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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연재해 빅데이터 분석은 현재 소셜 미디어 데이터 등 텍스트 데이터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으

며 이는 재난관리의 네 단계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서 마지막 두 단계에 주로 해당된다. 반면 기

상 데이터 자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사전 관리에 해당하는 예방, 대비 단계에 활용될 수 있어 이

와 관련한 연구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리뷰 논문으로서, 자연재해 영역에

서 텍스트 데이터 외의 빅데이터를 다루는 분석 기술들에 대해 소개한다. 이를 위해 기상 관련 분야에

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 및 기계 학습 기술들을 살피고 각 기상 데이터의 특성에 맞춰 기존의

기술들이 어떻게 변형되는 지 밝힌다. 우선 2절에서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기계 학습에 대한 기

본 개념을 설명하고 3절에서 데이터 마이닝 및 기계 학습 기술의 실제 적용 사례를 상세히 정리한다.

4절에서는 자연재해 대응에 이러한 기술들이 직접 활용되는 예를 소개하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마무리

한다.

주요용어: 기계학습, 기상데이터, 데이터마이닝, 빅데이터, 자연재해.

1. 머리말

불과십여년전부터등장하기시작한빅데이터는큰관심을받으며학계를넘어일반인들에게까지친

숙한 개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Magoulas와 Lorica, 2009). 이러한 급속한 유행으로 인하여 빅데

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마이닝이나 기계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전통적으로 그러한 기술에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던 다양한 영역들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게 되었다. 그리

고그대표적인분야중하나가재난재해분야이다.

지난 2013년 5월 미국 국립과학재단 (NSF)과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JST)가 주최한 ‘빅데이터

와 재난관리’ 워크샵에서는 이 분야의 다양한 연구자들이 모여 관련 연구 현황에 대한 논의를 하고 리

포트를 작성했다 (http://grait-dm.gatech.edu/wp-content/uploads/2014/03/BigDataAndDisaster-

v34.pdf). 여기서 정의하는 재난 분야의 빅데이터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환경 센서 데이터와 소셜

미디어 데이터로 나뉘는데, 재난관리의 네 단계인 예방 (prevention), 대비 (preparedness), 대응 (re-

sponse), 복구 (recovery)에 모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 Tohoku 지진에서의 센서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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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지진 감지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현황 파악 및 복구 지원, 2015년 네팔 지진에서의 위성 데이

터 패턴 분석을 통한 지진 지역 파악 등이 그 예이다. 한편 2015년 일본 센다이시에서 개최된 유엔 방

재 세계 회의 (Third UN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에서 발표된 바로는 최근

10년간 일어났던 재난재해의 87%가 기상 관련 자연재해였다. 여기서 정의하는 재난 분야의 빅데이터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환경 센서 데이터와 소셜 미디어 데이터로 나뉘는데, 재난관리의 네 단계인 예

방 (prevention), 대비 (preparedness), 대응 (response), 복구 (recovery)에 모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 Tohoku 지진에서의 센서 데이터를 통한 지진 감지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현황 파악 및

복구 지원, 2015년 네팔 지진에서의 위성 데이터 패턴 분석을 통한 지진 지역 파악 등이 그 예이다. 한

편 2015년 일본 센다이시에서 개최된 유엔 방재 세계 회의 (Third UN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에서 발표된 바로는 최근 10년간 일어났던 재난재해의 87%가 기상 관련 자연재해였다

(http://www.unisdr.org/archive/42862). 그러나 재난 관련 빅데이터 분석의 상당수가 기상 데이터 자

체보다는 재난에서 파생된 텍스트 기반의 소셜 데이터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소셜 데이터가 재난이 발

생한 이후의 대응, 복구 단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반면에, 기상 관련 데이터는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의

예방, 준비 단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상 관련

데이터자체에대한심층분석이필수불가결하게요구되고있는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재해 영역에서 텍스트 데이터 외의 빅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

펴보기 위해 기상관련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과 기계 학습 기술들을 리뷰하고자 한다.

