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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작물 재배에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날씨이므로 재배지의 장기 농업 기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정식과 

수확 시기 등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농작업을 기획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농가의 안정적인 수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GloSea5와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고랭지배추의 재배를 위한 장기 농업기

상정보 예측 방법을 제시하였다. GloSea5는 계절예측시스템으로 최대 240일까지의 기상을 예측한다. 심층신경망과 공

간랜덤포레스트를 이용하여 장기 일 평균기온을 예측한 결과 심층신경망이 공간랜덤포레스트에 비해 장기예측성능이 

우수하였다. 하지만 공간랜덤포레스트는 강원도 전역의 기온을 짧은 시간에 예측하는 장점이 있다. 공간랜덤포레스트로 

분석한 결과 여름철과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의 장기 일 평균기온이 잘 예측되었다. 

주제어 : GloSea5, 고랭지배추, 농업기상, 심층신경망, 공간랜덤포레스트

Abstract  Systematic farming can be planned and managed if long-term agricultural weather 

information of the plantation is available. Because the greatest risk factor for crop cultivation is the 

weather. In this study, a method for long-term predicting of agricultural weather using the GloSea5 and 

machine learning is presented for the cultivation of Chinese cabbage. The GloSea5 is a long-term 

weather forecast that is available up to 240 days. The deep neural networks and the spatial 

randomforest were considered as the method of machine learning. The longterm prediction 

performance of the deep neural networks was slightly better than the spatial randomforest in the sense 

of root mean squared error and mean absolute error. However, the spatial randomforest has the 

advantage of predicting temperatures with a global model, which reduces the computation time.

Key Words : GloSea5, Chinese cabbage, Agricultural weather, Deep neural networks, Spatial random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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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농작물 재배에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날씨이다. 온

도, 습도, 강우량, 조도량 등의 기상요인이 농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작물마다 성장환경 조건이 상이

하므로 농작물 재배 기간의 기상정보를 수집한다면 효율

적인 농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1,2]. 또

한, 기상요인은 농산물 가격과 공급 측면에서 작물의 생

산량 예측에 매우 중요한 정보로 이용된다[3]. 따라서 재

배지의 장기 농업 기상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체계적인 

농작업을 기획하여 관리할 수 있다. 

현재 기상청은 동네 예보, 중기예보(10일), 1개월 전

망, 3개월 전망, 기후 전망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하고 있다. 장기 농업 기상정보는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절예측시스템인 GloSea5(Global seasonal 

forecast system version 5)를 통해 얻을 수 있다[4]. 

GloSea5는 대기-지면-해양-해빙 모델이 결합된 모델로 

최대 240일의 중장기 기상예측이 가능하다. GloSea5는 

계절예측시스템의 6개월간 기후 예측능력 평가[4]와 

GloSea5 기반의 국내 가뭄 예보[5] 등에 활용되고 있다.

정확성이 높은 기상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연구로 기계

학습 또는 딥러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종관기상관측장

비(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

와 방재기상관측장비(Automatic Weather System, 

AWS)의 결측치를 인공신경망으로 보완하는 연구가 수행

되었고[6], DBN(Deep Belief Network)을 이용해 새로

운 강수예측 방법이 제시되었다[7]. 시간을 고려한 모델

로 RNN(Recurrent Neural Network)은 도시의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침수 가능성을 예측하였다[8]. 

고랭지 농업은 해발고도 400m~1000m에서 고산 지

대의 기후 특성을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이다. 

고산 지대는 여름철에 긴 일조 시간, 큰 일교차와 풍부한 

강우량을 가지면서 기온이 선선하기 때문에 저온에서 자

라는 배추나 무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데 유리하다. 특히 

배추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량이 많은 채소 중 하나이고 

강원도 고랭지배추는 전국 배추 생산량의 93%를 차지하

고 있다. 이는 고산 지대의 기후적 특징인 긴 일조 시간

과 큰 일교차가 배추의 맛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9].

