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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가뭄의 척도를 나타내는 표 강수지수(SPI)를 이용하여 기계학습 기법 하나

인 지지 벡터 회귀(support vector regression; SVR) 모형과 더불어 과거시차를 고려함으로서 시계

열 분석방법의 단 을 보완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SVR모형 용시 자료의 형태를 크게 두

가 지로 구분한 후, 그 하나를 다시 4가지로 구분하여 총 5가지의 자료형태를 정의하 다. 첫

째로 과거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자료의 형태로 재시 의 독립변수로 재시 의 종속변수를

측하는 자료형태이다. 둘째로 과거시차를 고려한 자료형태이다. 과거시차를 고려한 자료형태는

4가지로 과거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의 자료를 독립변수로 고려하고 재시 의 종속변수

를 측하는 자료형태이다. 가뭄 상이란 오랫동안 계속해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날씨로 강

수량의 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가지의 자료형태에 따른 SVR모형을 용하고, 강

수량의 계 요인을 악한 후 계 요인을 고려한 SVR을 용한 후 비교평가 하 다. 결

론 으로 과거시차를 고려한 자료형태가 고려하지 않은 자료형태보다 SVR모형의 측정확도가

높았다. 그 과거 6개월을 독립변수로 고려한 SVR모형의 측정확도가 가장 우수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본래목 에 부합한 자료의 형태는 과거시차를 고려한 자료 과거 6개월을 독

립변수로 고려한 자료임을 확인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계 성을 고려하지 않은 SVR모형

과 계 성을 고려한 SVR모형의 측정확도의 값의 차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

거시차를 고려한 자료를 통해 SPI를 측하는데 계 요소가 유의하지 않다고 단하 다.

주요용어 : 기계학습, 지지 벡터 회귀, 비정상성, 표 강수지수.

1. 배경 목

비정상성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는 가장 표 인 시계열 모형은 Box, Jenkins(1970)가 제안한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이 있다. 그러나 ARIMA모형의 단 하나는

모형 구축 시 과거패턴들의 선형조합만을 허용한다. 이는 시계열 자료에 비선형 패턴을 포함하게

된다면 측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 하나인 지지 벡터 회귀(support

vector regression; SVR) 모형을 이용하여 시계열모형을 구성해 측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Pyun,

Cho, 2007). SVR은 정확도와 측력 측면에서 우수한 모형 하나이고,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용하기 쉬운 장 이 있다(Jung, 2015).

우리나라는 서로 다른 시기와 주기 경향성을 가지고 가뭄과 홍수라는 두 가지 재해가 공존

한다. 최근 지구 온난화의 진 인 진행 강수 특성의 변화는 가뭄과 홍수의 빈번한 발생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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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고 있다. 특히 가뭄은 홍수에 비해 진행속도는 느리지만, 시작과 종료가 명확하지 못한 특징이

있다(Lee et al., 2015). 피해규모는 범 하고 피해 액수도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 가뭄 측을 해

사용되는 지수로는 강수량을 통해 정의되는 표 강수지수(standard precipitation index; SPI)와 토양의

월별 수분수지를 통해 정의되는 머가뭄지수(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PDSI)가 있다.

Tay, Cao(2001)는 SVR모형을 이용해 융 시계열 측을 하 고, Kusiak, Zheng(2009)은 SVR모형

을 용시켜 풍력자료를 측하 다. 한, SVR을 이용해 풍력발 량 측 시스템을 개발하 다

(Shin et al., 2011). 가뭄에 한 연구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SPI를 측하 고(Lee et

al., 2010), SPI와 소셜 빅데이터의 비교를 통해 가뭄분석을 하 다(Lee et al., 2015). SVR모형이 많

은 형태의 시계열 자료와 측에 용되었으나 월 단 과거시차를 고려한 연구는 이어지지 않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뭄지수 하나인 SPI(단 : 월)의 시계열 자료를 월 단 과거시차를

고려한 자료형태에 SVR모형을 용하여 한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첫째 비선형 패턴 시계열자료에 한 ARIMA 분석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기계

학습 방법 하나인 SVR모형을 도입하 으며, 둘째 월 단 과거시차를 고려하거나 고려하지 않

은 형태에 따른 SVR모형의 측정확도 차이 분석을 통해 한 모형을 제시하 으며, 셋째 가뭄

의 계 요인을 악하고자 계 성을 고려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SVR모형의 측정확도 비교평

가를 통해 계 인 요소가 SVR모형에 향이 있는지 찾아내는 것에 목 을 두었다.

