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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estimation of rice yield affects the income of farmers as well as the fields related to
agriculture. Moreover, it has an important effect on the government’s policy making including the control
of supply demand and the price estim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build the crop yield estimation model
and from the past, many studies utilizing empirical statistical models or artificial neural network algorithms
have been conducted through climatic and satellite data. Presently, scientists have achieved successful
results with deep learning algorithms in the field of pattern recognition, computer vision, speech
recognition, etc. Among deep learning algorithms, the SSAE (Stacked Sparse AutoEncoder) algorithm
has been confirmed to be applicable in the field of forecasting through time series data and in this study,
SSAE was utilized to estimate the rice yield in South Korea. The climatic and satellite data were used as
the input variables and different types of input data were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period of rice growth
in South Korea. As a result, the combination of the satellite data from May to September and the climatic
data using the 16 day average value showed the best performance with showing average annual %RMSE
(percent Root Mean Square Error) and region %RMSE of 7.43% and 7.16% that the applicability of the
SSAE algorithm could be proved in the field of rice yield estimation.

Key Words : Deep learning, AutoEncoder, Rice yield estimation, Climatic data, Satellite data, Remote
sensing

요약 : 쌀 생산량 예측 및 조사는 농가 소득 보전 및 농업 분야 기관에 영향을 주고 수급 조절과 가격 예측

등 정부의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작황 추정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며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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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쌀 생산량 예측 및 조사는 농가 소득 보전 및 농업 분

야 기관에 영향을 주고 수급 조절과 가격 예측 등 정부

의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 국내 통계청에서는 매년 작황조사, 예상 생산량 조

사 및 실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여러 기

관에선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쌀 생산량 예측을 포함

하여 다수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작황 추정 분야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대

다수의 연구에서 입력 변수로 기상 자료 및 위성 자료

등 원격탐사를 통해 취득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위성 자

료의 경우 식생의 분광특성을 통해 식생관련 정보를 얻

을 수 있으며, 비용과 사용성 측면에서 편익을 제공하

기 때문에 작황 추정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Nuarsa et al.,

2011; Fang et al., 2011). Alvarez (2009)는 월별 강수량 및

월별 평균 온도 자료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Pampas) 지역 내 밀 생산량 추정을 하였고, 추정값과 생

산량 간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로 0.761을

나타냈다. 그리고 Prasad et al. (2006)에선 온도, 강수량

자료와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및 토양 습윤 정보를 입력 자료로 사용하여 미국 아이

오와 주를 대상으로 곡물 생산량 추정 연구를 진행하였

으며 옥수수와 콩의 경우 각각 결정계수로 0.78과 0.86의

결과를 보였다. Jaikla et al. (2008)은 최고 온도(Maximum

temperature; Max), 최저 온도(Minimum temperature; Min),

일사량(Solar radiation; Sol) 및 강수량(Precipitation; Pre)

을 통해 토양 내 질소, 줄기 무게(stem weight) 및 낟알 무

게(grain weight)를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의

경우, Hong et al. (2012)은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NDVI와 두 가지 종류의 일

조시간 및 일사량 자료를 변수로 사용하여 국내 쌀 생

산량을 추정하였으며 통계청과의 비교 결과 1.1 kg/10a

및 14.1 kg/10a차이를 나타내었다. Na et al. (2013)에서도

국내 벼 수량 추정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연구에서

는 일별 일사량 자료와 MODIS 표면 반사율(surface

reflectance), 지표면 온도 (land surface temperature) 및

FPAR(Fraction of the absorbed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자료를사용하여NPP(Net Primary Productivity)

를 계산하고 이와 벼 수량과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2012

년 벼 수량을 대상으로 RMSE(Root Mean Square Error)

9.46 kg/10a를 보였다.

