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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농식품 판매량 시계열의 특성을 반영한 판매량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1)변동성이 높은 농식품

판매량 데이터에 적합하며 2)다양한 주기의 동적으로 변하는 계절성을

포착 가능하고 3) 다수의 시계열의 관계를 고정된 수의 파라미터

만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농식품 시계열의 비선형 패턴을 잡아내기 위해서 셀프-어텐션

모델을 활용했다. 해당 모델은 장, 단기의 비선형 패턴을 잡아내기에

용이하며 시점에 대한 정보를 주는 방법을 조정하여 다양한 계절적

패턴을 포착할 수 있다. 또한 다수 판매 시계열 데이터를 고려하기 위해

대조학습을 활용해 상품 시계열 데이터의 결합 분포를 학습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습한 잠재변수를 판매량 예측에 전이하여 활용했다.

모델의 개발과 검증은 A 생활협동조합의 농식품 판매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이루어 졌다. A 생협의 농식품 판매 시계열 데이터는

변동성이 크고 다양한, 그리고 변하는 계절적 패턴을 보여 본 연구

모델의 검증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이학습 방법, 모델 구조의 예측 성능을 기존

연구에서 활용한 모델과 비교하였고 일, 주, 월 단위 판매량 예측에서

더 높은 R�, 더 낮은 평균 오차를 보였다.

본 연구는 상품 판매 시계열 데이터와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했으며

다수의 상품 판매 시계열 데이터의 정보를 하나의 모델로 학습했고 이를

판매량 예측에 전이하는 것을 시도했다. 또한 딥러닝 기반 시계열 모델

중 가장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인 셀프-어텐션 기반 모델을 농식품

판매량 시계열 데이터에 적용하였고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개량

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주요어 : 농식품, 상품 판매량 예측, 전이학습, 대조학습, 셀프-어텐션

모델

학   번 : 2019-2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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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상품의 장, 단기 판매량 예측은 효율적 공급사슬 관리에 필수적이다. 

기업은 정확한 예측을 기반한 물류계획으로 유통 및 재고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재고부족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Mentzer 

and Bienstock. 1998, Thall. 1992). 또한 정확한 예측을 기반으로한

효율적인 조달 및 생산계획 수립을 통해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농식품의 경우 재고비용이 높고 시간에 따른

상품가치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통한 비용절감 및

상품가치 보존의 효과가 더 크다. 또한 농식품은 상품의 선도만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 정확한 예측을 통해 신선한

농식품을 유통하는 것은 상품의 경쟁력 제고에도 중요하다(Doganis et. 

al. 2006, Tsoumakas. 2019).

하지만 농식품 판매량은 데이터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 의해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농식품 판매량이 가지는 특성으로는 첫째, 

농식품의 공급과 수요는 불확실성이 높은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농식품 생산량은 연중 기상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그리고 다수의

농식품이 연중 한정된 기간에만 생산되어 단기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다른 상품군들에 비해 공급량과 가격의 변동이

심하며, 이는 더 큰 수요의 변동으로 이어진다(van der Schouten et. Al. 

1994, van der Vorst et. Al. 1998). 수요 또한 가격변동, 날씨 등

제어하기 힘든 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Vorst el. Al., 1998).

이러한 이유로 인해 판매량 시계열은 무작위성이 강하고 변동성이

크다(Taylor. 2007, Žliobaitė et. al. 2012).

둘째, 특정 상품의 판매량은 대체 및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가격과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 상품의 판매량 예측

시 다른 상품의 공급 및 가격의 변화를 고려해야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의 모델들은 다수의 상품간의 관계를 모형화 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Tiao & Box, 1981). 또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상품 중 어떤 상품을 관계식에 넣어야 할지를

선택해야하는 문제가 남는다 (Tsoumakas, 2019).

셋째, 농식품 상품 판매량 시계열에는 숨겨진, 동적으로 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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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패턴이 존재한다(Canova and Ghysels, 1994). 시계열 모델을

구축할 시 추세와 주기성을 찾아내고 이를 모델에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이 숨겨져 있거나 동적으로 변할 경우

이를 파악하는 것이 연구자의 역량만으로 이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Ramos et. al., 2015).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 중 일부를 반영할 수 있는 통계

모델(Meade and Smith 1985, Chu et. al. 2003, Bakker and 

Pechenizkiy 2009, Žliobaitė et. al. 2012, Vavliakis et. al. 2021),

인공신경망 모델(Chu et. al, 2003. Aburto and Weber, 2007,

Lakshmanan et. al., 2020)을 이용해 판매량 예측을 시도했다. 통계

모델은 변동성이 작고 정상성을 보이는 데이터에서는 준수한 예측

성능을 보였지만 변동성이 높은 품목의 예측에서는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이지 못했다(Alon et. al., 2001). 이는 통계 모델의 파라미터에 대한

