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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estimating the daily mean temperature for a specific location based on the 
climatic data collected from the nearby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 and Automated Weather System(AWS)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climate data in forage yield prediction model. To perform this study, the annual mean temperature and 
monthly mean temperature were checked for normality, correlation with location information (Longitude, Latitude, and Altitud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pectively. The altitude was found to have a continuous effect on the annual mean temperature and the 
monthly mean temperature, while the latitude was found to have an effect on the monthly mean temperature excluding June. 
Longitude affected monthly mean temperature in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and November. Based on the above results 
and years of experience with climate-related research, the daily mean temperature estimation was determined to be possible using 
longitude, latitude, and altitude. In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estimate the daily mean temperature using climate data from all over 
the country, but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daily mean temperature, climatic data needs to applied to each city and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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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팀에서 기존의 풀사료 수량예측 모델에 이용한 기후자료

는 기상대가 있는 지역의 값을 활용하고 있으나 기상대가 없는 지

역의 경우 가장 가까운 기상대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Oh 
et al., 2017; Oh et al., 2018; Peng et al., Peng et al., 2016a; Peng 
et al., 2016b; Peng et al., 2017a; Peng et al., 2017b) 재배지역의 

정확한 온도를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즉, 기상대가 없는 지역

의 경우 지형과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기상대 자료를 

그대로 이용한 풀사료 수량예측모델은 결정계수(R2)가 낮아 정확성

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량예측의 정밀도가 낮아진다. 이것은 이상기

상에 따른 풀사료의 피해량산정을 위한 수량예측모델 연구에서도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Choi, 2020). 따라서 풀사료 수량예측

모델에 이용하는 기후요인 중 작물의 생존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

는 기온요인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알고자하는 어느 특정지역의 일

평균온도를 정확히 측정해야 정확한 수량예측모델을 구축할 수 있

게 되므로 특정지역에 대한 평균온도를 정확히 추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팀은 다년간 수량예측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

후정보의 활용기술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다. 또한 최근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에서는 기상청에서 생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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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상관측자료 등의 기상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쉽게 조회하거

나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해졌다. 이를 기반으로 어느 특정지역

에 대한 일평균온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후에 대한 정보는 기상 데이터 로거(Data Logger)를 통한 

자체수집 또는 주위 기상대의 기상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고 있

다. 그러나 데이터 로거가 없는 지역은 그 지역의 기상대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 기상대 주변 지역이 동일한 기상정보를 갖

게 된다. 이는 지형의 차이를 무시하게 되어 사료작물 수량예측

모델의 정밀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형에 따라 

다른 기후정보를 확보하여 수량예측모델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 개발된 풀사료 수량예측모델의 기

후정밀도 향상을 위하여 지점별 일평균온도 추정의 가능성을 종

관기상관측자료와 방재기상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자료 수집

일평균기온 추정 방법 연구는 Fig. 1 과 같이 자료수집, 수치입력 

및 자료가공 단계를 거쳐 분석용 data set를 확정한 다음 통계분석방

법을 이용하여 일평균기온을 추정하는 단계로 되어 있다. 자료는 

2006년에서 2015년까지의 종관기상관측지점 98개소와 방재기상지

점 501개소로부터 위치정보와 일평균기온자료를 수집, 총 기상관측 

지점수는 599개 이었으나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Table 1). 자
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 2017)
로부터 수집하였다. 종관기상관측자료는 종관기상관측장비(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에 의한 자동관측과 목측에 

Fig. 1. Flowchart of this study.

Province ASOS1) AWS2) Total Metropolitan City3)

Gangwon-do 13 77 90
Gyeonggi-do 9 95 104 Seoul, Incheon
Gyeongsangnam-do 16 62 78 Busan, Ulsan
Gyeongsangbuk-do 16 58 74 Daegu
Jeollanam-do 16 78 94 Gwangju
Jeollabuk-do 10 32 42
Jeju-do 6 34 40
Chungcheongnam-do 7 35 42 Daejeon
Chungcheongbuk-do 5 30 35 Sejong
Total 98 501 599
1)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2)AWS, Automated Weather System, 3)Metropolitan is administratively divided, but it is 

included in the geographical area.

Table 1. Collected data of meteorological office by region



Possibility of Estimating Daily Mean Temperature Using the Location Information

- 58 -

의한 수동관측을 함께 수집한 것이었다. 방재기상관측자료는 자동기

상관측장비(AWS, Automated Weather System)를 이용하여 지상부

근의 대기상태를 실시간 관측하여 국지적인 기온, 바람, 강수 등을 

관측하여 수집한 것이었다. 