즉, 빅데이터 분석의 두 가지 키워드인 대규모 데이터와 분석 기술 중 후자에 집중한다. 빅데이터가 이

슈화되면서데이터의규모에만관심이집중된반면데이터에서의미를찾아내는도구인분석기술에대

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상 분야에서의 마이닝 사례를 정리하는 것이

현재시작되고있는자연재해빅데이터분석연구에도움이되리라생각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절에서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기계 학습에 대한 기본 개념

과 그들의 관계를 정리하고 3절에서는 기상관련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과 기계학습 기

술들을 소개한다. 4절에서는 자연재해 대응에 직접 활용되는 기술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마지막 5절에

서결론은맺는다.

2. 빅데이터 마이닝과 기계 학습

본절에서는핵심키워드인빅데이터, 데이터마이닝, 기계학습에대해간략하게소개한다.

2.1. 빅데이터

수년 전부터 데이터 분석 분야를 대표하는 하나의 현상을 꼽는다면 단연 빅데이터 일 것이다. 빅데이

터란 단순히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기술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산 처리 기술의 관점과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

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관점이다. 이 두 가지 모두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한국

빅데이터 연구의 초창기에는전자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치중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분석을 위한 방법

론들은 기존의 단순한 통계적 분석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를 넘어 보다 지능적인 분

석은 최근에야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Kim, 2013). 빅데이터 분석 대상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

상, 시그널,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 등 데이터의 종류를 가리지 않지만 주로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연

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소셜 미디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 활용, 재난재해

이벤트 감지 등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멀티 소스로 주어지는 데이터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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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이미지와 텍스트,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 등 이종의 데이터를 통합한 분석의 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2.2. 데이터 마이닝과 기계 학습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기존 데이터 분석에 사

용하는 데이터 마이닝 및 기계 학습 기법을 활용하며 빅데이터 환경에 맞도록 입력 데이터를 분산 처

리하거나 알고리즘을 변형시킨다. 데이터 마이닝은 주어진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론들을 일컫는 학문 분야로서, 각종 통계적 분석 및 기계 학습 기술들이 사용된다.

데이터 마이닝이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낸다는 목적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면, 기계 학습은 실제 사용되

는기술에초점을둔다.

기계학습은인공지능의한분야로서기계가주어진데이터로부터자동으로학습할수있도록하는수

리적 모델과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학문 분야이다. 기계라 함은 컴퓨터와 같이 반복적인 수치

계산이가능한도구를가리키며협의의개념으로는기계학습기술이적용된소프트웨어라고볼수도있

다. 여기서 학습은 인간의 지적 활동을 시뮬레이션 하는 등의 고차원적인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대신

주어진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동 인식이나 분류 등을 수행하기 위해 수리적 모델을 만들어 통계적, 확률

적 방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학습이라 일컫는다. 이러한 반복적인 계산 방법은 수학적

으로검증된공식을따르며그계산과정은수식으로표현된모델과구별되어알고리즘이라고불린다.

데이터 마이닝과 기계 학습은 이렇게 정의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포함관계로 정의

될 수는 없으나 간혹 같은 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혼용되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데이터 마이닝에 기

계 학습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정도가 이들의 관계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

서는 데이터 마이닝에 사용되는 기술 중 특히 기계 학습 기술을 다루므로 기술적인 방법론을 지칭할 시

데이터마이닝대신기계학습이라는용어를사용하도록한다.

3. 기상 데이터 마이닝

본 절에서는 기상 데이터 처리에 기계 학습 기법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우선 시계열로 표

현되는다양한기상데이터및그것들에게공통으로적용될수있는기술들을소개한다. 또한크게분석

을예측과패턴인식으로나누어각분야의연구현황을밝힌다.