2. 분석방법론

최근 주목받는 기계학습 기법 분류모형에는 지지 벡터 기계(support vector machines; SVM)가 있

다. SVM은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같이 분류분석의 표 분석방법이다(Kwon et al., 2014). 한

SVM은 구조 험을 최소화하며 볼록함수를 최 화하기 때문에 로벌 최 해를 찾을 수 있다

는 장 이 있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SVR에 해 간략히 소개한다.

2.1. 선형 지지 벡터 회귀모형

SVM에서 회귀 역으로 확장된 SVR은 Cortes, Vapnik(1995)에 의해 제안된 학습기법이다. SVR은

비선형 문제에 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학습 성능을 보이는 장 이 있다(Cristianini,

Taylor, 1999).

주어진 훈련자료가 ⋯ 이라면, ∈
는 표본의 입력변수 공간이고 ∈은

  ⋯에 응되는 목표변수 값을 의미한다. 첫 번째 목표로, 목표변수 을 잘 설명하는 회귀

함수 을 추정한다. 는

 ∈  ∈ (1)

로 정의된다. 식 (1)의 는 기울기, 는 편을 그리고 는 와 의 내 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추정 회귀함수 의 기울기를 완만(flatness)하게 하는 을 찾는 것이다. 이는 가능한 크

기가 작은 를 가지는 의 (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Minimize 

∥∥

subject to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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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는 모든 데이터가 이하의 오차를 가지는 경우에 최 화 문제에 고려한다(Choi, 2011). 이

상의 오차를 가지는 경우를 허용하기 해 슬랙변수 
을 이용해 최 화 문제를 식 (3)으로 다시

구성할 수 있다.

Minimize 

∥∥

 






subject to











 ≤ 
 ≤




≥

(3)

식(3)의  ( )은 상수로 추정오차의 패 티(penalty)를 의미한다. 상수 는 함수 의 평

평한 정도와 보다 큰 오차에 한 허용범 간의 트 이드오 (trade-off)를 결정함으로서 모형의

복잡도(complexity)를 결정한다(Smola et al., 1998). 식 (3)은 -손실함수에 따라 오차가 ± 내 범

에 있다면 오차값을 계산하지 않고, ± 범 밖의 오차를 가지는 자료에 해선 오차값과 선형

으로 비례하는 값을 가진다. 아래의 식 (4)은 -손실함수이 식을 나타낸다.

  

 i f ≤ 
 i f  

(4)

최 화 문제는 라그랑즈 승수  
 를 도입해 식 (5)와 같이 라그랑즈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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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라그랑즈 이론을 통해, 원래의 최 화문제에 한 해답의 조건은 다음 (6)과 같다.

 
 




  

 
 




  

  



 


 

(6)

의 식 (6)을 이용해 (dual)문제로 변환해 최 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Pyun, Cho, 2017).

Maximize 


 











   
 






 






subject to 
 




   and 

∈

식 (6)을 통해  
 




로 표 되고, 이를 통해 SVR모형의 최종 추정함수 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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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선형 지지벡터 회귀모형

일반 으로 실제 데이터는 선형모형보다 비선형 모형에 가깝기 때문에 선형 SVR모형을 비선형

SVR모형으로 확장한다. 비선형 SVR모형으로 확장하기 해 Table 1의 커 함수를 사용한다.

