히 적어, 총 자료의 약 6%만이 훈련

에 사용될 수 있었다. 가용한 자료의 수는 계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Fig. 3a). 예를 들어, 종관 기상 관측 

지점에서 인공위성 자료가 가용한 날짜는 맑은 날이 

많은 봄과 가을철에 많았다. 반면 구름이 많은 여름과 

겨울철에는 하나의 위성을 사용하더라도 자료의 가용

도가 약 8%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공

위성 자료의 가용도 변이는 계절적인 요인이 공간적 

요인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Fig. 3b).

평균 기온을 학습한 RF 모형들은 관측 자료와 상당

히 유사하게 평균 기온을 추정하였다(Fig. 4). 예를 들

어, 학습자료에서 RF 모형들로 추정된 평균 기온 자료

들은 0.98 이상의 R2을 가졌다. 또한, 평균기온 추정값

의 RMSE도 1.2oC 이하로 나타났다. 하나의 인공위성

을 사용할 경우, TmeanMYD 가 TmeanMOD에 비해 비교

적 낮은 RMSE를 가졌다. 두 위성의 자료를 모두 사용

한 TmeanMCD의 경우에는 관측자료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RMSE를 가졌다. 한편, TmeanRF 모형의 경우 인

공위성 자료에 상관없이 저온과 고온일 경우 각각 과

대 및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냉방도일을 대상으로 훈련한 RF 모형의 경우, 

TmeanRF 와 유사한 일치도 통계량을 보였다(Fig. 5). 

CDDRF의 R2값은 TmeanRF의 R2값보다 상대적으로 낮

았다. 그러나, CDDRF의 R2값은 학습에 사용된 위성자

료에 상관없이 0.96 이상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

한, 저온과 고온에서 각각 과대 및 과소 추정을 하는 

경향도 TmeanRF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인공위성 종류

에 따른 오차를 비교하였을 때, CDDMCD가 TmeanMCD

와 같이 가장 작은 RMSE값을 보였다. 반면, CDDMOD

와 CDDMYD의 통계량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3.2. RF 모형을 사용한 남한지역에서의 냉방도일 

추정

Aqua 위성 자료를 활용하여 일별 평균 온도를 추정

하도록 학습된 RF 모형(TmeanMYD)이 검증 지역인 방

재기상 관측 지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R2 값을 가졌

다(Fig. 6). 특히, TmeanMYD는 Aqua와 Terra인공위성 

자료를 입력자료로 사용한 TmeanMCD과 유사한 일치

도 통계량을 보였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0.85 이상의 R2값을 보였으며, RMSE 역시 3oC 이하

로 낮았다. Terra 위성자료만 사용한 TmeanMOD의 경

Fig. 3. The proportion of cells where no missing data for the MODIS products were available by (a) month 
and (b) weather station. The weather station consists of the synoptic observation system (SYNOP_SKOR), the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system for disaster prevention (MISS_DP) in South Korea and the synoptic 
observation network in North Korea (SYNOP_NKOR). MOD, MYD and MCD indicate Terra, Aqua and both 
Terra and Aqua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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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R2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RMSE도 대부분 3oC 

이상으로 나타났다. 

RF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평균 온도를 사용하여 냉

방도일을 계산했을 경우에 비교적 높은 R2 값이 얻어

졌다(Fig. 7). TmeanRF 모형들의 지역별 R2값은 평균

온도를 추정하였을 때 보다는 낮았으나 냉방도일의 변

이를 평균적으로 80% 이상 설명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TmeanRF로 추정된 냉방도일이 상당히 낮은 

R2 값을 가졌다. 

냉방도일 추정값의 일치도 통계량은 평균온도 추정

Fig. 4. The training results of random forest models 
to estimate daily mean temperature (Tmean) using 
surface air temperature product from (a) Terra 
(MOD), (b) Aqua (MYD), and (c) both Terra and 
Aqua (MCD) satellites, respectively. Ground 
measurements of temperature (OBS) were obtained 
from 34 synoptic observation stations in South Korea. 
N indicates the total number of training data that had 
no missing value for the weather stations during the 
period of 2009-2018. 