3.1. 시계열 기상 데이터

기온, 상대 습도, 바람 속도, 바람 방향, 대기 압력, 태양 복사, 오존 등 대부분의 기상 데이터는 시계

열로 표시된다.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는 전통적으로 확률 과정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데, 크

게 자기회귀 (AutoRegressive; AR) 모델, 이동평균 (Moving Average; MA) 모델, 자기회귀 이동평균

(AR moving average: ARMA) 모델, 자기회귀 직접 이동평균 모델 (AR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그리고마지막으로마코프연쇄 (Markov Chain) 모델카테고리로나뉜다 (Mellit 등, 2012).

시계열적인 특성을 확률 과정으로 직접 모델링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지만 시계열 특성이

어떠한패턴으로수렴하지않는다면성능이좋지않을수있다는단점이있다.

90년대 말 경부터 기상데이터 분석에 시계열을 직접 모델링 하지 않는 기계 학습 기법들이 활발

히 사용되기 시작했다. 인공 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과 서포트 벡터 머신 (sup-

port vector machine; SVM) (Cortes와 Vapnik, 1995; Choi 등, 2013)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인데 후자의 경우 본래 분류 목적으로 주로 쓰이나 여기서는 기상 예측을 위해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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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용으로 변형한 서포트 벡터 회귀 (support vector regression; SVR) (Drucker 등, 1997)을 사

용한다.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기상 시계열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입력데이터와 예측을 위

한 출력데이터로 정의된다. 일단 t라는 시각에서의 어떤 기상 데이터 예측값을 xt라 했을 때, 이 값

은 그 이전의 기상 관측데이터 집합인
{
xt−1, xt−2, · · · , xt−k+1, xt−k

}
을 사용하여 예측한다. 이 시

계열 데이터를 입력 벡터,
(
xt−1, xt−2, · · · , xt−k+1, xt−k

)
라고 가정하고 이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하

는 모델을 학습하여 xt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델은 다음과 같이 회귀 함수 형태로 표현된다:

xt = f
(
xt−1, xt−2, · · · , xt−k+1, xt−k

)
.

3.2. 예측

기상 데이터를 기계 학습으로 분석한다고 했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과거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온, 바람 등 각 기상 요소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상학에서 일기 예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치 예측 모델과는 달리 주로 각 기상 요소에 대한 단기 예측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기계

학습이수치모델을대체할수있다는것은아니다. 본절에서는앞서언급한 ANN과 SVM을중심으로

기계학습기법들이기상데이터예측에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최근연구사례를통해살펴본다.

3.2.1. 기온

ANN은 회귀분석을 대신하여 최초로 시계열 기상 데이터에 적용된 기계 학습 기법으로, 기온 단기

예측에서 기존의 통계적인 접근 방법에 비해 좋은 성과를 보였다. 초창기 연구로는 Snell 등 (2000)이

11개 특정 위치의 지표면 기온을 예측하기 위해 ANN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 주변 지역의 기온 데이

터를 이용하여 목표 지역의 기온을 예측하는 내삽에 ANN을 사용했던 최초의 연구 중 하나이다. 기존

의 마이닝 기술들과 (spatial average, nearest neighbor, inverse distance methods 등) 비교한 실험 중

94%의 실험 케이스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 Tasadduq 등 (2002)은 ANN을 사용하여 시간대 별 평

균 온도를 24시간 미리 예측하는 연구를 했다. 사우디 아라비아 제다 지역 연안의 1년 동안의 온도 데

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했다. 삼년 동안의 데이터에 대해 실측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비교하였는

데, 각연도별데이터에대해 3.16%, 4.17%, 2.83%의평균편차를보였다. ANN이시계열분석에서많

은 성과를 보였지만 수학적으로 최적화된 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 해 (local minimum)나 과적

응 (overfitting) 문제 등에 취약하다. SVR은 이러한 약점을 보안하며 ANN을 대체하였는데, Radhika

와 Shashi (2009)는 SVR을 사용하여 일일 최고 기온을 예측해냈다. 입력데이터로는 예측 날짜 이전의

n일에 대한 최고 기온을 사용했으며 n 이라는 값은 실험을 통해 유추해냈는데 결과적으로 기존 ANN과

비교하여좋은성능을보였다.

