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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are important factors in crop cultivation and should be properly con-

trolled for improving crop yield and quality. In order to control the environment accurately, we need to predict how

the environment will change in the futu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edict ai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at a future time by using a multilayer perceptron (MLP). The data required to train MLP was collected

every 10 min from Oct. 1, 2016 to Feb. 28, 2018 in an eight-span greenhouse (1,032 m2) cultivating mango (Mangif-

era indica cv. Irwin). The inputs for the MLP were greenhouse inside and outside environment data, and set-up and

operating values of environment control devices. By using these data, the MLP was trained to predict the air tem-

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at a future time of 10 to 120 min. Considering typical four seasons in Korea, three-day

data of the each season were compared as test data. The MLP was optimized with four hidden layers and 128 nodes

for air temperature (R2 = 0.988) and with four hidden layers and 64 nodes for relative humidity (R2 = 0.990).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MLP, the accuracy decreased as the prediction time became longer. However, ai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were properly predicted regardless of the environmental changes varied from season to season.

For specific data such as spray irrigation, however, the numbers of trained data were too small, resulting in poor pre-

dictive accuracy. In this study, ai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were appropriately predicted through optimiza-

tion of MLP, but were limited to the experimental greenhou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llect more data from

greenhouses at various places and modify the structure of neural network for generalization.

Additional key words : artificial neural network, deep learning, machine learning, mango, model-free prediction

서 론

작물 생장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확량

을 증대하려면 적절한 환경조절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

요소 중 온도는 발아, 증산작용, 휴면, 꽃눈 분화, 개화,

생장 및 성숙 등 다양한 화학 반응 및 발달 과정에 관

여하며, 기온이 작물의 생육 적온 보다 높거나 낮을 경

우 생장이 저해되고 심한 경우에는 작물이 죽을 수도

있다(Went, 1953). 상대습도의 경우 적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기공폐쇄, 낙엽, 낙과 등의 생리 장애를 일으키거

나, 병충해가 발생할 확률을 높인다(Grange와 Hand,

1987). 온실 재배의 경우, 온실이 완전히 외부와 격리된

것이 아니며 외부 환경이 내부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적화된 기온 및 상대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

려운 일이다. 이런 환경 요인들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

할 경우 식물체 표면에 결로 현상이 일어나 병해충을

유발시켜서 생산량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며, 온실 표

면에 결로가 발생할 경우 광 투과율을 떨어뜨린다(Arauz

와 Sutton, 1990; Pieters 등, 1997).

따라서 앞으로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하는

것은 정확한 환경조절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과거

연구에서는 외부 광도, 온도, 환기 열 손실 등 다양한 환

경 요인들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수학적 모델을 만들

어 온실 내 기온을 예측하였다(Walker, 1965; Froehlich

등, 1979; Chandra 등, 1981). 상대습도 역시 유사한 방

식으로 외부 환경 요인을 이용해 온실 내부 상대 습도

를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이 개발되었다(Jolliet, 1994).

그러나 수학적 모델들은 더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

해 변수 및 파라미터들이 증가시켜 모델의 형태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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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최근에는 3차원 상에서의 시뮬

레이션을 활용하여 복잡한 예측 모델을 구성하는 연구들

이 등장하고 있다(Hong and Lee, 2014; Lee 등, 2014).

90년대 이후로 변수 간 관계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을 온실 환경 예측에 사용하는 연구들이 등장

했다.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인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s, MLP)은 다양하게 얻어진 빅데이터를 이용

해서 비선형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모형이 필요 없는

방법으로 특정한 규칙이 없이 오로지 데이터로부터 학습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통계 분석과 달리 MLP는 데이

터 분석에 있어서 데이터 간 연관성 분석에 대한 통찰과

노력이 덜 필요하며, MLP의 일반적인 구조만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요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드는

비용이 감소한다(Benediktsson 등, 1990; Seginer, 1997).

기존 연구에서도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온실 내 기온,

상대습도, CO2 농도에 대해서 각각 예측한 적이 있으며

(Ferreira 등, 2002; He와 Ma, 2010; Moon 등, 2018),

독립적인 모델인 아닌 기존의 온실 환경 예측에 사용되

는 모델의 일부를 인공신경망으로 대체하여 환경 요인의

예측을 시도한 연구 들도 있었다(Seginer, 1997).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동일 시점의 다른 환경 요소들을 이용하

여 동일 시점의 기온 및 상대습도를 추정하며 일정 시

간 미래의 기온 및 상대습도를 예측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MLP를 이용해서 특정 시점의 환경 데

이터를 이용하여 그 시점 이후의 온실 내 기온과 상대습

도를 직접 예측하고, 실제 시스템을 구현할 때 주로 사용

하는 통계적 기법인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MLR)과 성능을 비교했다.