2. 수치입력 및 자료가공

종관기상관측자료와 방재기상관측자료를 입력하는 수치입력의 

1차 가공에서는 연도별 기상대번호, 위치정보(위도, 경도 및 해발

고도) 및 일평균기온의 자료를 엑셀화작업을 하였다. 2차 가공에서

는 1차 가공 자료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년 미만 자료는 

삭제하였다. 1년 미만 자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상대 주소가 변경

되었거나 기상대가 중간부터 생성되거나 중간에 없어졌기 때문이

다. 자료에서 1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1년 미만자료

란 1월 1일 자료는 있으나 12월 31일까지 채우지 못한 자료, 1월 

1일이 아닌 날부터 12월 31일까지만 있는 자료 및 1월 1일부터 시

작하지 않았고 12월 31일까지도 없는 자료이다. 삭제에 대한 예시

는 아래와 같다. 2차가공에서는 1년미만자료 15개를 삭제하여(종
관기상관측지점 1개, 방재기상관측지점 14개) 지점수는 584개가 

되었다.

3. 분석용 data set

통계분석에 사용 최종 data set를 작성하는 3차 가공에서는 10
년동안 연차변이를 보기 위해 연속 10년의 자료만 남기고 삭제

하였다. 3차 가공에서는 연도별 종관기상관측지점 23개와 방재

기상관측지점 223개 총 246개를 삭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정리

된 자료는 종관기상관측자료 75개소의 10년간 일평균기온과 방

재기상관측자료 278개소 10년간의 일평균기온자료를 이용하였

다. data set(3차 가공) 자료는 각 연도별로 정리하였으며, 연도별

로 위치정보, 연평균기온 및 월평균기온 그리고 위치정보, 10년 

연평균기온 및 10년 월평균기온 자료로 정리하였다. 통계분석에 

사용할 분석용 data set는 최종적으로 353개(종관기상관측지점 

75개 및 방재기상관측지점 278개)였다(Table 2). 

4. 일평균기온 추정가능성 분석통계분석

일평균기온 추정을 위한 통계분석방법으로는 위치정보와 평균

기온에 대한 도수분포표, 기술통계량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위치정보를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Fig. 2. Distribution of annual mean temperature.

Year
Data input

(1st processing)
Error correction
(2nd processing)

Data set
(3rd processing)

ASOS1) AWS2) ASOS AWS ASOS AWS
2006 78 460 78 408

75 278

2007 79 462 77 421
2008 82 464 78 436
2009 84 466 83 436
2010 91 472 84 419
2011 93 471 92 411
2012 93 475 92 431
2013 93 481 92 439
2014 94 481 93 461
2015 95 495 93 454
Total 98 501 97 487 75 278

1)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2)Automated Weather System.

Table 2. Amount of meteorological office by data processing pe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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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PSS 24.0(2017, IBM corp.) 을 사용하였다. 연·월평균기온에 

대한 통계분석결과를 토대로 위치정보를 이용한 일평균기온 추정

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연월평균기온의 정규분포 확인 

관측지점수 353개소(2006~2015년)에 대한 10년 평균 연평균기

온의 도수분포도는 정규곡선을 보이고 있어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이 

가능하였다(Fig. 2). 관측지점수 353개소(2006~2015년)의 월평균기

온에 대한 도수분포도는 5월에서 8월까지 정규분포를 나타내지 않

았다. 이는 5월에서 8월까지의 온도변화가 심한 것과 여름철 고온 

현상에 기인하고 있다. 연평균기온은 6.7에서 15.9℃의 범위로 평균

은 12.2℃, 중위값은 12.3℃였다. 월평균기온은 –1.1에서 25.3℃의 분

포를 나타냈다. 자료의 정규성 확인을 위해서 Kolmogorov-Smirnov
와 Shapiro-Wilk 검정을 이용해서 확인한 결과, 5월부터 8월까지의 

월평균온도는 정규성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나타났다(Table 3). 

2. 위치정보와 평균기온과의 관계

위치정보와 연평균기온의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평균기온은 위도와 매우 높은 부(-)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R=-0.67**), 또한 연평균기온은 해발고도와 매우 높은 부(-)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R=-0.60**). 연평균기온은 경도와 높은 부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R=-0.11*). 즉 우리나라의 지형

에서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연평균기온이 낮아지고, 해발고도

가 높을수록 연평균기온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동쪽으로 갈수록 

연평균기온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백두대간의 영향으

로 보인다. 경도는 해발고도와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

지며(R=0.19**), 경도는 위도와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

진다(R=0.18**). 그러나 기상관측지점의 분포를 보면 위도와 경

도 간 상관이 없으며 지점수가 많음으로 인해 유의확률이 높이 

Kolmogorov-Smirnov Shapiro-Wilk

Statistic Degree of 
freedom P-value Statistic Degree of 

freedom P-value

Annual 0.032 353 0.200 0.995 353 0.257
January 0.031 353 0.200 0.994 353 0.162
February 0.043 353 0.200 0.993 353 0.132
March 0.033 353 0.200 0.997 353 0.841
April 0.036 353 0.200 0.990 353 0.017
May 0.061 353 0.003 0.983 353 0.000
June 0.090 353 0.000 0.969 353 0.000
July 0.084 353 0.000 0.958 353 0.000

August 0.061 353 0.003 0.960 353 0.000
September 0.037 353 0.200 0.987 353 0.003

October 0.037 353 0.200 0.994 353 0.232
November 0.042 353 0.200 0.992 353 0.042
December 0.035 353 0.200 0.989 353 0.007

Table 3. Result of normality on annual and monthly mean temperature during 10 years

Fig. 3. Distribution by Longitude with Latitude and Altitude.