3.2.2. 태양 에너지

재생에너지활용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태양에너지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일사강도를정

확히 예측하는 연구가 최근 많이 시도되고 있다. Voyant 등 (2011)은 일일 일사량 (daily global radi-

ation) 예측에 ANN을 사용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입력값으로 일사량 과거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

른 기상 과거 데이터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종류를 내부 (endogenous), 외부 (exogenous)

데이터라 명명하고 ARIMA 기법과 ANN을 사용하여 외부데이터의 유효성을 검토하였다. 프랑스 코르

시카 섬의 두 개의 관측지점에서의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험했으며 ANN이

ARIMA의 성능을 능가함을 밝혀냈다. 날씨가 좋은 날이 많은 여름에는 내부데이터를 쓰는 것으로 충

분했으나 흐린 날이 많은 겨울에는 외부데이터까지 활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예측 결과를 보여줬다. 같

은 해 Sharma 등 (2011)에 의해 비슷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입력값에서 다른 점은 외부 데이터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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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National Weather Service (NWS)의 기상 예측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 시간 전 예측을 했

던 Voyant 등의 연구와는 달리 세 시간 전에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모델링 했으며 선형 최소 제곱 회

귀 (linear least squares regression)과 SVR을 사용하여 실험했다. 2010년 10개월 동안 특정 기상관

측소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8개월 동안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나머지로 테스트를 했다.

SVR의경우다양한내부커널을테스트했는데, RBF (radial basis function) 커널이가장좋은결과를

내었다. 최종적으로 기존의 예측 모델에 비해 27% 더 정확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비슷한 종류의 데이

터를 이용하지만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그 다음해 이루어졌다 (Chakraborty 등, 2012).

Chakraborty 등은 태양열 에너지 (PV) 생산량을 예측하기 위해 세 가지 서로 다른 예측 모델을 통합

하는 베이지안 앙상블 기법을 제안했다. 두 가지 모델은 전통적인 접근 방법을 쓰는데, 기상 예측 데이

터를 활용하여 PV를 예측하는 Naive Bayes 모델과 시계열로 주어지는 당일의 PV 값을 활용한 KNN

(K-nearest neighbor) 기반 예측이 그것이다. 반면 과거 PV 값을 사용하는 세 번째 모델은 시계열 데

이터에 숨겨진 패턴을 잡아내기 위해 이 과거 데이터를 심볼로 패턴화한 스트림 값으로 변환한다. 이어

가장 자주 등장하는 패턴을 찾아 PV를 예측한다. 세 가지 예측 모델을 통합하는 앙상블 모델을 마지막

에적용하여최적의값을예측했으며 Sharma 등의연구보다좋은성능을보였다.

3.2.3. 바람 및 풍력 발전

기상 요소 중 바람과 관련해서는 크게 방향 예측과 속도 예측이 있다. 풍력 발전기 운영 계획 및 실

행을위해서는단기예측 (1시간∼72시간)이중요하며확률, 통계기반의연구들도활발히이루어져왔다.

Foley 등 (2012)은최근풍력발전예측분야에대한리뷰논문을작성했는데, 크게두가지그룹으로나

누어 지금까지의 연구를 정리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기계 학습 등 통계 기반의 방법론이고 두 번째 그

룹은수치기상모델을사용하는예측이다. 대부분의경우전자의정확도가높으나일일및시간별예측

에서는 후자의 역할도 중요해진다. 통계적 방법론들이 정확도가 높았던 관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

며 시계열 데이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방법론들이 활용되었다. ANN을 비롯, 퍼지 시스템, 유전자 알