재료 및 방법

1. 재배 조건

실험은 어윈 망고(Mangifera indica cv. Irwin)를 재배

중인 보령에 있는 8연동 플라스틱 필름 온실 (폭 34.4m,

길이 30m, 측고 4.5m, 동고 5.7m, 총 면적 1,032m2, 남

북동)에서 이루어졌다. 어윈 망고는 2015년 8월 9일에 2

년생 묘목을 대형 플라스틱 포트(내경 76cm, 높이

47cm)에 정식하여, 재식 간격 2.5m (재식밀도 6.25m2)로

배치하였다. 어윈 망고의 영양생장을 촉진하고 수형을

갖추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유인 및 정지작업을 실시하였

다. 연구용 온실은 개별 환경 제어가 가능한 3개의 구역

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물 생산에 유리하도록 광 투과율

(92%)이 높은 두께 0.15mm PO 필름을 온실 피복재로

이용하였다. 온실 내부 온도는 발전소 온배수를 주 열원

으로 사용하는 3개의 히트펌프와 천창 및 측창을 통한

환기로 조절되었다. 온실 내부 천창 측에 차광을 위해서

차광효율이 12%인 산광 스크린을 설치했고, 겨울철 보

온을 위해서 보온 20%, 차광 52%인 알루미늄 스크린을

설치했으며, 온실 측면에는 보온을 위해서 보온 70%,

차광 98%인 알루미늄 스크린을 설치했다. 환기장치, 차

광 및 보온 스크린, 관수시스템, CO2 공급 시스템은 환

경 복합 센서 디바이스 및 CCTV와 실시간으로 연동하

여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 수집 및 제어를 할 수 있는

시험용 IoT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다. 온실에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환경 제어 설정 값은 구역

간에 0.5~1oC 정도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온도 제

어는 온실 내 온도를 26oC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설정되었고,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7년 3월 23일까

지는 생식 생장 단계로 돌입하기 위해서 히트펌프 설정

값을 10oC까지 낮추었다.

2.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환경데이터는 온실 내부에 설치된 9개 복합 센서

(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Korea)로 측정

한 기온, 상대습도, CO2 농도, 대기압, 조도와 보령 기상

대의 온실 외부의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대기압,

강우 데이터를 사용했다(Table 1). 또한 예측 성능 향상

을 위해서 천창, 측창, 보온커튼, 차광커튼의 개폐, 관수,

히트펌프 설정 온도를 추가적으로 사용했다. 모든 데이

터는 10분 간격으로 2016년 10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측정되었다. 2016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기

온과 CO2 농도의 보정용 자료를 얻기 위해서 야간에는

Table 1. Ranges of the measured environment and control factors.

Factor Range

Inside air temperature (oC) 3.40–47.24

Inside relative humidity (%) 9.56–100.00

Inside CO2 concentration (μmol·mol-1) 227.4–2825.2

Inside atmospheric pressure (hPa) 996.50–1038.30

Inside light Intensity (lx) 0.0–65535.0

Outside air temperature (oC) -11.72–35.22

Outside relative humidity (%) 0.00–78.00

Wind direction (o) 0.0–360.0

Wind velocity (m·s-1) 0.0–27.0

Outside atmospheric pressure (hPa) 994.21–1035.76

Outside rainfall (mm·hr-1) 0.0–125.2

Opening ratio of roof and side ventilation (%) 0–100

Opening ratio of insulating curtain (%) 0–100

Opening ratio of screen (%) 0–100

Set temperature of heat pump (oC) 10.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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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 데이터에서 제외했다.

측정 시간 데이터는 계절이 순환하는 속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1년 단위로 주기성을 띄게

하였다. 측정 데이터들에서 센서의 오류나 꺼짐으로 인하

여 데이터가 없는 부분은 인접한 데이터로부터 2개까지

의 데이터를 선형함수를 이용해서 보간을 했다. 여러 정

규화 방법 중 흔히 사용되고 정확도가 높은 편인 최대-최

소 평준화를 이용해서 0과 1사이로 정규화하여 인공신경

망을 학습하였다(Al Shalabi와 Shaaban, 2006). 총 61,801

데이터 셋이 기온 및 상대습도의 예측에 사용되었다.

