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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는 것은 유의미한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쌀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에 포함되는 여러 변수 가운데 상대적인 중요도가 낮은 변수를 제거하

고 유의미한 변수만을 남기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상, 수확량, 소비자물가의 10년 치 정보를 수집하고 정제

한 결과 총 2460일, 7개 지역에서 추출된 17,219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모델 평가 결과,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델의 RMSE는 166.0759, 단계적으로 계수가 작은 9개의 변수를 제거한 최종적인 모델의 RMSE

는 168.5576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남은 변수는 총 10개로 평균 기온, 평균 풍속, 

합계 일사, 평균 지면 온도, 0.5M 평균 습도, 4.0M 평균 습도, 10CM 일 토양 수분, 30CM 일 토양 수분, 

50CM 일 토양 수분, 전년도 생산량이 포함된다. 

키워드: 쌀 가격(Rice price), 유의미한 변수(Significant variables),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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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질병 및 전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

은 올해 2022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수치이다. 

특히 물가 상승률은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음식, 즉 농산물과 식품의 

가격에서 크게 체감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쌀의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을 다뤄볼 

것이다. 쌀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 가운데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이며, 해당 변수를 제거했을 때 결과에 큰 영향이 

없는지를 살펴본다. 최종적으로 모델에 유의미한 적은 수의 변수를 

남기고, 해당 변수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II. The Proposed Scheme

1. 데이터

1.1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본 논문에서는 농산물 유통 정보의 쌀 가격 데이터, 기상청의 

기상 데이터 및 수확량 데이터, Kosis의 월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때, 가격 데이터는 도매가격, 중품, 1kg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기상 데이터는 농업 기상 관측 데이터를 이용했

으며, 이에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종관 기상 관측 데이터를 

더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의 농업 기상 관측 데이터에는 6개의 도와 

7개의 지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종관 기상 관측 데이터는 해당 지역을 

기준으로 추출하여 통합하였다. 모든 데이터는 2012년부터 2021년까

지의 10년 치의 일별 데이터가 담겨있다. 다만, 수확량에 한해서는 

전년도의 자료가 필요하기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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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모든 데이터는 날짜를 기준으로 병합하였으며 가격 데이터와 

그 외에 데이터들을 모은 변수 데이터, 총 두 개의 데이터가 완성되었다. 

아래의 Table 1은 완성된 변수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변수명 설명

avg_temp 평균 기온

avg_wind_spped 평균 풍속

total_sunshine 합계 일조 시간 

total_solar_radiation 합계 일사

avg_ground_temp 평균 지면 온도

0.5M_avg_humidity 0.5M 평균 습도

1.5M_avg_humidity 1.5M 평균 습도

4.0M_avg_humidity 4.0M 평균 습도

10CM_daily_soil_moisture 10CM 일 토양 수분

20CM_daily_soil_moisture 20CM 일 토양 수분

30CM_daily_soil_moisture 30CM 일 토양 수분

50CM_daily_soil_moisture 50CM 일 토양 수분

day_rainfall 강수량

pm_total_index 총 물가 지수

pm_living_price_index 생활 물가 지수

pm_fresh_food_index 신선 식품 지수

pm_agriculture_Oil_exclu_index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pm_food_energy_exclu_index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yield 전년도 쌀 수확량

Table 1. 변수 설명

1.2 데이터 탐색

농업 기상 관측 데이터와 종관 기상 관측 데이터 사이의 결측 

일을 제거한 전체 날짜 수는 2460일이다. 두 개의 데이터는 공통적인 

날짜인 2019년 10월 9일, 2020년 3월 2일에 대해 결측 일이 존재했다. 