작황 추정 모델의 종류를 살펴보면 과거로부터 경험

적 통계 모형을 주로 사용하였다(Hong et al., 2012). 하지

만, 재배 지역, 관개 시설, 날씨를 포함하여 곡물 생산량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가운데

이러한 요인들과 생산량과의 비선형(nonlinear) 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알고리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입력 자료

와 출력 자료 간 두 개 이상의 은닉 층(hidden layer)을 통

해 비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모델이 적용되었다(Irmak et al., 2006; Uno

et al., 2005). Li et al. (2007)과 Ji et al. (2007)에서는 각각 위

성자료와 기상자료를 입력 자료를 통해 인공신경망과

다중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모델을 구축

하여 비교 및 평가하였으며 두 연구에서 모두 인공신경

망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현재 인공신경망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딥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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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기상 자료 및 위성 자료를 통해 경험적 통계 모델 또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현재 인공신경망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딥 러닝 알고리즘이 패턴 인식, 컴퓨터 비전, 음

성 인식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며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다양한 딥 러닝 알고리즘 중 SSAE

알고리즘이 시계열 자료를 통한 예측 분야에서 적용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SSAE를 통해 남

한 전역에 대한 쌀 생산량 추정 연구를 진행하였다. 입력 변수로 기상자료와 위성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남한

벼의 생육 기간을 고려하여 입력 자료를 기간별로 나누고 최적의 입력 자료롤 찾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5월

부터 9월까지의 위성 자료와 16일 평균값을 사용한 기상 자료와의 조합을 사용하였을 경우 평균 연도별 

%RMSE, 시군구 %RMSE 각각 7.43%, 7.16%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쌀 생산량 추정 분야

에 대한 SSAE 알고리즘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deep learning) 알고리즘이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패턴

인식(pattern recognition),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최근 딥 러

닝 알고리즘 중 SSAE(Stacked Sparse AutoEncoder) 알고

리즘이 시계열 자료를 통한 예측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

과를 보이고 있는데 Khodayar and Teshnehlab (2015)에

서는 풍속 예측(wind speed prediction) 분야에 처음으로

SAE(Stacked AutoEncoder)을 적용하였고 인공신경망과

의 성능 비교를 통해 SAE가 인공신경망보다 더 좋은 성

능을 보임과 동시에 일반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기후 예측(weather forecasting), 교통량 흐

름 예측(traffic flow prediction) 및 에너지 부하(energy

load) 분야에서도 SAE 알고리즘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Busseti et al., 2012; Liu et al., 2014; Lv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딥 러닝 알고리즘 중 SSAE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작황 추정 모델을 구축하고 2003~2016년

도에 해당하는 기상 자료 및 위성 자료를 입력 자료로

사용하여 남한 쌀 생산량 추정 연구를 통해 작황 추정

분야에서 SSAE 알고리즘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 및 확

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지역 및 자료 수집

1) 연구 대상 지역

남한 지역은 동아시아에 북위 33~38°, 동경 126~131°

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00,210 km2의 면적을 차지한다.

행정적으로는 서울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시, 1개의 특별자치시 및 1개의 특별자치도

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총 162개의 시

군구에 대해 쌀 생산량 추정 연구를 진행하였다. 남한

은 사계절이 뚜렷하며 1981년~2010년 평년값 기준 연

평균기온은 10~15°C를 나타내고 가장 더운 8월엔 23~

26°, 가장 추운 1월엔 -6~-3°C를 보인다(KMA, 2017). 여

름엔 주로 장마 기간을 포함하며 연 강수량의 50~60%

가 여름에 나타난다.

2) 기상 자료 및 위성 자료

본연구에서사용된일별최고, 최저온도및평균온도

(Average temperature; Avg), 일사량및강수량자료(’03~’16)

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89개 지점의 관측소 및 599개

지점의 방재기상관측장비에서 취득되었으며 ,

Cressman 기법을 사용하여 3km의 격자간격을 가지도

록 객관 분석이 수행되었다(Ahn et al., 2010). 위성자료는

MODIS에서제공하는자료중Terra와Aqua위성으로부

터제공되는MOD13 및MYD13 NDVI및EVI(Enhanced

Vegetation Index)와MOD15 및MYD15의 LAI(Leaf Area

Index) 및 FPAR(Fraction of absorbed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해당 자료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 위해 WGS-84 Sinusodial 좌표계

를 UTM Zone 52N 좌표계로 변환하고 보정계수를 적

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ong et al. (2012)

와 Na et al. (2013)에 나와 있다. NDVI와 EVI의 시간 해

상도 및 공간 해상도는 각각 16일, 250 m이며, LAI와

FPAR의 경우엔 8일, 1 km의 해상도를 가진다.