Table 1. Kernel function

Linear ′ ∙′ 

Polynomial ′ ∙′  

RBF ′  exp


∥′∥


Sigmoid ′  tanh∙′ 

비선형 사상함수 을 이용해 입력공간의 을 고차원의 특성공간으로 사상시켜 비선형 SVR모형

으로 확장할 수 있다. 는 입력공간에서 특성공간으로 투 하게 하는 의 변환함수를 의미하며,

비선형문제를 선형모형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Kim, 2013). 변환함수 는 아래의 식 (8)로 표

될 수 있다. 커 함수 로 표 함으로서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 내 계산을 통해 를 알 수

있는 장 이 있다(Shim, Cho, 2011).

   (8)

2.1 에 소개한 선형 SVR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되고 식 (9)는 비선형SVR

의 추정함수 식이 된다.

   
 




  (9)

3. 표 강수지수 자료 분석

3.1. 자료의 소개 처리

1) 자료소개

본 연구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SPI에 SVR모형을 용시키고자 한다. SPI는 McKee, Doesken,

Kleist(1993)에 의해 개발된 가뭄지수로 가뭄 심도를 산정하여 강수량의 부족 혹은 과잉을 각 시간

단 에 따라 나타낸다. SPI는 특정시간에 한 강수량과 평균치의 차를 표 편차로 나 것으로,

보통 지속시간별 이동평균강우량을 이용해 각 시간단 에 따라 강수 부족량을 측정한다(Yoo et al.,

2010). SPI는 세계 가뭄 책 마련을 한 지수로 한민국을 포함하여 40여개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Lee et al.(2015)에 의하면 SPI는 특정지역의 강수자료만을 이용하여 여러 시간 규모로 계산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가뭄지수 SPI을 심으로 분석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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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기상청(http://www.kma.go.kr)에서 제공받은 자료로 사용 허락을

받았다. 이는 6개월(180일)의 강수량을 구성해 만든 자료로 2005년 1월부터 2016년 9월 서울지

역( 측소 108번) 월 평균 SPI을 분석하 다. 해당 자료의 시계열 그림은 Figure 1에서 볼 수 있다.

한, 기상청에서는 SPI범 에 따른 가뭄에 한 분류 기 을 Table 2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Table 2. Classification of moisture by SPI

SPI Moisture

more than 1.0 wet

-1.0 ~ 1.0 normal

-1.5 ~ -1.0 dry

-2.0 ~ -1.5 severe dry

less than–2.0 extremely dry

Figure 1. Time series plot of SPI

모형 구축을 해 독립변수는 SPI에 한 선행연구(Kyoung et al., 2009)를 통해 선정하 고, 기상

청에서 제공하는 월 평균기온, 월 평균 강수량, 월 평균 1시간 최다 강수량, 월 평균 10분 최다 강

수량, 월 평균풍속, 월 평균습도, 월 평균 일사합, 월 폭염일수를 고려했다. 모든 독립변수는 서울

지역( 측소 108번)에서 측되었고, 2005년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월 단 자료이다.

2) 자료 처리

모형의 객 인 평가를 해 체 120개의 자료 에서 70%는 훈련자료로, 30%는 테스트자료

로 나 어 비선형 SVR을 용하 다. 시계열 자료임을 고려해 2005년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앞부분 70%을 훈련자료로 사용해 모형을 구축하 고, 뒷부분 30%를 이용해 모형을 검증하는데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 구성한 뒤 SVR모형을 용 시켰다. 먼 ,

과거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자료로 재시 의 독립변수로 재시 의 종속변수를 측하는 자료

형태이다. 두 번째로, 시계열 자료임을 고려해 과거시차를 고려한 자료로 과거시차의 독립변수로

재시 의 종속변수를 측하는 자료 형태이다. 자료의 특성과 연구 목 에 따라 독립변수로 사

용할 시 을 결정하는 것은 요하며, 보통 문가의 의견이나 연구자의 경험에 의해 결정한다. 시

계열 자료의 특성상 측하고자하는 시 으로부터 시차가 클수록 향력이 감소한다. 따라서

한 시차를 고려한 독립변수 시 을 찾는 것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월 단 를 고려하여 과거

시차를 고려한 자료형태로 과거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단 로 생성하 다. 를 들어,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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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과거 3개월 시 을 독립변수로 고려한 자료구축 방법이다. 과거시차를 3개월로 지정하 을 때

t 시 을 종속변수로 t-1, t-2, t-3 시 을 독립변수로 자료를 구축하고 SVR모형을 용시킨 경우이

다.