선형제약과 시계열 데이터 분포에 대한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인한다(Tsoumakas, 2019). 인공신경망 모델은 어떠한 제약 없이도

시계열에서 비선형 패턴을 잡아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Chybenko, 1989) 기존 인공신경망 모델들은 장기적 계절성을

포착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Hochreiter,1998). 농식품은 연중

생산기간이 한정 되어있기 때문에 특정 시기의 판매량을 예측하기 위해

전 생산시기 1년 전 동일 기간 등 장기적 계절성을 고려해야한다. 

하지만 위 모델들의 구조로는 이러한 계절성을 포착하기 어렵다.

또한 두 접근법 모두 다수의 판매 시계열을 동시에 고려한 모델링이

불가능에 가깝다. 통계 모델은 시계열 수에 따라 파라미터가 지수적으로

증가하여 동시에 고려 가능한 시계열의 수가 한정되어있다(Tiao & Box, 

1981). 인공신경망 기반 시계열 모델은 다양한 상품을 고려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모델에 반영할 상품과 시점을 선택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상품 선택 시 상품 수에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조합을

고려해야 하며 이렇게 개발된 모델은 각 상품 별로 별개의 예측 모델을

필요로 한다. 이는 다수의 상품을 관리하는 소매점의 실제 판매량

예측에서 활용되는 것이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두 모델들이 농식품 데이터에 드러난 다양한,

동적으로 변하는, 비선형 계절성을 모델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앞선 연구들에서 사용한 모델은 연구자가 기존에 설정한 계절성

혹은 단기적인 계절성 만을 고려했다. 통계 모델은 사전지식만을

기반으로 모델에 반영할 계절적 패턴을 선택하는데, 이 경우 계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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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의 변화와 분포의 변화에 취약한 모델을 개발할 위험이 있다. 

인공신경망 기반 시계열 모델은 비선형 패턴을 잡아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장기적 계절성을 포착하기 어려워 농식품 판매량 예측에

적합하지 않다.

즉, 기존 접근법들은 높은 변동성, 다수 상품들의 관계, 다양한

계절성을 보이는 농식품 판매 시계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는 농식품 판매량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의 적용이 필요하다.

최근 딥러닝을 활용한 시계열 예측 연구들에서 앞서 설명한

농식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모델 구조와 학습

방법이 개발되었다. 셀프-어텐션 기반 모델은 장기적 시계열 패턴을

포착하기 어려웠던 기존 모델과 다르게 시점 차이에 제약 없이 비선형

패턴을 포착 가능하다(Vaswani et. al., 2017, Devlin et. al., 2018). 이는

다양한 계절적 패턴을 보이는 농식품 판매 시계열 데이터의 모델링에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대조학습(Contrastive learning)은 데이터의

분포의 잠재변수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이 과정에서 학습한 잠재변수를

예측에 전이하여 사용할 수 있다(Oord et. al., 2018, Khosla et. al.,

2020, Eldele, et. al., 2021). 다양한 상품들의 가격과 판매 시계열이

내에 존재하는 관계를 대조학습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면 이를 판매량

예측 문제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 내용

본 연구는 1)변동성이 높은 농식품 판매량 데이터에 적합하며

2)다양한 주기의 동적으로 변하는 계절성을 포착 가능하고 3) 다수의

시계열의 관계를 고정된 수의 파라미터 만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동적으로 변하는 비선형 시계열

패턴을 포착할 수 있는 셀프-어텐션 모델을 활용하고 둘째, 대조학습을

통해 다수의 상품 판매 시계열의 결합분포를 고정된 수의

파라미터만으로 학습한 후 이 파라미터를 판매량 예측에서 활용하려고

한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A 생협의 판매 시계열 데이터에서 농식품

판매시계열의 특성인 높은 변동성과 장 단기의 동적으로 변하는

계절성이 보여진다.

셀프-어텐션 모델은 시계열 데이터 모델링에 활용되는 딥러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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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이다. 이 모델은 투입 변수의 시계열 중 어떤 부분에 중요한 정보가

있는지를 학습하여 예측에 활용한다(Vaswani et. al. 2017). 시계열

데이터는 데이터의 차원에 시간 축이 곱해진 차원의 수를 가지고 있어

다른 형태의 데이터보다 더 높은 차원을 가진다. 데이터가 고차원일

경우 유효한 정보를 선별하여 예측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셀프-

어텐션 기반 모델은 이러한 과정을 모델이 직접 학습함으로써 고차원

데이터 내에서의 패턴을 효율적으로 학습한다. 이 구조는 자연어 처리와

음성 등 분포가 복잡한 시계열 데이터 모델링에서 활용되며 가장 높은

예측 성능을 보였다(Baevski et. al. 2019, Du et. al. 2022).