3) 쌀 생산량 통계 자료 및 논 마스크 영상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쌀 생산량 통계 자료는 통

계청 웹사이트에서 수집가능하며(KOSIS, 2017), 이는

남한 시군별 논벼의 10a당 생산량 정보를 포함한다. 이

후,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쌀 생산량 통계값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시군구만을 추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152개의 시군구에 대해 쌀 생산량을 추

정하고자 한다. 또한, 벼논 지역을 대상으로 기상 자료

및 위성자료 값을 추출하기 위해 논 마스크 영상을 사

용하였으며(Fig. 1) 이를 제작하기 위해 2011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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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162 SiGunGu and rice fields (green dot) in South
Korea.



기준의 지적도를 사용하였다(Hong et al., 2012; Na et al.,

2013). 이는 벡터 자료이며 벼논 지역만을 추출하여 30

m격자로 논 마스크를 제작하였고, 남한 전역에 대해 총

11,499,215개의 화소 수를 가진다.

3. 쌀 생산량 추정 모델 입력 자료 전처리

남한 쌀 생산량 추정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가공하였

으며 전처리 과정은 Fig. 2와 같다. 먼저 처리 과정을 보

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존의 벼논 마스크 영상

을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가장 높은 해상도를 갖고 있

는 NDVI 및 EVI의 250m로 재추출(Resample) 하였다.

이후 래스터(raster) 형태의 자료를 벡터 형태로 변환하

였으며, 쌀 생산량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남한 시군구

쉐이프(Shape) 자료와의 공간 결합(spatial join)을 통해

각 벼논 지역에 시군구 번호를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남한 전역에 대해 총 263,538개의 쌀 생산 표본점 자료

가 구축되었으며 이는 시군구 번호와 경위도 좌표를 포

함한다. 이후, 아핀변환(affine transformation)을 활용하

여 각 표본점에 대한 기상 자료 및 위성 자료 값을 추출

하였다.

남한에서 주로 재배되는 쌀의 생태형은 중만생종이

며(Kim et al., 2013; Yun, 2003), 이앙 기간은 약 4월 20일

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되고 수확 시기는 약 8월 25일부

터 9월 25일까지를 나타낸다. 하지만 2003년부터 2016

년까지 매년 동일한 이식 및 수확 시기를 결정할 수 없

으며 쌀 생산량 추정 모델에 가장 적합한 입력 자료를

선정하기 위해 기상 자료 및 위성 자료를 대상으로 다

양한 기간을 고려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기상 자료를 대상으로 일별 자료를 사용하기 보단 7일,

8일, 10일 또는 15일 등의 평균값을 곡물 생산량 추정에

사용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Kaul et al., 2005;

Na et al., 2013; Ji et al., 2007; USDA, 2017) 본 연구에서는

위성 자료의NDVI, EVI및 LAI, FPAR의 시간 해상도와

동일한, 기상 자료의 8일 및 16일 평균값을 추출하였으

며 앞서 언급한 특정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의 총 갯수에

대해 8일 또는 16일 마다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이 과정

에선 쌀 생산 표본점 자료의 시군구 번호에 맞춰 평균값

을 계산하였으며 앞의 모든 과정이 진행된 이후엔 쌀

생산량 추정 모델의 입력 변수로 적용하기 위해 값들을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하는 정규화(normalization)

과정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남한 쌀

생산량 추정 모델을 위해 제작한 입력 자료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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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chart for data preprocessing.