3. 다층 퍼셉트론(MLP)과 다중선형회귀분석(MLR)

MLP는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로, 입력층, 출력층, 그리

고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은닉층로 구성된 피드포워드망

(feed-forward network)이다. 신경망 모델은 Tensorflow

(v. 1.8.0)라는 Python 언어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이용하

여 구축하였다(Abadi 등, 2016). 입력층에는 학습에 들

어갈 입력 종류 수만큼의 노드가 있고, 출력층과 은닉층

에 있는 노드는 활성함수(activation function)를 포함한

다. 각 노드는 이전 층에서 입력 값을 받아 가중치를 곱

하고 활성 함수를 통해서 출력 값을 생성한다. 은닉층에

서 사용한 활성함수는 신경망 모델에서 주로 사용되는 함

수인 수정된 선형 함수(rectified linear unit, ReLU)가 사용

되었고(Eq. 1), 출력층에서는 선형 회귀(linear regression)

를 위해 항등함수[ f(x) = x]를 활성함수로 이용하였다.

ReLU는 다층 구조에서 기존 활성함수 중에서 학습 속도

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형태이다

(Glorot, 2011).

(1)

모델 검증을 위해 61,801개의 데이터 셋을 학습, 평가,

시험 세트로 분류했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 내에서 계

절별 환경 차이에 따른 신경망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겨울(2017년 1월 25~27일), 봄(2017년 4월 27~29일),

여름(2017년 7월 28~30일), 가을(2017년 10월 28~30일)

에 해당하는 3일치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 세트(1,706)로

이용했고, 남은 데이터 세트(60,095)는 무작위로 70%를

학습(42,066), 30%를 평가(18,029)로 나누어서 모델 학습

을 진행했다. 모델 학습은 AdamOptimizer를 이용해서 예

측값과 실측값의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Kingma와

Ba, 2014). MLP와 AdamOptimizer의 파라미터는 보편적

으로 사용되는 값을 이용했다(Table 2). 학습 속도를 증가

시키고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치 정규화(batch-

normalization)를 이용하였다(Ioffe와 Szegedy, 2015). 이때

결정계수(R2)를 모델 정확도의 척도로 사용했다. 마지막

으로 최적 모델을 찾기 위해 10분 후 기온 및 상대습도

예측에 대해서 각각 45개의 은닉층과 노드의 조합을 이

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여 제일 높은 정확도를 갖는 구조

로 최적화를 하였고 이를 이용해 입력 데이터의 시점으

로부터 10분 단위로 10~120분 후의 기온과 상대습도를

학습하여 예측하였다.

MLR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동일한 학습 데이터

세트을 이용해 다중회귀분석모형의 회귀 계수를 추정하

고, 만들어진 다중선형회귀모형을 시험 세트에 적용하여

결정계수 및 평균제곱근오차를 구했다. 

(2)

다중선형회귀식을 일반화하면 위 식과 같으며 y는 반

응변수, x는 설명변수, a는 회귀계수, i는 설명변수의 개

수, b는 오차이다. Python 언어 기반의 Sklearn 라이브

러리 내 최소제곱 추정 방식을 사용하여 회귀계수를 추

정했다(Pedregosa 등, 2011).

결과 및 고찰

1. 은닉층과 노드의 최적 개수

상대습도 예측을 위한 최적 구조의 경우 은닉층이 4개,

f x( ) max 0 x,( )=

y Σaixi b+=

Table 2. Parameters for the multilayer perceptron and AdamOptimizer.

Parameter Value Description

Mini-batch size 512 Number of training instances used in one iteration

Training iteration 50000 Number of times a mini-batch of data passed through the algorithm

Decayed learning rate 0.04* Adjustment of the weights of the network. 

β1 0.9 Exponential mass decay rate for the moment estimates

β2 0.999 Exponential velocity decay rate for the moment estimates

Ε 0.001 A constant for numerical stability

*Initial learn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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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수가 64개일 때 R2가 0.99로 가장 높았고, 기온의

경우 은닉층과 노드 수가 각각 4개, 128개일 때 R2가

0.99로 가장 높았다(Table 3). 그러나 은닉층의 수와 노

드 수에 상관없이 0.98 이상의 R2를 보여주었고 모델

구조를 키우더라도 정확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가장

정확도가 높은 조합을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할 때에 기

온은 약 15분, 상대습도는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최근에 구현된 딥러닝 알고리즘을 보면 이미지 처리,

음성 인식, 게임 승리 목표에 있어서 깊고 복잡한 구조

를 가진 높은 성능의 모델을 구성한다(Hinton 등, 2012;

Krizhevsky 등, 2012; Mnih 등, 2013; He 등, 2016;

Silver 등, 2016). 그러한 복잡한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서는 고성능 처리기가 필요하며, 장기간의 학습이 요구

된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고 작은 구조

에서 최적화 되었고(Fig. 1), 노드 수가 특정 개수를 넘

어가면 정확도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시벤코(Cybenko)

Fig. 1. An optimized architecture of multilayer perceptron predicting relative humidity or air temperature at a future time T (10–120 min;
every 10 min).