본 연구에서는 고랭지배추의 주산지인 강원도 일대의 

장기 농업기상정보를 고해상도로 생산하는 방법을 다루

고자 한다. 장기예측을 위해 계절예측시스템인 GloSea5 

자료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GloSea5는 해상도가 낮고 

해발고도가 고려되지 않은 기상정보를 생산하므로 고랭

지배추 재배지의 기상정보로 가공하기 위해선 기계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기계학습을 위해 강원도에 설치 운영 

중인 종관기상관측장비, 방재기상관측장비, 그리고 농업

기상관측소에서 수집된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일 

평균기온 자료를 사용하였다. 

시계열자료의 딥러닝은 주로 RNN으로 학습시킨다. 

GloSea5의 예측값은 매일 과거의 관측값이 예측모델에 

반영되어 새로운 예측값이 생성되므로 RNN기반의 기계

학습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슬라이딩창을 통해 장기 농업기상정보를 

생산하였다[10]. 하지만 슬라이딩창을 이용할 경우 계절

의 변화에 따른 추세성이 반영되어 장기예측의 정확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간랜덤포레스트(Spatial Random 

Forest, sRF) 방법을 통해 계절 성분을 제거하여 자료를 

훈련시켰다. 또한, 관측소별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여 넓

은 지역의 농업기상정보를 생산하는 계산시간이 오래 걸

리는 문제점이 있다[10]. 본 연구는 거리에 따른 상관성

이 고려된 공간 기계학습법인 공간랜덤포레스트를 적용

하여 고해상도 장기 농업기상정보인 일 평균기온을 예측

하였다. 예측모델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 평균기온 

예측값과 관측값의 차이를 이용한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평균절대오차(Mean 

Absolute Error, MAE)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은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 방법인 딥러닝과 공간랜덤포레스트 모델을 소개하

고 예측성능 비교를 위한 모델검증방법을 다룬다. 3절은 

연구 자료인 GloSea5와 기상청의 일 평균기온 관측 자

료를 소개하고 4절은 예측모델의 분석 결과를 다룬다. 마

지막 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논의한다.

2. 관련 연구

2.1 연구방법론

2.1.1 인공신경망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신경계를 모형화하여 지능을 구

현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이다. 인공신경망은 입력층

(Input layer), 은닉층(Hidden layer) ,출력층(Output 

layer) 총 세 가지 층으로 구분되고 각 층은 노드(Node)

로 구성되어 있다(Fig. 1). 인공신경망의 기법 중 은닉층

이 2개 이상일 경우 심층신경망이라고 하며 심층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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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학습시키는 기술을 딥러닝이라 한다[11]. 기존의 기계

학습보다 나은 성능을 가지기 위해 데이터 연산 속도의 

향상, 데이터양의 증가, 인공신경망 알고리즘 개선을 하

였다. 인공신경망 내부의 노드를 비활성화 시키는 것과 

같은 인공신경망을 구조적으로 변화를 시키거나 인공신

경망의 은닉층의 수를 늘리는 것을 통해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Fig. 1. Structure diagram of Artificial 

neural network[10]

2.1.2 공간랜덤포레스트

랜덤포레스트는 Breiman(2001)가 제안한 기계학습

의 기법 중 하나로 의사결정나무의 심화된 기법이며 그 

결과를 앙상블 방법(ensemble method)으로 종합한다

[12]. Hengl 등(2018)은 랜덤포레스트는 비공간적 접근

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간적 관계를 설명하는 

버퍼거리를 추가한 공간랜덤분포를 제안하였다[13]. 본 

연구는 입력변수로 해발고도(Digital Elevation Model, 

DEM)와 GloSea5 그리고 버퍼거리(Buffer distance)를 

고려하였다(Fig. 2).