Figure 2. Data considering past 3 months

측모형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형태는 총 5가지가 있고, 이를 각각 Table 3과 같이 Data.0,

Data.3, Data.6, Data.9, Data.12로 정의한다. 과거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자료(Data.0)와 과거 3개월 자

료를 독립변수로 고려한 자료(Data.3), 과거 6개월 자료를 독립변수로 고려한 자료(Data.6), 과거 9개

월 자료를 독립변수로 고려한 자료(Data.9), 과거 12개월 자료를 독립변수로 고려한 자료(Data.12)로

정의하고 SVR모형을 용하 다.

Table 3. Data used for SVR

Data.0 Do not consider the past time-lag

Data.3 Data considering past 3 months

Data.6 Data considering past 6 months

Data.9 Data considering past 9 months

Data.12 Data considering past 12 months

3.2. 자료의 분석결과

분석 모형설정을 해 R 로그램(ver 3.3.1)을 사용하 다. SVR모형을 구축하기 해 ‘kernlab'

package의 ‘ksvm’함수를 사용하 고,  = 1.0로 고정하 다. 커 함수는 RBF 커 함수를 사용하

고, 커 함수의 모수인 과 는 R 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선택하도록 하 다. Karatzoglou,

Meyer, Hornik(2006)에 의하면 측된 자료에 한 사 정보 없이 SVR모형을 구축할시 RBF 커

함수를 주로 이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RBF 커 함수를 용하 다. 모형의 비교 평가를 해

평균제곱오차의 제곱근(RMSE)과 평균 오차(MAE)를 통계 기 으로 사용하 다.

1) 과거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자료의 지지 벡터 회귀모형

Table 3에 정의된 5가지의 자료형태 과거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Data.0의 SVR모형의 RMSE

값과 MAE 값의 결과는 Table 4와 같고, Figure 3은 실제 SPI( 선)과 SVR모형의 측값(실선)을 비

교한 그래 이다. Figure 3의 세로실선을 기 으로 왼쪽부분은 훈련자료, 오른쪽부분은 테스트자료

에 한 시계열 그림이다.

Table 2에 따라 SPI값이 [-1,1]사이의 값을 가지는 경우 가뭄상태를 정상이라고 단한다. Figure

3을 통해 Data.0의 SVR모형의 추정값은 부분 정상범 내 [0,1]사이에서만 측하고, 그 외의 이

상부분에 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2014년, 2015

년도의 SPI 실제값은 반 으로 극심한 가뭄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응해 Figure 3의 SVR모형

의 정확도가 2014년, 2015년도에 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수자원공사 공식 블

로그(http://www.blogkwater.or.kr)에 따르면 2014년 국 강우량은 년 2013년에 비해 60%하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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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mm를 기록했다고 한다. 한, 키백과(http://ko.wikipedia.org)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2014-15

년 한반도 가뭄’ 이라고 소개를 한다. 2014년도에 시작된 한반도 가뭄사태는 2015년도에 더 극 화

되었고, 반 으로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반수 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2014년, 2015년 2년은 이상기후로 단하 다.