Table 3. Model accuracies (R2) of the multilayer perceptrons at different numbers of hidden layers and neurons when predicting 10-min
future relative humidity (A) and air temperature (B). 

(A) Number of neurons at each layer

Number of hidden layer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1 0.9853 0.9858 0.9867 0.9876 0.9887 0.9880 0.9874 0.9881 0.9876

2 0.9859 0.9872 0.9875 0.9892 0.9884 0.9892 0.9878 0.9873 0.9869

3 0.9862 0.9877 0.9883 0.9891 0.9884 0.9892 0.9882 0.9877 0.9872

4 0.9863 0.9879 0.9884 *0.9904 0.9891 0.9879 0.9882 0.9867 0.9834

5 0.9856 0.9879 0.9887 0.9891 0.9882 0.9888 0.9878 0.9865 0.9844

(B) Number of neurons at each layer

Number of hidden layer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1 0.9806 0.9833 0.9840 0.9852 0.9863 0.9861 0.9865 0.9871 0.9863

2 0.9820 0.9848 0.9860 0.9868 0.9880 0.9861 0.9870 0.9848 0.9820

3 0.9824 0.9849 0.9870 0.9874 0.9876 0.9867 0.9856 0.9848 0.9828

4 0.9829 0.9859 0.9876 0.9878 *0.9885 0.9874 0.9846 0.9837 0.9805

5 0.9829 0.9856 0.9870 0.9868 0.9874 0.9872 0.9861 0.9829 0.9801

* The highest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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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에 따르면 다층 퍼셉트론은 활성 함수와 무관하게

유한한 노드 수를 갖는 은닉층 한 층으로도 모든 연속

적인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Hornik 등, 1989; Hornik,

1991). 본 실험에서 온실 내 기온과 상대습도를 예측할

때 학습 구조가 작아도 높은 정확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 기온 및 상대습도와 환경 요소의 관계는 깊은 구

조를 사용할 정도로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기온 및 상대습도 예측에 필요한 비용이 적어 실

제 온실 제어에 적용되기 용이하다.

한편, 온실 내 같은 시간대 CO2 농도를 예측하는 실

험에서는 은닉층 2개, 노드 256개에서 MLP가 제일 높

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으며(Moon 등, 2018), 은닉층 수

를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재생 에

너지에 쓰이는 풍속을 예측하는 경우에는 은닉층 1개,

노드 39개로 모델을 최적화하였다(Sheela와 Deepa,

2013). 따라서 더 복잡한 구조를 사용했더라도 정확도가

좋아지지 않았을 수 있지만, 본 실험에서 사용한 MLP

도 노드와 은닉층의 수를 세밀히 조합하면 정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학습된 MLP는

충분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더 나은 정확

도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학습에

소요된 시간과 하드웨어의 메모리 사용량을 고려하면 최

대한 층이 적고 노드 수가 적을수록 용이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성능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온 및 상대습도의 예측

10분 예측 결과를 계절 별로 확인하였을 때, MLP는

계절 변동이 큰 환경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제어 때

문에 시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에도 적절히 기온과

상대습도를 예측하였다(Fig. 2). 실제로 여름철에는 야간

온도가 높기 때문에 히트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기온 및

상대습도가 진동하는 형태를 보이지 않지만, 여름철이

아닌 경우 야간에 히트펌프가 작동하면서 기온이 진동하

며, 이에 따라 온도에 영향을 받는 상대습도 역시 진동

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된 MLP

는 야간 기온과 상대습도의 진동 여부와 상관없이 R2 =

0.99로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였다. 이후 같은 구조로 10

분에서 120분 후까지 예측을 진행했을 때에는 R2와

RMSE가 예측하고자 하는 시점이 예측하려는 시점과 멀

어질수록 점차 낮아지지만 다변량회귀 분석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덜 감소했다(Fig. 3).