4. 쌀 생산량 추정 모델 및 정확도 평가 방법

1) Stacked Sparse AutoEncoder (SSAE)

남한 전역 쌀 생산 추정 모델을 위해 SAE를 쌓아 올

려 구축한 SSAE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은 Fig. 3과 같으며 이는 먼저 주어진 입력

자료를 대상으로 무감독 학습으로 AE(AutoEncoder) 모

델을 훈련시킨 뒤 동일한 과정을 한 번 더 진행한 이후

마지막엔 선형 회귀층(linear regression layer)을 통해 각

표본점에 대한 쌀 생산량을 추정한다. 전형적인 AE는

은닉층을 통해 입력 자료와 동일한 값을 표현하도록 학

습한다. 이는 항등함수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

주될 수 있지만, 은닉 뉴런(hidden neuron)의 개수를 제한

하거나 다양한 모델 내 하이퍼 파라미터(hyperparameter)

를 조정하는 등의 제약 조건을 지정함으로써 입력 자료

에 대해 흥미로운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Ranzato et al.,

2007). 이와 비슷하게 은닉 뉴런의 수가 입력 자료의 크

기보다 큰 경우에도 은닉 뉴런에 희박성(sparsity) 제한

을 두는 방법으로 또한 자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의 모델을 SAE로 표현한다. SAE에서 사용되

는 비용 함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Ng et al., 2011).

            Jsparse(W,b) = J(W,b) + β KL(ρ||(ρ˄j)              (1)

J(W,b) = [ ( ||hW,b (x(i)) – y(i)||2)] + (Wji(l))2

여기서 J(W,b)의 첫 번째 항은 오차의 평균 제곱합을

의미하며m은 입력 자료의 크기, W는 가중치(weight), b

는 편차(bias), x와 y는 입력 자료를 나타내며 hW,b는 가중

치와 편차를 변수로 갖는 활성 함수를 나타낸다. 본 연

구에서는 활성 함수로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를 사

용하였다. J(W,b)의 두 번째 항목은 가중치 조절(weight

decay) 항을 의미하며 nl은 출력층, sl은 l번째 층의 은닉

뉴런 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λ는 가중치 조절 파라미터

(weight decay parameter)로 가중치의 크기를 감소시킴으

로써 두 항목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고 과적합

(overfitting) 현상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Jsparse (W,b)

의 KL(ρ||(ρj
˄)항은 각각 ρ와 ρj

˄를 평균으로 갖는 두 베르

누이 확률 변수 분포의 차이를 나타낸다. 여기서 ρ는 희

박성 매개변수(sparsity parameter)로 모델의 sparsity 정

도를 결정하며 이는 특정 뉴런에서의 활성 정도에 제한

을 두어 은닉 뉴런의 수가 입력 자료의 크기보다 클 경

우에도 입력 자료의 특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β
는 희박성 제한 항(sparsity penalty term)의 가중치를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쌀 생산량 추정을 위한

SSAE 모델의 최적 파라미터 조합을 찾기 위해 Table 2

과 같이 파라미터 값들을 실험해 보았으며, 실험 결과

희박성, 가중치 조절 및 희박성 제한 매개변수 값으로

0.6, 0.1, 10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은닉 뉴런 수의 경

우 Table 1에 명시한 12개의 입력 자료를 대상으로 각 은

닉층에 대해 100, 150, 200개를 지정하였으며 총 9개의

S2

∑
j=1

1
m

m
∑
i=1

1
2

λ
2
nl–1
∑
l=1

sl
∑
i=1

sl+1
∑
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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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number of scenes of input data per year for rice yield estimation model

Period Temporal
resolution

Product
TotalClimatic MODIS

Max Min Avg Pre Sol NDVI EVI LAI FPAR

April ~ September
8  day 22 22 22 22 22 11 11 22 22 176
16 day 11 11 11 11 11 11 11 22 22 121

April ~ August
8  day 18 18 18 18 18 9 9 18 18 144
16 day 9 9 9 9 9 9 9 18 18 99

May ~ September
8  day 18 18 18 18 18 9 9 18 18 144
16 day 9 9 9 9 9 9 9 18 18 99

May ~ August
8  day 14 14 14 14 14 7 7 14 14 112
16 day 7 7 7 7 7 7 7 14 14 77

June ~ September
8  day 14 14 14 14 14 7 7 14 14 112
16 day 7 7 7 7 7 7 7 14 14 77

June ~ August
8  day 10 10 10 10 10 5 5 10 10 80
16 day 5 5 5 5 5 5 5 10 10 55



모델을 구축하여 제일 높은 성능을 보이는 입력 자료 조

합을 찾아보았다.