Fig. 2. Proposed structure diagram of spatial 

random forest[13]

기계학습을 통해 자료를 설명하는 모델을 세우기 위해

선 훈련자료와 검증자료의 구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현재 시점의 1년 전 자료를 훈련자료로 사용하고 현

재 시점 자료를 검증자료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2017

년 11월 14일을 기준으로 계절예측을 한다고 하자. 이 

경우 훈련자료는 2016년 11월 14일이다. 자료의 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는 ±3일을 추가하여 2016

년 11월 11일부터 2016년 11월 17일까지 자료를 훈

련자료로 사용하였다. 훈련된 자료로 세워진 기계학

습모델을 통해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7월 

12일까지 일 평균기온을 예측할 수 있다(Fig. 3). 

Fig. 3. The technique to learn in Machine learning

2.2 모델 검증

예측모델의 예측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예측값과 실제 

관측값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평가 기준으로 RMSE, 

MAE를 사용하였고 그 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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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예측값, 는 관측값, 그리고 은 예

측 일의 수이다. RMSE와 MAE는 값이 작을수록 실

제 관측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작음을 의미하므로 예

측성능이 우수하다고 평가한다. 

3.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기계학습에 사용한 자료는 GloSea5, 고

도자료(DEM), 버퍼거리,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서 관측한 

일 평균기온이다.

GloSea5는 전지구 계절예측시스템으로 지구규모의 

대기와 해양의 효과를 반영한 대기-지면-해양-해빙의 결

합모델이다. 또한 2010년부터 우리나라 기상청과 영국

기상청(Met Office)이 공동구축 및 운영 중이며 전지구 

기후모델인 HadGEM(Hadley Center Global 

Environmental Model)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대기 

모델은 Unified Model(UM), 해양모델은 Nucleus for 

European Modeling of the Ocean(NEMO), 해빙모

델은 Community Ice CodE(CICE)와 지표모델은 

Joint UK Land Environment Simulator(JULES)로 이

루어졌으며 결합자(Coupler)는 Ocean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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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Ice Soil3(OASIS3)이다[14-18]. 

대기모델의 수평해상도는 중위도에서 60 km로 한반

도는 16*22개의 격자로 1일부터 240일 후까지 18개의 

기상요인에 대해 기후 예측장이 생성되고 있다(Fig. 4). 

Glosea5는 14년간(1996~2009년)의 과거재현자료 

HCST(Hindcast)와 실시간예측자료인 FCST(Forecast)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실시간예측자료인 FCST를 

사용한다. FCST는 1개월 예보용(월 예측)과 3개월 예보

용(계절예측)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매일 2개씩, 총 4개의 

앙상블 멤버를 수행한다. 1개월 예보용은 시작일로부터 

60일, 3개월 예보용은 시작일로부터 220일씩 산출한다.

Fig. 4. The mean temperature in GloSea5 

DEM은 실제 지형 정보 중 건물, 수목, 인공 구조물 

등을 제외한 지형 부분만을 표현한 모형이며 지형의 고

도값을 수치로 저장함으로써 지형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

료이다(Fig. 5). 보편적인 방법으로 90m 해상도의 격자 

방식으로 저장되어 활용된다.

고랭지배추는 주로 강원도에서 재배되고 있다. 고랭지

배추가 재배되는 밭의 일 평균기온을 예측하기 위해선 

GloSea5의 예측값과 실제 관측값 사이의 관계를 기계학

습을 통해 훈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기상청에서 강원

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상관측장비 85개를 이용

하였다. 기상관측장비의 위치는 Fig. 5이고 관측소의 위

치는 강원도 전역에 균등하게 분포되어있다. 

Fig. 5. The location of weather stations and DEM

버퍼거리는 기상관측장비 사이의 거리를 유클리디안

(Euclidean)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Fig. 6은 계

산된 버퍼거리를 시각화하여 나타낸 것이며 각 관측소에

서 가까울수록 진한 파란색을 띠고 있다. 공간랜덤포레스

트에서는 각 기상관측소의 버퍼거리를 입력자료로 사용

하여 공간적 상관성을 훈련시킨다[13]. 