환경은 고정적인 기후로 인해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가

지고 움직인다고 볼 수 있으나 환경 제어의 경우에는

온실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 가

Fig. 2. Comparison of 10-min future values of air temperature (AT) and relative humidity (RH) measured and estimated using the multi-
layer perceptron. A, B, C, and D represents winter (Jan. 25–27), spring (Apr. 27–9), summer (Jul. 28–30), and fall (Oct. 28–30), respec-
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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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데이터 투입 요소로는 먼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MLP를 이용한 기온 및 상

대습도 예측은 예측 시점과 예측하려는 시점 사이의 비

정기 환경 제어 요소 값을 받을 수 없어서 실제로 예측

되는 것은 규칙적인 환경 제어 요소만 반영되었을 때의

기온 및 상대습도가 예측이 된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

는 예측 시점이 멀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졌다고 보인다.

대개 MLP는 시간에 의한 변화를 학습할 수 없고 입

력과 출력의 정적인 관계만을 학습할 수 있다(Haykin,

2009). 그러나 본 실험의 결과로 볼 때, 입력과 출력 사

이의 시간 간격이 좁을 경우 학습된 MLP가 높은 정확

도로 미래의 기온과 상대습도를 예측하였기 때문에, 가

까운 미래의 기온과 상대습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MLP를 사용한 기온 및 상대습도 예측이 전

체 구간에 대해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온실

환경과 기온 및 상대습도에 대한 관계를 일반화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변량 회귀분석 역시 입력과 출력

사이의 시간 간격이 좁을 경우 MLP와 비슷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하고 짧은 기간의 예측을

통한 제어 시스템일 경우에는 다변량 회귀분석이 더 유

용하게 쓰일 수 있다.

MLP를 학습할 때 너무 큰 구조를 사용하거나 적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많이 반복하게 되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는 떨어지고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

만 정확히 맞추는 과적합이 일어난다(Tetko 등, 1995).

그러나, 학습된 MLP는 데이터를 적합하게 일반화하였기

때문에 각 계절의 반복이 포함된 2년 동안 수집된 데이

터를 사용하고, 모델 학습 시 배치 정규화을 사용하는

등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추어

Fig. 3. Root mean square errors (RMSEs) and test accuracies (R2) when predicting air temperature (A and B) and relative humidity (C and
D) by using multilayer perceptron algorithms (black bar) and linear regression (grey bar), respectively, at different futur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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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된 온실이라면 장기적

으로는 MLP가 다변량 회귀분석보다 유용하며, 특히 더

먼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드

러난다.

3. 관수 여부에 따른 예측 분석

MLP가 대부분의 데이터에 대해 일반화하여 높은 예

측 정확도를 보여주었으나, 상대습도의 예측값과 측정값

을 비교했을 때 측정한 상대습도 91%를 61%로 과소평

가한 경우가 존재하였다. 이는 센서의 오류 등이 아닌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음에도 학습된 MLP는 이

특정 시점에 대한 상대습도 예측에 있어 큰 오차를 보

이고 있다. 그러나 관수로 인하여 상대습도가 급격하게

90% 이상으로 상승하고 난 이후 시점으로는 학습된

MLP는 상대습도를 예측할 수 있었다(Fig. 2D). 그러나

예측 시점이 멀어질수록 관수에 의한 상대습도 예측 정

확도가 감소하였으며, 예측 데이터 전체의 정확도 역시

예측 시점이 입력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전체적으로 감소

하였다(Fig. 3D). 기온의 최소 정확도는 110분 뒤를 예

측하는 경우에서 R2 = 0.94, 상대습도의 최소 정확도는

120분 뒤를 예측하는 경우에서 R2 = 0.90이었다.

91%를 61%로 과소평가한 이상점은 10분 전에 진행한

분무 관수로 인하여 실제로는 상대습도가 증가했지만 학

습된 MLP는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발생했다. 딥러닝

방법 중 하나인 MLP는 사용자가 입력값의 특징을 추출

할 필요 없이 측정 데이터로부터 구조적으로 예측 및 분

류에 필요한 특징을 자동화하여 발견할 수 있다(LeCun

등, 2015). 그러나, 학습된 MLP는 은닉층이 4개로, 일반

적으로 매우 깊은 구조를 사용하는 다른 MLP보다 측정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추상화하는 능력이 약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MLP의 구조

상 분무 관수 데이터나 직접적으로 분무 관수와 관련된

데이터가 현재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으면 예측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본 실험에서는 숙지하고 기존 점적 관수