다만, 보성 지역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5일에 대해 추가적인 결측 

일이 존재한다. 따라서 2460일에 대해 각각 7개의 지역이 존재, 

보성 지역에 대한 하루의 결측 일을 뺀 17219일이 전체 데이터의 

행 수가 된다. 몇몇 특성에 대한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Fig. 1. 평균 기온 그래프

사계절을 가지는 한국의 계절적 특징에 맞게 10년치의 추세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Fig. 2. 평균 풍속 그래프

평균 풍속은 최소 0.1m/s에서 최대 12.6m/s의 값을 가지며 대부분

의 값은 1.0m/s에서 5.0m/s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Fig. 3. 합계 일사 그래프

일사는 태양의 복사에너지가 지표면에 닿은 세기를 담은 변수이다. 

시기별로 확인했을 때, 여름이 겨울보다 더 높은 일사량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1.5M 평균 습도 그래프

1.5M 평균 습도에 대해서도 겨울보다 여름에 더 높은 위치의 

값을 가짐을 볼 수 있다. 다만 Fig 3보다는 조금 덜 뚜렷한 형태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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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전년도 생산량 그래프

쌀에 대한 전년도 생산량 변수 그래프이다. 각각의 해에 대해 

같은 전년도 생산량을 가지므로,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1.3 데이터 처리

존재하는 변수들은 각기 다른 범위와 단위를 가진다. 따라서 이를 

정규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퍼센트 값을 가지는 물가 관련 변수들을 

제외한 총 14개의 변수에 대해 0에서 1의 값을 가지도록 정규화를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80%)와 시험 데이터(20%)로 분리하였으며, 그 결과 훈련 

데이터 13,775개와 시험 데이터 3,444개로 나누어졌다.

2. 모델 수립, 예측 및 평가

2.1 모델링 

종속 변수인 가격 데이터에 대해 변수 데이터들이 각각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알기 위해 모델의 계수를 관찰한다. 계수의 절댓값의 

크기가 클수록, 해당 변수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절댓값의 크기가 작은 순으로 변수를 제거해가며 전체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다. 전체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들은 제거하고, 소수의 유의미한 변수만을 남겨 최종 모델을 

완성한다.

2.2 모델 평가

학습 데이터를 통해 모델을 학습 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예측을 

수행하였다. 평가 지표는 RMSE(Root Mean Squared Error)를 사용

하였으며 이는 평균 제곱근 오차이다. RMSE가 낮을수록 예측력이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중요도가 낮은 변수들을 

제거하고 소수의 유의미한 변수만을 남기고자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

로 중요도가 낮은 변수를 제거했을 때 RMSE의 상승 폭을 관찰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해당 변수를 제거한다. 단계적으로 

변수를 제거했을 때의 RMSE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변수의 순서는 

Table1과 같다.

-모든 변수를 이용한 모델

-pm_fresh_food_index, pm_agriculture_Oil_exclu_index를

제거한 모델

-pm_total_index, 20CM_daily_soll_moisture 제거한 모델

-pm_living_price_index, 1.5M_avg_humidity, 

pm_food_energy_exclu_index를 제거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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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_sunshine, day_rainfall을 제거한 모델

처음 19개의 변수에서 시작하여 절댓값이 작은 변수들을 단계적으

로 2개씩 제거하였다. 다만, 세 번째 모델은 소수점을 제외한 계수의 

크기가 같은 변수가 존재하였기에 3개를 제거한 형태로 도출되었다. 

모든 변수를 사용한 모델의 RMSE와 총 9개의 변수를 제거하고 

10개의 변수만이 남은 모델의 RMSE는 약 2.5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모델의 예측 정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판단, 9개의 변수를 제거한 모델을 최종 모델로 채택한다.

III.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회귀 계수의 절댓값을 통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변수들을 제거하여 유의미한 변수들을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남은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avg_temp,avg_wind_speed, total_solar_radiation, avg_groun 

d_temp,0.5M_avg_humidity, 4.0M_avg_humidity,10CM_daily 

_soil_moisture, 30CM_daily_soil_moisture, 50CM_daily_soil_ 

moisture, yield]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추출된 변수들을 여러 

다른 기법에 적용해보며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모델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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