Fig. 5. The training results of random forest models 
to estimate daily cooling degree (CDD) using surface 
air temperature product from (a) Terra (MOD), (b) 
Aqua (MYD), and (c) both Terra and Aqua (MCD) 
satellites, respectively. Ground measurements of 
temperature (OBS) were obtained from 34 synoptic 
observation stations in South Korea. N indicates the 
total number of training data that had no missing value
for the weather stations during the period of 20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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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일치도 통계량과 비교하였을 때 인공위성별로 차

이를 보였다(Fig. 6 and Fig. 7). 평균 온도를 예측할 

때에는 TmeanMYD 가 TmeanMOD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R2값을 가졌으나, 냉방도일을 계산했을 때에는 

두 모형의 R2값 차이가 작았다. 냉방도일 추정값의 

RMSE의 경우에는, TmeanMOD를 사용하였을 때, 

TmeanMYD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작은 경향이 있었다. 

CDDRF을 사용하여 추정된 냉방도일의 일치도 통계

량의 분포는 TmeanRF를 사용하여 얻어진 분포와 유사

하게 나타났다(Fig. 7 and Fig. 8). CDDRF의 경우 냉방

Fig. 6. Probability density of (a)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and (b) root mean square error (RMSE) 
of mean temperature estimated from random forest models. R2 and RMSE were determined by weather station 
included in the meteorological information system for disaster prevention (MISS-DP) network in four provinces 
in South Korea. MOD, MYD and MCD indicate the random forest models of which training data were obtained 
from Terra, Aqua, and both Terra and Aqua satellites, respectively.

Fig. 7. Probability density of (a)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and (b) root mean square error (RMSE) 
for daily cooling degree-days (CDD). The CDD values were calculated using the mean temperature estimated 
from random forest models. R2 and RMSE were determined by weather station included in the meteorological 
information system for disaster prevention (MISS-DP) network in four provinces in South Korea. MOD, MYD 
and MCD indicate the random forest models of which training data were obtained from Terra, Aqua, and 
both Terra and Aqua satellit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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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의 RMSE 값은 0.23oC 에서 1.5oC 에 분포하였으

며, TmeanRF로부터 냉방도일을 계산했을 때의 RMSE 

분포 범위인 0.22oC에서 1.49oC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 8). 인공위성별로 TmeanRF와 CDDRF의 통계량 

분포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Kolmogorov-Smirnov 

test (KS-test)를 수행한 결과, R2에 대한 D값이 0.15로, 

CDDMYD와 TmeanMYD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p = 0.037). 그러나, CDDMYD와 TmeanMYD로부

터 계산된 R2과 RMSE의 중앙값 차이가 각각 0.017과 

0.02oC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최대 RMSE 

값의 경우에도 이들 두 RF 모형의 차이는 각각0.10oC

에 불과하였다. 

3.3. 북한 지역에서의 RF 모형을 활용한 연간 

냉방도일 추정

북한 지역에서 TmeanRF와 CDDRF로 지역별 연간 

냉방도일을 추정하였을 때, TmeanRF를 사용하는 것이 

오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9). 예

를 들어, TmeanRF 모형들로부터 추정된 냉방도일은 

CDDRF 모형들로 얻어진 냉방도일과 R2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RMSE를 가졌다. 특히, 

CDDRF의 경우 낮은 냉방도일 관측값을 가지는 지역

에서 과대 추정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공위성에 따

라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R2값을 보였던 TmeanMYD와 

TmeanMCD가 북한지역에서도 TmeanMOD에 비해 높은 

R2값을 얻을 수 있었다. TmeanMCD의 경우 냉방도일 

추정값이 다른 RF 모형에 비해 오차가 적었다. 그러나 

검증 자료의 수가 하나의 위성을 사용하는 경우 보다 

적어 다른 RF 모형과의 냉방도일 추정값의 신뢰도 비

교가 어려웠다. 

기온을 추정하도록 훈련된 TmeanRF 모형을 사용하

여 북한 지역 규모의 냉방도일을 추정하였을 때, 연차

간 냉방도일 변이를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었다(Fig. 

10). 특히, CDDRF 모형보다 TmeanRF 모형을 활용하

는 것이 북한 지역의 냉방도일의 연차간 변이를 상대

적으로 적은 오차를 가지고 추정하였다. 예를 들어, 

각 모형의 R2은 모두 0.96 이상이었으며, 관측값과의 

회귀식 기울기는 1에 가까웠다. 그러나, CDDRF가 지

역별 누적 냉방도일 추정치와 마찬가지로 냉방도일값

을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어, RMSE값은 CDDRF가 

TmeanRF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인공위성에 따라

서는, TmeanMCD와 CDDMCD가 다른 RF 모형에 비해 

관측값과 1 대 1 관계에 가까웠다. 반면, Aqua 위성 

자료를 사용하였을 때 RMSE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

났다. 