Table 4. The result of Data.0 by SVR

Data.0 RMSE MAE

Train data 0.6096 0.3915

Test data 1.6566 1.3706

Figure 3. Time series plot of Data.0 by SVR

2) 과거시차를 고려한 자료의 지지 벡터 회귀모형

Table 3에 정의된 5가지의 자료형태 과거시차를 고려한 Data.3, Data.6, Data.9, Data.12의 SVR

모형의 RMSE 값과 MAE 값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과거시차를 고려한 자료 6개월의 과거시

차를 고려한 자료(Data.6)의 SVR모형은 테스트자료와 훈련자료 모두에서 상 으로 높은 측정

확도를 가짐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4는 Data.6의 실제 SPI( 선)과 SVR모형의 측값(실선)을

비교한 그래 이다. 세로실선을 기 으로 왼쪽부분은 훈련자료, 오른쪽부분은 테스트자료에 한

시계열 그림이다. Figure 4를 통해 Data.6의 SVR모형의 측값은 정상범 내 뿐만 아니라 SPI값이

1이 넘는 습한 기간에도 측정확도가 Data.0에 비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Data.6의 경우에도 이

상기후에 해당하는 2014년, 2015년 기간에는 SVR모형의 측정확도가 낮다. 하지만 과거시차를 고

려하지 않은 Data.0의 경우보다는 상 으로 측정확도가 좋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본래 목 에 잘 부합하는 모형은 6개월의 과거시차를 고려한 Data.6의 SVR모형임을 확

인하 다.

Table 4과 Table 5의 결과와 Figure 3과 Figure 4를 통해 비정상성 시계열자료에 SVR모형을 용

시킨 결과 과거시차를 고려한 Data.3, Data.6, Data.9, Data.12의 측정확도가 Data.0보다 좋았다. 이

는 비정상성 시계열자료에 과거시차를 고려한 SVR모형을 구축할시 과거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SVR모형보다 더 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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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result of data considering the past time-lag by SVR

RMSE MAE

Train data

Data.3 0.5963 0.3773

Data.6 0.4797 0.2835

Data.9 0.4039 0.2489

Data.12 0.4696 0.3023

Test data

Data.3 1.5042 1.2551

Data.6 1.4424 1.1804

Data.9 1.5407 1.2904

Data.12 1.6237 1.3479

Figure 4. Time series plot of Data.6 by SVR

3) 계 성을 고려한 자료의 지지 벡터 회귀모형

가뭄 상이란 오랫동안 계속하여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날씨로 강수량의 향을 받는다.

Figure 5는 200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의 월 평균 강수량 시계열 그림을 나타낸다. Figure 5를

통해 월 평균 강수량에는 계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악하여 Table 3에 정의된 5가지 자료의 형

태에 계 요인을 고려한 SVR모형을 용시켰다. 계 요인은 우리나라 24 기를 기 으로

3,4,5월은 , 6,7,8월은 여름, 9,10,11월은 가을, 12,1,2월은 겨울로 기간을 설정하 고, 지시함수를

이용하여 계 요인을 고려하 다. Table 6은 계 성을 고려한 SVR모형의 훈련자료와 테스트자

료에 한 RMSE 값과 MAE 값의 결과를 나타낸다.

계 성을 고려한 SVR모형을 용시킨 결과 과거시차를 고려한 Data.3, Data.6, Data.9, Data.12의

측정확도가 Data.0보다 좋음을 Table 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과거시차를 고려한 자료의

형태에 계 성을 고려한 SVR모형도 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한, 계 성을 고려한 SVR모형

에서도 과거시차를 고려한 자료 과거 6개월을 독립변수로 고려한 Data.6의 측정확도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Table 6의 RMSE, MAE값들과 Table 4, Table 5의 RMSE값과 MAE값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계 성을 고려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SVR모형의 측정확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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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ime series plot of monthly precipitation

Table 6. The result of SVR with seasonality

RMSE MAE

Train data

Data.0 0.6185 0.3953

Data.3 0.5826 0.3661

Data.6 0.5193 0.3279

Data.9 0.4685 0.3062

Data.12 0.5084 0.3417

Test data

Data.0 1.6929 1.3897

Data.3 1.5097 1.2570

Data.6 1.4171 1.1573

Data.9 1.5337 1.2789

Data.12 1.6302 1.3508

3.3. 분석결과 비교평가

3.3장 1)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SVR모형을 비교평가하고, 2)에서는 1)에서 측정확도가 높

은 SVR모형과 시계열 모형을 비교평가를 한다.