셀프-어텐션 모델은 시간 차이에 대한 정보를 모델에 반영하기

위해 PE(Positional Encoding)이라는 기법을 활용하는데, 본 연구는

농식품 판매 시계열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PE 방법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셀프-어텐션 모델의 적용을 탐구하였다.

대조학습은 데이터의 분포를 추정하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실제 표본과 노이즈(Noise) 분포로부터 추출한 표본을

구분함으로써 분포를 학습한다(Gutmann et. al., 2010). 농식품 판매량

시계열 데이터는 높은 변동성과 추세, 계절성의 변화로 인해 특정

분포에 가해지는 가정이 틀릴 수 있으며 분포를 추정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대조학습을 적용하여 분포를 직접 추정하지 않고 분포를

학습하였고 학습한 분포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판매량 예측 모델에

전이하여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다수의 농식품 판매 시계열의

결합 분포를 판매량 예측에서 활용하였고 그 효과에 대해 검증했다.

본 연구는 변동성이 높은 소매점 단위의 농식품 판매 시계열

데이터에서 대조학습 방법, 셀프-어텐션 모델을 사용하여 판매량

예측을 했고 이를 통해 모델의 성능을 검증했다.



5

제 2 장 문 헌 연 구

제 1 절 상품 판매량 예측 연구와 모델

초기 상품 판매량 예측 연구들은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포착할 수

있는 통계기반 시계열 모형을 이용해 미래의 판매량을

예측하였다(Meade & Smith 1985, Chu et. al. 2003, Bakker and 

Pechenizkiy 2009, Žliobaitė et. al. 2012, Shukla et. al. 2013, Ramos 

et. al. 2015, Vavliakis et. al. 2021). 통계 기반 모델은 정상성을 보이는

시계열의 과거 관측 값 또는 과거 오차들의 선형결합으로 그 분포를

나타낼 수 있다(Meade & Smith, 1985). 그렇기 때문에 판매 시계열이

정상성을 보이거나 고정된 주기의 계절성을 보일 경우 이를 활용한

예측모델 수립이 가능하다. 일부 정상성을 보이지 않는 시계열에

대해서도 차분을 통해 시계열의 정상화가 가능할 경우 통계 모형을

활용한 모델링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통계 기반 모델은 판매 시계열이 정상성을 보이거나 쉽게

정상화가 가능한 품목의 판매량이나 총 판매량(Aggregated 

sales)예측에서 활용되었다. 해당 연구들은 원본 시계열 혹은 1차 차분,

계절적 차분이 된 데이터에 대해 자기회귀와 이동평균을 활용한

모델링이 가능한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ARIMA), Seasonal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SARIMA)와 같은 모델을 활용했다.

초기 연구에서 Meade & Smith은 (1985)는 SARIMA 모델을

이용해 유통기업의 월 단위 총 판매량을 예측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연 단위 계절적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년 동월과의 계절적

차분, 이동평균의 계절적 차분을 활용했다. 월 단위 총 판매량 시계열은

고정된 계절적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통계기반 시계열 모델만으로도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모델링이 가능했다.

Alon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ARIMA 모델이 어떠한

데이터에서 더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이는지를 파악했다. 이들은

ARIMA를 이용해 변동성이 높은 품목, 낮은 품목의 매장 별 총

판매량을 예측했고 모델의 예측성능을 여타 통계기반 방법들 그리고

인공신경망 모델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시계열의 변동성이 작고 계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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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두드러지지 않을 경우 ARIMA 모델은 인공신경망 모델에

준하는 예측성능을 내는 것을 보였다. 이 연구 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판매 시계열의 변동성이 크지 않고 계절적 패턴이 고정되었으며 확실히

드러날 경우 ARIMA 만으로 충분한 예측 성능을 내는 판매량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판매 시계열은 이러한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통계 기반 모델들은 변하는 계절적 패턴, 변동에 대한 정보를

외생변수를 통해 모델에 반영하고자 했다. Bratina and 

Faganel(2008)은 맥주 브랜드별 일 단위 판매량 예측에서 Auto-

Regressive Moving Average(ARMA) 모델에 외생변수를 더한 Auto-

Regressive Moving Average with Exogenous variable(ARMAX) 

모델을 사용하였다. 시계열에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로 기온, 상품 할인

여부, 공휴일 또는 휴일까지 남은 일 수를 활용했고 외생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공휴일, 기온, 상품 할인 여부등의

외생변수가 일 단위 맥주 판매량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모델에 반영된 공휴일, 휴일까지 남은 일 수는 발생의

주기가 연도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계절적 패턴이 변함을

의미하는데 이 모델은 이러한 계절적 패턴의 변화를 외생변수를 통해

모델에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날씨, 상품 할인 등 상품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성이 높은 변수에 대해서도 외생변수화 하여 판매

시계열의 변동성 중 일부를 설명하고자 했다.