Fig. 8. Probability density of (a)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and (b) root mean square error (RMSE) 
for daily cooling degree-days estimated using random forest models. R2 and RMSE were determined by weather 
station included in the meteorological information system for disaster prevention (MISS-DP) network in four 
provinces in South Korea. MOD, MYD and MCD indicate the random forest models of which training data 
were obtained from Terra, Aqua, and both Terra and Aqua satellit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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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 결과는 MODIS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얻어

진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한반도 지역을 대상으로 신뢰

도 높은 냉방도일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였다. 예를 들어, MODIS 자료를 사용하여 남한 지

역의 종관 기상 관측 지점에 대해 기계학습된 RF 모형

을 사용하더라도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의 기상 

관측소 측정 자료와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시설재배

가 널리 이루어 지는 남한 지역의 5개도에 위치한 기

상관측소 자료를 사용하여 훈련된 RF 모형은 인근 지

역의 일별 냉방도일값 변이의 80% 이상을 설명하였

다. 또한, 북한 지역의 종관 기상 관측 지점에서는 지

역별 누적 냉방도일 변이의 75%를 설명하였다. 특히, 

RF 모형으로 추정된 북한 지역의 연간 냉방도일 변이

의 96%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MODIS로부터 얻어진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일정 지

역단위 냉방도일의 변이를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g. 9. Comparison of cooling degree days (CDD) 
obtained from weather stations and satellite products 
in North Korea. The daily values of CDD were 
compared only for the days when no missing occurred 
for the satellite data. The daily CDD values were 
estimated using the random forest model for mean 
temperature (TMEANRF; a, c, and e) and CDD 
(CDDRF; b, d, and f), respectively. The random forest 
models were trained using data from Terra (a and 
b), Aqua (c and d) and both Terra and Aqua (e and 
f) satellites.

Fig. 10. Comparison of average cooling degree days 
(CDD) obtained from weather stations and satellite 
products in North Korea. The daily values of CDD 
were summed only for the days when no missing 
occurred for the satellite data. These cumulative CDD 
values for each year were averaged for all of the 
weather stations available in North Korea. The daily 
CDD values were estimated using the random forest 
model for mean temperature (a, c, and e) and CDD 
(b, d, and f), respectively. The random forest models 
were trained using data from Terra (a and b), Aqua
(c and d) and both Terra and Aqua (e and f) satel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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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도일값을 학습하여 얻어진 RF 모형보다는 일 

평균 온도를 추정하기 위해 개발된 RF 모형을 사용하

여 냉방도일을 추정할 때, 공간적 확장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RF 모형이 훈련된 남한 지역에서는 

CDDRF 와 TmeanRF 이 검증 자료와의 통계량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훈련 지역과 다른 기후 환경

을 가진 북한 지역에서는 TmeanRF로 추정한 냉방도일

이 CDDRF에 비해 관측값과의 오차가 적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 평균 냉방도일은 TmeanRF가 CDDRF에 비

해 관측값과 1 대 1 관계에 가까웠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평균 온도를 추정하는 RF 모형

은 지역 단위의 온도 관련 농업기후 지수를 생산하기

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냉방도일 외에도 지역의 

농업 환경 및 생산성 평가를 위한 온도 기반의 농업기

상 변수들이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난방 부하를 

나타내는 난방도일이나 작물의 생육과 관련된 유효적

산온도가 계산될 수 있다. 이러한 변수를 추정하기 위

해, MODIS의 온도 자료로 각 변수 별 RF 모형을 개발

하기 위해 기계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

구에 따르면, TmeanRF를 활용하여 냉방도일을 추정했

을 경우에도 관측값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overfitting의 우려가 있는 변수 별 기계학습 대신에 

평균 온도를 추정하는 RF 모형을 사용하여 적산 온도

를 계산하더라도 공간적인 오차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남북한 냉방도일 추정 결과를 

고려할 때, Aqua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한반

도에서의 냉방도일 자료 생산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

다. Aqua와 Terra 위성 모두를 사용하도록 훈련한 

TmeanMCD와 CDDMCD 가 하나의 위성 자료만을 사용

하는 RF 모형에 비해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 위성 자료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날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자료의 획득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Aqua 위성 자료를 활용할 경우, Terra 와 

Aqua 위성 모두를 사용한 경우보다 오차가 약간 증가

하였으나, 기온과 냉방도일 추정값들은 여전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다. 특히, TmeanMYD를 통해 남한 지

역의 일별 평균 온도에 대해 검증했을 때 TmeanMOD에 

비해 높은 R2값이 얻어졌다. Terra 위성 자료의 경우, 

학습 시에는 다른 위성자료와 유사한 통계량을 보였으

나, 검증 시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TmeanMOD는 

overfitting 된 것으로 사료되었다. 