　 Longitude Latitude Altitude Annual mean 
temperature

Longitude 1.00 0.18** 0.19** -0.11*
Latitude 0.18** 1.00 0.17** -0.67**
Altitude 0.19** 0.17** 1.00 -0.60**
Annual 
mean 

temperature
-0.11* -0.67** -0.60** 1.00

Table 4. Correlation of annual mean temperature with loc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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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Fig. 3). 한편 경도와 해발고도의 경우 

우리나라 지형적 특징인 동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치정보와 10년 평균의 월평균기온의 상관관계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으며, Fig. 4는 상관계수의 월별 변화를 나

타내었다. 월평균기온은 경도와 6, 7, 8, 9, 10 및 11월에 매우 

높은 부(-)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월평균기온은 위도와 6월 

이외의 월에서 매우 높은 부(-)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월평균기온과 해발고도는 모든 월에서 매우 높은 부(-)의 상관을 

나타났다. 해발고도는 월(계절)에 관계없이 월평균기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위도는 6월을 제외한 월평균기온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월평균기온에 미치는 경도, 위도 및 해발고도

의 영향이 월별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위치정보를 이용한 일평균기온 추정 가능성

위치정보와 연평균기온의 다중회귀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

으며, 결정계수인 R2 이 0.7이며, 분산분석표의 F값이 275.0로 

매우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위치정보와 월평균기온

의 다중회귀분석의 회귀계수와 결정계수는 Table 6과 같이 나타

났으며, 이는 앞서 결과로 제시된 히스토그램, 상관분석에 의한 

상관계수와 같이 5월, 6월, 7월의 결정계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
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월 평균기온의 추정 시 여름철은 오차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경도, 위도 및 해발고도인 위치정보를 이

용한 일평균기온 추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전국의 

　 Constant Longitude Latitude Altitude R-squared
Annual 21.69 0.16 -.780 -0.01 0.70
January 11.30 0.38 -1.66 -0.01 0.75
February -4.14 0.42 -1.31 -0.01 0.81
March -18.84 0.46 -0.93 -0.01 0.79
April -15.97 0.37 -0.53 0.00 0.67
May -0.64 0.21 -0.21 0.00 0.38
June 37.62 -0.12 0.00 0.00 0.30
July 37.01 -0.02 -0.27 0.00 0.54

August 50.50 -0.11 -0.31 -0.01 0.72
September 61.60 -0.15 -0.59 -0.01 0.76

October 44.70 0.01 -0.84 -0.01 0.68
November 41.70 0.08 -1.19 -0.01 0.71
December 30.19 0.24 -1.65 -0.01 0.76

Table 6. Coefficient and R-squared of monthly mean temperature for a decade with location information

Longitude Latitude Altitude
January -0.07 -0.78** -0.49**
February -0.02 -0.78** -0.53**
March 0.06 -0.73** -0.56**
April 0.10 -0.58** -0.60**
May 0.05 -0.31** -0.54**
June -0.21** -0.10 -0.53**
July -0.19** -0.45** -0.65**

August -0.29** -0.48** -0.76**
September -0.30** -0.61** -0.72**

October -0.19** -0.64** -0.63**
November -0.17** -0.72** -0.55**
December -0.12** -0.79** -0.49**

Table 5. Correlation of monthly mean temperature with 

location information 

Fig. 4. Fluctuation of correlation with monthly mean temperature

for a decade with loc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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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자료를 사용하여 일평균기온의 추정은 가능하지만 보다 정

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상자료를 각 시·도로 세분화하여 적용

할 필요가 있다.

Ⅳ. 요 약

본 연구는 기 개발된 풀사료 수량예측모델의 기후정밀도 향상

을 위하여 지점별 일평균온도 추정의 가능성을 기상대 자료(종관

기상관측지점 75개 와 방재기상관측지점 278개)의 연평균기온 

및 월평균기온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연평균기온과 월평균기

온은 각각 정규성 확인, 위치정보(경도, 위도 및 해발고도)와의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발고도는 연평균기

온 및 월평균기온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위도는 6월을 제외한 월평균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경도는 6, 7, 8, 9, 10 및 11월의 월평균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일평균기온 추정은 

경도, 위도 및 해발고도를 이용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국의 기상자료를 사용하여 일평균기온의 추정은 

가능하지만 보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상자료를 각 시·도
로 세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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