2) 정확도 평가

남한 쌀 생산량 추정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RMSE(Root Mean Square Error)와 %RMSE를 사용하였

으며 시공간적 분석을 위해 연도별 정확도와 시군구별

정확도를 계산하였고 이는 다음과 같다.

                     
RMSE =    (r̂i – ri )2

(2)

                   RMSE% = × 100%

여기서 먼저 연도별 정확도의 경우 r̂i은 i번째 시군구

의 쌀 생산 추정값, ri은 i번째 시군구의 쌀 생산 통계값.

r–은 전체 152개 시군구의 쌀 평균 통계값을 나타내고 n

은 전체 시군구 수(152개)를 의미한다. 시군구별 정확도

의 경우 r̂i, ri는 위와 동일하며, r–는 i번째 시군구의 2003~

2016년도 쌀 평균 통계값을 나타내고 n은 전체 연도 수

(14개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차 검증(cross validation)을 실시하

였으며 보유하고 있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개

년도에 대해 13개 년도를 훈련 자료로, 나머지 한 개 년

도를 검증 자료로 지정하여 모델을 총 14번 구동하여 정

확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5. 결과 분석

1) 남한 쌀 생산량 추정을 위한 최적 입력 자료 선정

본 연구에서는 남한 전역을 대상으로 쌀 생산량 추정

을 실시하였으며, 추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SSAE 알

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남한 벼의 생육 기간을 고려하여

입력 자료는 14개를 구축하였으며(Table 1), 두 개의 은

닉층에 대한 은닉 뉴런 수를 100, 150, 200개씩 지정하여

RMSE
r–

1
n

n
∑
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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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SAE model for the rice yield estimation in South Korea.

Table 2.  The testing parameter set for SSAE model

Parameters Values

Sparsity parameter (ρ) 0.1, 0.2, 0.3, 0.4, 0.5, 0.6, 0.7,
0.8, 0.9

Weight-decay parameter (λ) 0.001, 0.01, 0.1, 1, 10, 100
Sparsity penalty parameter

(β)
1,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Table 3.  The comparison result of SSAE model for each input data

Period Temporal resolution
Average Accuracy Hidden neuron #

Year %RMSE SiGunGu %RMSE Hidden layer 1 Hidden layer 2

April ~ September
8  day 8.39% 8.18% 100 200
16 day 7.71% 7.51% 200 100

April ~ August
8  day 8.46% 8.39% 150 150
16 day 7.76% 7.60% 200 150

May ~ September
8  day 7.74% 7.52% 150 200
16 day 7.43% 7.16% 150 100

May ~ August
8  day 7.81% 7.57% 100 200
16 day 7.46% 7.22% 200 100

June ~ September
8  day 7.71% 7.44% 200 100
16 day 7.64% 7.31% 200 200

June ~ August
8  day 8.39% 8.18% 100 200
16 day 7.71% 7.40% 150 100



총 9개의 SSAE모델을 생산하였고 정확도 평가 결과 가

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실험 결과, 5월부터 9월까지의 위성 자료와 해당 기

간 동안의 16일 평균값을 사용한 기상 자료와의 조합에

대한 150, 100개의 은닉 뉴런을 사용한 SSAE모델이 평

균 연도별 %RMSE, 시군구 %RMSE 각각 7.43%, 7.16%

를 보이며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생육 기간을 고려

하였을 때, 9월까지의 기상 자료 및 위성 자료를 사용하

는 것이 8월까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

과를 나타내었으며 모든 기간에 대해 16일 평균값을 사

용한 경우가 8일 평균값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더 좋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2) 남한 쌀 생산량 추정 결과에 대한 시공간적 분석

앞서 선정된 입력 자료를 통해 시공간적 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RMSE는

Fig. 4와 같다.