외에도 분무 관수 데이터를 추가했지만, 데이터 수집 기

간 중 매우 드물고 불규칙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학

습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이 더 큰 요인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추후 재배 시 관수 방식을 통일하거나 분무 관수

가 행해진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한다면 상대습도 예측

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온 및 상대습도에 대한 예측 시기가 멀어질수록 정

확도가 감소하는데,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분무 관

수 시기의 상대 습도를 보면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

(Fig. 2D). 기온 역시 분무 관수에 의해 3°C 가량 떨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상대습도와 유사하게 잘못된

예측 패턴을 보이지만 변화량이 적어서 정확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MLP 구조 상 입력과 출력 사이

기간의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간격에

서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과 제어에 대한 정보를 추정할

수 없다. 그래서 예측시기가 늦어질수록 급격한 변화에

대한 예측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분무 관수 이후 급

격한 상대습도 상승은 예측하지 못하지만 그 이후 높은

상대습도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으로 보아서 학습된

MLP가 그 전 시점 데이터 중 상대습도 데이터를 예측

에 많이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4. 한계 및 발전 방향

본 실험에서 사용한 통합 센서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개발되었지만 아직 산업화되지 않는 센서이다. 따라서

통신 오류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 있었다. 기계 학습이나

통계 모델에서는 사용하는 데이터가 명확하고 노이즈가

적을수록 더 견고한 모델을 얻을 수 있다(Tweedie,

1994). MLP를 이용하여 불완전한 데이터가 섞여 있는

데이터 셋으로도 충분히 높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었

으나, 이후 실험에서 더 완전한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이용한다면 더 높은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실험에서 학습된 모델은 보령에 위치한 온실

재배 조건 및 한 작물 작기 도중에 최적화가 되었다. 따

라서 다른 지역에서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새롭

게 짓는 온실에서 적용, 또는 다른 생장 단계의 작물을

온실 내에 기른다면 충분한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다

(Seginer, 1997). 추후 다양한 장소의 온실에서의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내부 재배 작물에 대한 정보를 함께

학습한다면 보편적인 온실 환경 예측 모델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MLP는 데이터의 시간적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

고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간의 관계만을 학습한다.

따라서 예측 시기가 입력데이터로부터 멀어질수록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간의 관련성이 떨어지고, 그 사이

에 관여하는 환경과 제어 요소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

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딥러닝 방법론 중 하나인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은 입력되는 값

들의 순서를 파악할 수 있어서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에

서 패턴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신경망 구조 중 하나이다

(Hochreiter와 Schmidhuber, 1997). 따라서 이후 실험에

서 순환신경망 등 시간에 따른 누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한다면 예측 시점에 무관하게 높은 정

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학습

된 MLP도 충분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

측에 기반하여 기온 및 상대습도를 제어하는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온실 내 결로 현상 등을 사전에 예측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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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

온도와 상대습도는 작물 재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써, 수량과 품질의 증대를 위해서는 적절히 제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한 환경 제어를 위해서는 환경이 어떻

게 변화할지 예측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시점의 환경 데이터를 이용한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s, MLP)을 기반으로 미래 시점의 기온 및 상

대습도를 예측하는 것이다. MLP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는 어윈 망고(Mangifera indica cv. Irwin)을 재배하는 8

연동 온실(1,032m2)에서 2016년 10월 1일부터 2018년 2

월 28일까지 10분 간격으로 수집되었다. MLP는 온실

내부 환경 데이터, 온실 외 기상 데이터, 온실 내 장치

의 설정 및 작동 값을 사용하여 10~120분 후 기온 및

상대습도를 예측하기 위한 학습을 진행하였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계절에 따른 예측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로 계절별로 3일간의 데이터를 사

용했다. MLP는 기온의 경우 은닉층이 4개, 노드 수가

128개일 때(R2 = 0.988), 상대습도는 은닉층 4개, 노드

수 64개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R2 = 0.990).

MLP 특성상 예측 시점이 멀어질수록 정확도는 감소하

였지만, 계절에 따른 환경 변화에 무관하게 기온과 상대

습도를 적절히 예측하였다. 그러나 온실 내 환경 제어 요

소 중 분무 관수처럼 특이적인 데이터의 경우, 학습 데이

터 수가 적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가 낮았다. 본 연구에서

는 MLP의 최적화를 통해서 기온 및 상대습도를 적절히

예측하였지만 실험에 사용된 온실에만 국한되었다. 따라

서 보다 일반화를 위해서 다양한 장소의 온실 데이터 이

용과 이에 따른 신경망 구조의 변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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