Gap filling을 위해 인근 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된 값

이나 다른 인공위성 자료가 사용될 수 있으나,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 해당 알고리즘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Jang et al.(2014)는 

AMSR-E 온도자료와 가용한 MODIS 온도 자료로부

터 측정되지 않은 격자의 온도를 추정하였다. Huang 

et al.(2015)은 결손값을 가진 격자를 다른 인공위성 

자료로 보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손값이 있는 격자를 제외하고 기온을 계산하였기 때

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격자들을 대상으로 기온

를 추정하는 gap filling 알고리즘이 도입되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균 온도 및 적산 온도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MODIS-PIPET은 국외 작물 생산성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해

외 지역의 작물 생산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위성 영

상자료를 활용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Lee et 

al., 2011; Lee et al., 2017). 특히, 작물 모형과 인공위

성 영상을 결합하여 작황을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an et al.(2019)은 작물 생육 모형인 CERES-Maize

와 MODIS 자료를 활용하여 미국의 일리노이 주와 

같이 대규모 재배가 이루어지는 국외 지역에 대한 옥

수수 작황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MODIS-PIPET

은 준 실시간으로 작물 모형을 위한 공간적인 온도 

입력자료를 생성할 수 있어, 작물 생산성 모니터링 시

스템 구축에 활용될 수 있다.

MODIS-PIPET은 5km 해상도를 가지는 기온 자료

를 생산하기 때문에 지형이 복잡한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간 변이를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 MODIS의 지표면 온도 자료나, Landsat, 

VIIRS와 sentinel 등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인공위성 

자료를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Gao et al., 2015). 

MODIS-PIPET은 공개소프트웨어인 GDAL을 사용하

여 위성영상자료의 입출력 기능을 구현하였다. 이 때, 

GDAL은 netCDF, HDF, geoTIFF 및 SAFE 형식 등 

다양한 인공위성 영상 자료의 자료형식들을 지원한다. 

따라서, 여러 위성 영상자료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때, MODIS-PIPET은 적은 노력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MODIS-PIPET의 전처리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시키기 위해 GPU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듈 개발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광역 지역의 격자형 자료에 대

하여 좌표계를 변환하고, 여러 자료를 하나로 모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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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하는 전처리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GDAL의 경우 최근 GPU 자원을 활용하여 이러한 과

정을 병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CPU만을 활용하여 전처리가 수행되었으므로, 추

후 GPU 사용을 지원하는 모듈들을 구성하고, 이에 따

르는 전처리 시간의 절감 효과에 대해 분석이 수행되

어야 할 것이다. 

적  요

적산 온도는 작물 재배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대상 

지역 주변 기상 관측소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되어 

왔다. 한편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 

radiometer (MODIS) 자료로부터 공간적인 온도 자료

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적산 온도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MODIS 자료를 처리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물의 고온 피해도 

및 시설의 냉방 요구도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냉방도

일을 계산하고자 하였다. R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특정 

지역의 MODIS 기온자료를 생성하는 모듈들을 작성

하였다. 해당 스크립트들은 격자자료의 좌표계 변환과 

자료들의 공간적인 통합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다. 온

도 수직 분포 자료로부터 지표 기압에 해당하는 온도

를 추출하는 기능은 rgdal과 RcppArmadillo등의 패키

지를 활용하여 구현되었다. 또한 냉방도일 및 일평균 

온도 추정을 위해 MODIS 기온 자료, day of year, 

및 위도를 입력 자료로 사용하는 random forest (RF) 

모형을 남한 지역의 24개 지점에 대하여 훈련하였다. 

인공위성 자료 별로 훈련된 RF 모형을 사용하여 한반

도 지역의 일별 냉방도일을 계산하였다. 특히, 북한 

지역에 24개 지점에 대해 검증한 결과, MODIS 자료

를 바탕으로 추정된 지역별 평균 연간 냉방도일은 관

측값 변이의 96%를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MODIS 자료로부터 유효적산온도 및 난방도일 등 다

른 농림 기상 모형의 입력자료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는 것을 암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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