고리즘, SVR, 베이지안 방법론 등이 사용되었으며 수치 모델과 혼합된 모델들도 개발되었다. 그 중 몇

가지를 들자면, Mohandes 등 (2004)이 초창기에 SVR을 이용하여 바람의 속도를 측정했고, Jursa와

Rohrig (2008)가 ANN과 KNN을 사용한 최적화 모델을 개발했다. He 등 (2011)은 바람 프로파일을

7개의 자질로 정의하고 이 중 체감온도 일부를 삭제한 후, 불완전한 데이터로 ANN과 앙상블 학습을 이

용해서 바람 속도를 예측하는 색다른 연구를 수행했다. Ohashi와 Torgo (2012)은 시계열 정보뿐만 아

니라 공간정보도 활용한 시공간 데이터에 다양한 기계학습 방법들을 적용하여 기존 연구들보다 좋은 성

능을보여주었다.

3.2.4. 강우 및 하천유량

데이터마이닝을이용하여물을분석한연구로는크게강우량예측과하천유량예측으로나뉜다. Ku-

siak 등 (2012)은 레이더 반사율을 이용한 강우량 예측에 마이닝 기법을 적용했는데 ANN, random

forest, 분류 및 회귀 분석, SVM, KNN 등 다섯 가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비교하였다. 입력값으로

레이더 반사율과 Tipping bucket (TB)을 사용하였으며 ANN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다. Rasouli

등 (2012)은 캐나다 한 지역의 하천유량 예측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하였다:

Bayesian neural network (BNN), SVR, Gaussain Process (GP), multiple linear regression (MLR).

기상-수문 관측 데이터를 기본으로, GFS 모델의 기상 예측 데이터와 기후 지수까지 입력데이터로 사용

하여 최종적으로 MLR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밝혔다. 짧은 기간일수록 GFS 데이터, 반대의 경

우 기후 지수가 의미가 있었다. 이 연구가 1∼7일의 선행 시간이라는 단기 예측을 목표로 했다면 Kal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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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3)은 1년이라는 장기간의 선행 시간에 대한 하천유량 예측을 수행하였다. 미 서부와 같은 물 부

족 지역에서의 수자원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장기간의 예측이 필요한데 SVR 기반의 방법이

ANN이나 MLR 보다 정확히 예측함을 보였다. 하천유량 예측에서 나아가 가뭄에 대비한 물 배분 정

책에도 마이닝적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Chang 등 (2013)은 시스템 분석적인 방법과 ANN의 일종인

Adaptive Neuro-Fuzzy Inference System (ANFIS)를 결합한 기법을 대만 Shihmen 저수지의 물 배분

정책에 활용하였다. 입력값으로는 물세 할인율 (water discount rate), 수문학적 상황에 따른 저수량 초

과확률, 물유입량이있으며예측해야할값은물부족수준 (water deficiency level)이다. 이와같은방

법을사용하여가뭄에대비한최적의물세할인율및관개시설운영정책을제시했다.

3.3. 패턴 인식

기상데이터분석에서예측이외에마이닝적접근방법이활발하게사용되고있는분야는패턴인식이

다. 주로이미지데이터분석에쓰이며지표면의상태인식및분류등에활용된다. 동일한방법이기상

데이터 뿐 아니라 자연재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형 분석에서도 쓰이므로 본 절에서는 지형 데이터까

지로범위를확장한다.

3.3.1. 지표면 분석

지형 데이터 패턴 분석에는 주로 위성 데이터를 사용한 이미지 분류 기법을 사용한다. 위성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이래로 토지 피복이나 이용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연구가 지금까지 다양하게 이루어

져왔다. 최근 들어 리모트 센싱 데이터 (RSI) 정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존의 이미지 분류에 RSI를

결합한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Dos Santos 등, 2012). 이러한 분석은 전통적인 분류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현재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분류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Vatsavai 등 (2011)은 고

화질의 RSI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10가지의 서로 다른 기계 학습 모델을 테스트했는데, 최대 우도

(maximum likelihood)나 로지스틱 회귀 (logistic regression) 같은 간단한 방법들이 오히려 좋은 결과

를 낸다고 밝혔다. Petropoulos 등 (2012)은 토지피복과 토지 이용 매핑을 위해 초분광 영상을 입력데

이터로사용하여 SVM과 ANN을적용한연구를했으며기존의이미지데이터를사용한것보다좋은성

능을보여줬다.