1) SVR모형의 비교평가

분석결과의 비교평가를 해 3.2 의 1)과 2)를 계 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으로 정의한다. 계

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3.2 1), 3.2 2))과 계 성을 고려한 모형(3.2 3))의 테스트자료에

한 비교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The result of all test data

SVR without seasonality SVR with seasonality

RMSE MAE RMSE MAE

Data.0 1.6566 1.3706 1.6929 1.3897

Data.3 1.5042 1.2551 1.5097 1.2570

Data.6 1.4424 1.1804 1.4171 1.1573

Data.9 1.5407 1.2904 1.5337 1.2789

Data.12 1.6237 1.3479 1.6302 1.3508

의 Table 7을 통해 과거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Data.0의 SVR모형은 과거시차를 고려한 Data.3,

Data.6, Data.9, Data.12의 SVR모형보다 체 으로 RMSE값, MAE값 모두 큰 값을 가지는 것을 확



장 다 슬, 차 경684

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정상성 시계열 데이터에 SVR모형을 용할때, 과거시차를 고려한 자료

의 SVR모형이 과거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자료의 SVR모형보다 더 한 모형임을 확인하 다.

그 , 과거시차 6개월을 독립변수로 고려한 Data.6의 경우가 모든 자료형태에 비해 SVR모형의

측정확도가 가장 좋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시차를 고려한 자료 Data.6의 자료를 SVR

모형에 용할때 가장 한 모형이라고 단하 다.

한, 모든 자료의 형태에서 계 성을 고려하지 않은 SVR모형과 계 성을 고려한 SVR모형의

RMSE값, MAE값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SPI를 측할

시 과거시차를 고려한 SVR모형은 계 인 요소에 큰 향을 받지 않는다고 단하 다.

2) SVR모형과 시계열모형의 비교평가

본 에서는 3장 1)에서 측정확도가 높았던 Data.6의 SVR모형과 시계열모형을 비교평가 한다.

시계열 모형을 구축하기 앞서 SPI 시계열자료의 정상성을 확인해 보았다. KPSS(Kwiatkowski-

Phillips-Schmidt-Shin) 테스트를 이용한 결과 p-value 값이 0.01보다 작음을 Table 8을 통해 알 수 있

다. 이는 유의수 0.1에 해 귀무가설인 정상성을 기각해 비정상성 데이터임을 확인하 다. 비정

상성 시계열 자료임을 확인한 후 AIC와 BIC값 비교를 통해 ARIMA(1,1,2) 모형을 최종모델

로 선택하 다(Kim, 2011). Data.6의 SVR모형과 시계열 ARIMA(1,1,2) 모형의 RMSE, MAE

값의 비교결과는 Table 9를 통해, 시계열 그림은 Figrue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ure 6에서 세

로실선을 기 으로 왼쪽부분은 훈련자료, 오른쪽부분은 테스트자료에 한 시계열 그림이다. 과거

시차를 고려한 Data.6의 SVR모형과 ARIMA모형의 RMSE, MAE값은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Figrue 6을 통해 반 으로 Data.6의 SVR모형이 시계열모형보다 측정확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이상기후를 제외한 기간과 SPI값이 1이 넘는 습한 기간에도 SVR모형의 측정확도가

확연하게 높았다. 두 모형 모두 이상기후(2014, 2015년)기간에는 측값이 확연하게 떨어짐을 알

수 있었지만, Data.6의 SVR모형은 이상기후 이후인 2016년 SPI값의 측정확도가 시계열 모형에

비해 좋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ARIMA모형은 과거시차를 고려한 SVR모형에 비해 SPI 비정상성 시계

열자료에 합하지 않음을 단하 고, 과거 6개월의 시차를 고려한 SVR모형을 용한다면 보다

높은 측정확도를 가짐을 확인하 다. 한 향후 새로운 자료에 해서 미래 측력을 기 해 볼

수 있다고 단하 다.