Fig. 6. The buffer distance for 

each station 

4. 연구결과

강원도의 고해상도 농업기상정보를 예측하기 위해 사

용된 GloSea5의 입력자료는 2017년 1월 4일부터 2017

년 8월 4일이다. 자료의 훈련은 Fig. 3과 같이 수행되므

로 실제 관측자료는 2016년 1월 1일부터 8월 7일의 일 

평균기온이다. 모델예측 검증은 2017년 1월 5일부터 

2017년 11월 18일까지 강원도 일 평균기온 관측 자료가 

사용되었다.

먼저 GloSea5와 관측값을 관측소별 DNN의 입력자

료로 훈련시켜 GloSea5만으로 예측한 모델과 RMSE와 

MAE를 비교하면 Table 1이다. GloSea5만으로 예측한 

것에 비해 DNN으로 예측했을 때의 RMSE와 MAE가 낮

아 DNN이 더 우수한 예측력을 보인다. GloSea5와 

DNN 모두 60일까지의 RMSE와 MAE가 90일 이상의 

RMSE와 MAE보다 높으므로 단기예측에 비해 중장기 예

측을 더 잘하고 있다. 

DNN은 관측소별로 자료를 훈련시켜 예측하므로 관

측소의 수가 증가할수록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

이 있다. 또한 실제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점의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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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훈련시킬 수 없으므로 공간보간법(Spatial 

interpolation)을 통해 예측해야 한다. DNN 특성상 활

성화함수의 가중치를 계산해야 하므로 30일 단위의 예측 

결과만 Table 1에 반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

랜덤포레스트를 통해 강원도 전역의 일 평균기온을 예측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DNN GloSea5

　 RMSE MAE RMSE MAE

30day 4.66 3.51 5.45 4.30

60day 5.23 4.12 4.18 3.42

90day 2.99 2.30 4.88 3.88

120day 2.82 2.50 3.97 3.32

150day 3.02 2.40 2.53 1.97

180day 3.14 2.59 3.33 2.75

210day 3.58 2.92 3.69 3.32

240day 2.79 2.25 3.90 3.25

Table 1. The result of validation by DNN and GloSea5

강원도 지역의 일 평균기온의 공간분포를 예측하기 위

해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입력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입력

자료의 해상도가 모두 같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R의 

‘projectRaster’ 함수를 이용하여 해발고도, GloSea5, 버퍼

거리의 해상도를 bilinear방법을 통해 30m로 맞추었다.

예로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2017년 7월 31일의 

GloSea5 입력자료는 Fig. 7이다. 기상관측장비에서 측

정한 관측값은 Fig. 8이다. 기상관측값을 공간 보간법으

로 시각화하면 Fig. 9이다. 해발고도가 높은 백두대간의 

기온이 낮고 평지의 기온이 높게 표현되어 있다. 버퍼거

리와 고도 그리고 GloSea5를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공간

랜덤포레스트로 예측하면 Fig. 10이다. 실제 관측값과 비

슷한 기온 패턴이 반영되어 있을뿐더러 해발고도가 높은 

설악산 지역의 기온이 더 낮게 표현되어 있다. DNN은 

관측소의 수만큼 모델이 필요하지만 공간랜덤포레스트는 

하나의 모델로 전체지역이 예측되므로 강원도의 일 평균

기온을 예측하는 시간이 DNN에 비해 짧다. 

Fig. 7. The projected GloSea5 to 30m

Fig. 8. The observed daily mean temperature

Fig. 9. The spatial distribution of observed temperature

Fig. 10. The predicted spatial distribution by spatial 

random forest

공간랜덤포레스트를 이용하여 DNN과 같이 2016년 

1월 1일부터 8월 7일의 일 평균기온을 예측한 결과는 

Fig. 11, Fig. 12와 같다. RMSE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50일부터 90일까지의 예측성능이 비교적 좋은 것을 확

인할 수 있고 150일 이후의 장기예측력은 낮았다(Fig. 