3.3.2. 해수 해양

해양과 관련해서는 해양과 대기가 대지 기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마이닝 기법들이 사

용되기도 한다. Storch 등 (1999)이 PCA 와 SVD를 활용하여 기후 지수 (climate index)를 찾는 방

법을 개발한 이래 이러한 차원 축소 기법들은 기후 지수 분석에서 주요한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다. 이

후 Steinbach 등 (2003)은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하여 sea surface temperature (SST)와 sea level

pressure (SLP)에 적용함으로써 PCA 등을 대체했고 이후로도 기후 지수를 찾는데 클러스터링 기법

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Race 등, 2010). 한편 클러스터의 개수를 미리 임의로 지정해야 하는 전통적

인 클러스터링 기법의 문제가 기후 지수 분석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

로 complex network 를 사용한 방법론들이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Tsonis 등, 2006; Donges 등, 2009;

Steinhaeuser 등, 2010; Steinhaeuser 등, 2011).

3.3.3. 환경

이번 절에서는 위의 카테고리들과 중첩될 수는 있지만 ‘환경’이라는 키워드로 묶일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연구에 대해 짧게 소개한다. Peters 등 (2009)은 random forest라는 앙상블 러닝 기법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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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식물 분포를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여기서 특이할만한 점은 불확실성이라는 요소를 평가하

여 모델링했다는 것인데, 환경 변수를 공간 내삽할 때와 식물 종류 클러스터링에서의 불확실성을 각각

Gaussian simulation과 pseudo-randomization 테스트를 통해 평가했다. Vincenzia 등 (2011)은 해양

동물 분포 추정에 마이닝 기법을 활용했는데, 이탈리아 베니스 석호 지역의 바지락 분포를 예측하는 모

델을 개발했다. 역시 random forest를 활용했으며 연구 결과, 바지락 분포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침전물중모래비율, 염분, 해수깊이이렇게세가지로판별되었다.

4. 자연재해 데이터 분석

3절에서 자연재해 분석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 및 분석 목적별로 데이터 마이닝 적용 사

례를 리뷰했다면 본 장에서는 자연재해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마이닝 기법들에 대해 소개한다. 자연재해

중지진, 산불, 폭풍우, 유해적조에대한최근의연구사례를리뷰한다.

4.1. 지진 예측

지진 예측은 어려운 문제이나 발생 시 큰 인명·재산 피해를 내는 위협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이며 지금
까지 꾸준히 연구되어 왔었다 (Panakkat와 Adeli, 2008). 전통적으로 지구물리학 분야에서의 지진 예

측 연구는 대부분 지진 발생 순환 주기를 기반으로 한다. 한편 최근 들어 데이터 기반의 기계 학습 방법

론들을 적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대부분 ANN을 사용하고 있다. 입력 데이터 및 ANN 모델의

세부 종류, 학습 방법들이 변경되며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진의 규모 예측에서 좋은

성과를보이고있다. Kulahci 등 (2009)은라돈가스등을입력값으로, Moustra 등 (2011)은지진전기

적신호를입력값으로사용한다. 최근에는 radial basis function 기반의 ANN을적용한지진예측연구

가 이루어졌는데 (Alexandridis 등, 2014) 소규모의 데이터에도 좋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데이터 수

집이어려운지진예측에적합한모델이다.