Table 8. The result of KPSS test

SPI 0.75815

p-value <0.010

alpha 0.1

Ho : The series is stationary vs Ha : The series is not stationary

Table 9. The result of Data.6 by SVR and ARIMA model

RMSE MAE

Train data
Data.6 by SVR 0.4797 0.2835

ARIMA(1,1,2)  0.6226 0.4483

Test data
Data.6 by SVR 1.4424 1.1804

ARIMA(1,1,2) 1.3742 1.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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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ime series Plot of Data.6 by SVR and ARIMA model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뭄의 척도를 나타내는 SPI를 이용해 비정상성 시계열자료를 기계학습 기법

하나인 SVR모형에 과거시차를 고려한 경우를 용하여 분석하 다. 비정상성 시계열자료에 기계

학습 기법을 용함으로서 ARIMA 분석방법의 단 을 보완하고자 하 다. 한, 가뭄은 강수량에

향을 받기 때문에 계 요소가 있다고 단하여 계 성을 고려한 SVR모형을 용하고 비교평

가 해보았다.

SVR모형을 용시킨 자료의 형태로는 과거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자료(Data.0)와 과거시차를 고

려한 자료(Data.3, Data.6, Data.9, Data.12)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SVR의  = 1.0으로 고정하고

RBF 커 함수를 사용해 분석하 다. 한, RMSE와 MAE값을 이용해 모형의 측력을 비교평가

하 다. 계 성을 고려하지 않은 SVR모형과 계 성을 고려한 SVR모형 모두 과거시차를 고려한

자료형태(Data.3, Data.6, Data.9, Data.12)가 고려하지 않은 자료형태(Data.0)보다 RMSE값과 MAE값

모두 작은 값을 가졌다. 그 과거 6개월 자료를 독립변수로 고려한 Data.6의 SVR모형이 측 정

확도가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비정상성 시계열 자료에 과거시차를 이용해 시 을 측한 자료

의 형태가 SVR모형에 한 자료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계 성을 고려하지 않은 SVR모

형과 계 성을 고려한 SVR모형의 RMSE값과 MAE값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본 연구에서는 과거

시차를 고려한 SVR모형을 통해 SPI를 측하는데 계 요소는 큰 향을 미치지 않다고 단하

다. 한 SVR모형 측정확도가 가장 좋았던 Data.6의 SVR모형과 시계열 ARIMA(1,1,2)

 모형을 비교한 결과, Data.6의 SVR모형의 측정확도가 좋음을 확인하 다. 이상기후에

해서는 두 모형 모두 낮은 측정확도를 가지지만, Data.6의 SVR모형은 이상기후 이후 값을 상

으로 잘 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과거시차를 고려한 SVR모형은 시계열모형에 비

해 새로운 자료가 들어왔을 때 더 좋은 미래 측력을 기 해 볼 수 있다고 단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성 시계열자료에 과거 6개월의 시차를 고려해 SVR모형을 용시키면 보다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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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가짐을 확인하 고, SPI를 측할시 한 모형임을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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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ught Prediction of Seoul Area based on Support Vector

Regression Model Adapting Past Time-lag*

Da Seul Jang1, Kyung Joon Cha2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overcomes the limitation in time series data analysis using

the support vector regression (SVR) model, which is one of the machine learning methods.

We apply the SVR model to the nonstationary monthly SPI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time series data which is one of the measures of drought. We consider two different

data types to build SVR model. First, we do not consider the past time-lag. Second, we

consider the reasonable amount of past time-lags. The data of considering past time-lags are

4 type, these are 3, 6, 9 and 12 months as the independent variable. Totally, we define 5

types of data sets. Therefore, in this study, SVR model according to 5 types of data was

applied, and also SVR model with seasonality was applied after identify the seasonal factors

of precipitation. In conclusion, it is more accurate to consider the past time-lag in all SVR

models. Among the data considering the past time-lag, the data considering the past 6

months shows the best performance.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SVR model

without seasonality and with seasonality is not significant. Therefore, we conclude that

seasonal factors is not significant for prediction SPI.

Keywords : machine leaning, support vector regression, nonstationary,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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