11). MAE도 RMSE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Fig. 12). 

공간랜덤포레스트의 RMSE는 3.0~3.7이며 DNN의 

RMSE와 비교해 보면 60일까지의 예측성능은 공간랜덤

포레스트가 좋지만 90일 이후의 예측성능은 DNN이 우

수했다. 공간랜덤포레스트의 장기 예측성능은 DN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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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부족하나 하나의 모델로 전체지역을 예측하므로 

DNN에 비해 계산시간이 짧다. 계산시간이 DNN에 비해 

짧아 시간해상도를 30일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1일부

터 +240일까지 계산하였다. 

Fig. 11. The mean of RMSE 

Fig. 12. The mean of MAE 

공간랜덤포레스트의 예측성능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

해 월별 예측성능을 그리면 Fig. 13와 Fig. 14이다. 월에 

무관하게 여름철 예측성능이 우수하였다. 하지만 겨울철 

예측성능이 그리 좋지 못했다. 이는 2017년의 겨울철 기

온이 2016년보다 현저히 낮아 GloSea5의 훈련이 모델

에 잘못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고랭지배추는 5월에 정식

하여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주로 수확하므로 여름철의 

예측성능이 우수한 공간랜덤포레스트를 농업기상에 활용

할 수 있다. 

Fig. 13. The mean of RMSE by month 

Fig. 14. The mean of MAE by month 

고랭지배추는 주로 해발고도가 높은 고산지에서 재배

된다. 해발고도에 따른 RMSE 공간분포를 그리면 Fig. 

15이다. 해발고도가 낮을수록 RMSE가 낮아지고 해발고

도가 높을수록 RMSE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해

발고도가 높은 지역의 훈련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고산지

의 평균기온 특성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산지역에 관측소를 추가설치 운영한다면 고랭

지 지역의 농업기상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Fig. 15. RMSE result of spacial random forest 

according to station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의 고랭지배추 재배를 위한 장기 

농업기상정보 예측 방법을 DNN과 공간랜덤포레스트로 

제시하였다. 농업기상정보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 

GloSea5의 입력자료는 2017년 1월 4일부터 2017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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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일까지이며 관측 자료는 2016년 1월 1일부터 8월 

7일의 일 평균기온 자료가 사용되었고 모델예측 검증은 

2017년 1월 5일부터 2017년 11월 18일까지 강원도 일 

평균기온 관측 자료가 사용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슬라이딩창을 이용한 DNN으로 장기 

농업기상정보를 생산하였지만 이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추세성이 반영되어 장기예측의 정확성이 낮아지는 문제

점이 발생되었다[10].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 훈련 방법을 Fig. 3의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DNN과 공간랜덤포레스트를 비교한 결과 단중기예측(60

일)은 공간랜덤포레스트가 예측을 잘하지만 90일 이후인 

장기예측은 DNN이 더 우수했다. 하지만 DNN은 관측소

별 모델로 구현되어 공간랜덤포레스트에 비해 계산시간

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예측성능을 계절별로 살피

면 여름철이 겨울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예측이 우수

하다. 또한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이 높은지역에 비해 잘 

예측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모델은 1년 전 GloSea5만 훈련자료로 

사용하였다. 만약 과거 20년~30년까지의 GloSea5를 훈

련시켜 예측한다면 평년의 개념과 유사하게 평균적인 장

기계절예측을 할 수 있다. 또한 연도별 자료를 샘플링하

여 모델을 앙상블시키면 장기예측의 불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의 관측 자료

가 충분하지 않아 예측성능이 좋지 않으므로 향후 고산

지역에 관측소를 추가설치 운영한다면 고랭지배추지역의 

장기 농업기상예측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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