4.2. 산불 예측 및 감지

산불과 관련해서 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연구는 위성 자료 패턴 인식 등 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있

어 왔으며 (Vega-Garcia 등, 1996; Arrue 등, 2000) 최근 들어 센서 데이터 활용이 높아지면서 실시

간 산불 예측에 기상 센서 데이터가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최초의 연구 중 하나가 Cortez와 Morais

(2007)의논문으로, 산불발생과그규모를예측하는데 SVM과 random forest 등다섯가지방법을테

스트 하였다. 센서로부터 수집된 기상 데이터 중 온도, 상대습도, 비, 바람이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인자로 밝혀졌으며 SVM이 좋은 성능을 보였다. Sakr 등 (2010)도 기상 데이터를 이용한 유사한 연

구를 진행하였는데, 특이할 만한 점은 1에서 4 사이의 산불 위험 지수를 도입하고 이를 예측하는 방법

을개발했다는것이다. SVM을기반으로한예측알고리즘을제안했는데, 3개의 SVM 모델을조합하여

산불 위험 지수를 예측해내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000년에서 2008년까지 6월에서 10월 사이에 레

바논에서 일어난 산불 데이터로 검증했으며 평균 88%의 예측 정확도를 보였다. 한편 Angayarkkani와

Radhakrishnan (2010)은 ANN을 이용하여 공간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산불을 감지해내고 산불이 일어

난 지역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실제 센서로부터 수집된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

하여모델을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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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타

지진과 산불 외에도 다양한 자연재해에 마이닝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Li 등 (2008)은 메조사이클

론 (직경 16km까지의 작은 사이클론) 감지에 ANN과 클러스터링, 이미지 처리 등을 사용하였는데, 입

력데이터로는 대규모 실시간 기상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자료를 사용하였다. 미국 NSF의 지원을 받아

10개의 연구 기관이 참여한 프로젝트인 Linked Environments for Atmospheric Discovery (LEAD)의

일부로, 중간 규모의 기상 관련 실시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연구를 소개한다.

한편, 유해적조 등 해양생태계 오염도 중요한 자연재해 중 하나이다. Muttil와 Chau(2007)은 ANN과

유전 프로그래밍 (GP)을 사용하여 유해적조 이동 모델링에서의 주요 입력 변수를 선택하는 연구를 수

행했다. 이연구는홍콩토로항의수질측정에활용되어실제입력변수선택에유효한방법임을밝혀냈

다.

5. 결 론

자연재해 빅데이터 분석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빅데이터 분야는 대규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산처리 하는 것에 집중되어 왔으며 그 대상은 주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이다.

자연재해분야역시분석적인측면에서는아직소셜미디어데이터분석이주를차지하고있다.

본 논문은 기상 데이터에 적용된 데이터 마이닝 및 기계 학습 기술들의 현황을 정리함으로써 자연재

해분야의빅데이터분석이나아가야할방향에대한레퍼런스를제공한다. 현재시계열기상요소예측

에서는 주로 SVM과 ANN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기계 학습 기법인 퍼지 시스템, 유전자 알고리

즘, 베이지안 방법론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패턴 인식으로는 분류와 클러스터링을 기본으

로지표면이나해수표면분석등에활발히활용되고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계 학습은 대부분의 경우 수치 예측 모델에 비해 수행 속도가 훨씬 빠르다.

따라서 기계 학습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단기 예측에서 기존 수치 모델에 비해 큰 경쟁력이 있으며,

수치 예측과는 상관없는 패턴 인식 분야에서는 독자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기계 학습 기반의

기상예측과패턴인식을더욱정교화하고실시간데이터처리를강화함으로써진일보된자연재해분석

과관리가가능하리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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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g data analysis for disaster have been recently started especially to text data such

as social media. Social data usually supports for the final two stages of disaster man-

agement, which consists of four stages: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Otherwise, big data analysis for meteorologic data can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and

preparation. This motivated us to review big data technologies dealing with non-text

data rather than text in natural disaster area. To this end, we first explain the main

keywords, big data, data mining and machine learning in sec. 2. Then we introduce

the state-of-the-art machine learning techniques in meteorology-related field sec. 3. We

show how the traditional machine learning techniques have been adapted for climatic

data by taking into account the domain specificity. The application of these techniques

in natural disaster response are then introduced (sec. 4), and we finally conclude with

several future research directions.

Keywords: Big data, data mining, machine learning, meteorologic data, natural disas-

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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