Fig. 4를 보면 전체 14개년도 중 2003, 2007, 2012 그리

고 2016년에 SSAE 모델의 추정 정확도가 타 연도에 비

해 비교적 낮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변수들 중

예외적인(anomal) 날씨, 재해 또는 병충해 등이 당해년

도 쌀 생산량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실제로 2003년,

2012년에 태풍이 발생하여 곡물 수확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으며, 2007년에는 벼 줄무늬잎마름병(rice stripe

virus)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Kim et al., 2008). 2016년의 경우, 2015년과 비

교하였을 때 기상 자료와 위성 자료의 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평균 쌀 생산량은

2016년과 2015년 각각 529kg/10a, 532kg/10a로 서로 근

사한 결과를 보여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입력 자료

외의 변수가 작용하여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

이며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SSAE 모델을 통한 쌀 생산량 추정 결과를 공간적으

로 분석하기 위해 시군구별 정확도를 지도로 표현하였

으며 이는 Fig. 5와 같다. 결과를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의 쌀 생산량 추정 결과가 15%보다 좋게 나온 반면 제

주도와 전라도의 남서부 지역인 진도군, 완도군의 경우

각각 16.90%, 20.30%, 16.22%로 상당히 안 좋은 정확도

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로 제주도, 해남군,

진도군의 경우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

요 재배지와는 다른 품종이 재배되거나 이앙시기가 상

이하여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쌀 생산량 추정 분야에 대한 딥러닝

알고리즘의 성능을 판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SSAE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남한 전역을 대상으로 쌀 생산량 추

정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구축한 쌀 생산량

추정 모델은 SAE모델을 무감독 학습으로 훈련시킨 뒤

동일한 과정을 한 번 더 진행한 이후 마지막에 선형 회

귀층을 통해 각 표본점에 대한 쌀 생산량을 추정한다.

은닉 뉴런의 수가 입력 자료의 크기보다 큰 경우에도 여

러 매개변수들 통해 제한을 둘 경우 입력 자료에 대한

흥미로운 구조 및 특징을 발견할 수 있으며 매개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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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rice yield estimation result from year 2003 to 2016.

Fig. 5.  The average SiGunGu %RMSE from year 2003 to 2016.



의 조합을 변경하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고 남한

쌀 생산량 추정을 위한 SSAE 모델의 최적의 매개변수

를 발견하였다. SSAE를 통해 구축된 쌀 생산량 추정 모

델의 입력 변수로 최고, 최소 및 평균 온도, 강수량, 일사

량의 기상자료와NDVI, EVI, LAI및 FPAR의 위성자료

를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선 남한 벼의 생육 기간을 고려

하여 입력 자료의 기간을 4~9월, 4~8월, 5~9월, 5~8월,

6~9월, 6~8월로 나누었으며 기상 자료의 경우 선행 연

구를 통해 8일과 16일 평균값을 추출하여 입력 자료를

구축하였다. 정확도 평가로는 RMSE 및 %RMSE를 통

해 연도별 정확도와 시군구별 정확도를 계산하였다. 연

구 결과, 5월부터 9월까지의 위성 자료와 해당 기간 동

안의 16일 평균값을 사용한 기상 자료와의 조합을 사용

하였을 경우 평균 연도별 %RMSE, 시군구 %RMSE 각

각 7.43%, 7.16%를 보이며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SSAE 알고리즘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앞

서 선택된 입력 자료를 통해 남한 전역에 대한 시공간

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도별 %RMSE의 경우 2003년,

2007년, 2012년 및 2016년도와 시군구별 %RMSE의 경

우 제주도, 진도군 및 완도군에서 타 경우보다 상대적

으로 낮은 정확도가 나타났고 이는 자연 재해 및 질병

과 토양 특성 및 관개 시설과 같은 생육 환경의 차이로

인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간적 분석 과정에서도 발견되었듯이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입력 자료인 기상 자료 및 위성 자료 외

쌀 생육 과정에 영향을 주는 타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

가 있으며, 공간적 단위를 시군구와 더불어 농업기후지

역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정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

다(Na et al., 2012; Yoo et al., 2013). 또한, 딥러닝 알고리즘

중 SSAE 알고리즘 이외에 회선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및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등의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비교 및 평가하는 연구가 향

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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