Arunraj(2016)의 연구 에서는 SARIMA with exogenous 

variable(SARIMAX)모델을 이용하여 일 단위 바나나 판매량을

예측했다. 이 연구에서는 요일에 따른 주기성을 계절성 ARIMA를

통해서 포착했으며 더 장기적인 월, 연 단위의 주기성과 공휴일, 할인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의 정보는 외생변수화하여 모델에

반영했다. 또한 Arunraj는 이 연구에서 SARIMA와 같은 통계 기반

모델은 주기가 완벽하게 고정된 주기성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지만

주기가 완벽하지 않은 음력 기준 공휴일과 비정기적 휴일의 영향은

고려할 수 없어 외생변수화 하여 모델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위 연구들에서는 외생 변수를 활용해 비정기적 계절적 패턴을

모델에 반영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방법은 연구자의 역량에만 의존해

계절의 변동성을 반영한다. 농식품 판매 시계열은 전문가들 조차

포착하기 어려운 비선형 계절적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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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기 때문에(Alon et.al. 2001, Zliobaite et. al., 2012, Ramos et. al., 

2015) 외생변수만을 활용해 동적 계절성을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더해 통계 기반 모델은 그 구조에서 농식품 판매 시계열

모델링에 활용되기에 한계가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모델이

파라미터에 대해 선형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약은 변수 간에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포착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전부

오차로 취급하게 된다. 또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시 그 영향이

선형보다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선형 모델들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서도 큰 변동이 없는 예측값을 내 예측치의 오차가 크다. 이러한

문제는 시계열의 주기성과 추세가 변하고 변동성이 클 때

두드러진다(Kang et. al.1991, Alon et.al. 2001).

다른 문제는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날씨, 다른 상품들의 매출,

판매량 등 다른 시계열과의 관계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Vector 

ARIMA(Quenouille, 1957)와 같은 방법을 통해 다중 시계열을

모형화할 수 있지만 이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Vector ARIMA는

고려하는 시계열의 수에 따라 파라미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로 인해 다수의 판매시계열을 동시에 고려할 시 파라미터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다(Tiao & Box, 1981). 둘째, 어떤 시계열들을

동시에 고려할지를 선택하는 과정이 완벽하지 않다. 모델의 독립변수

선택이 연구자의 사전지식에 크게 의존하며 최적의 성능을 내는 상품

조합을 찾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Gabel et. al., 2019).

이에 대안으로 농식품 판매시계열의 비선형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등의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Decision Tree(Cheriyan et. al., 2018), Random Forest(Harshini et. 

al., 2021), Gradient Boosted Tree(Jin et. al., 2021), Soft Vector 

Regression(Harshini et. al., 2021), 인공신경망(Alon et. al., 2001, 

Doganis et. al., 2006, Aburto et. al., 2007). 이 중 모델의 구조와

투입변수의 변환 과정을 근거로 인공신경망 모델이 판매량 예측에

주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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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층신경망 기반 농식품 판매량 예측

인공신경망 모델은 여타 통계 기반 모델이나 머신러닝 모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두가지 특성으로 있어 복잡한 예측 문제에서 많이

활용되었다. 첫째, 인공 신경망 모델은 어떠한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도

임의의 작은 오차를 가지는 근사가 가능하다(Chybenco, 1989). 이는

데이터에 대해 어떠한 제약 혹은 가정 없이도 높은 예측 성능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인공신경망 모델은 그 학습

과정에서 투입변수와 결과변수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측문제에 중요한

잠재변수를 학습한다(Rumelhart et. al., 1986). 이는 투입 변수의

선택과 가공 없이도 모델이 데이터의 비선형 패턴을 학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분포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분포가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데이터에서 인공신경망 모델이 적용되었고 농식품 판매 시계열 데이터의

예측에도 활용되었다. Francses and Draisma(1997)은 계절적 패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시계열에서 인공신경망을 통해 계절적

패턴을 포착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Zliobaite(et. al. 2012)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숨겨진 변수간 패턴과 계절적 패턴을 포착

가능함을 보였다. 이에 변동성이 크고 추세와 계절성이 변하는 복잡한

분포의 판매 시계열 예측에서는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예측 연구가

진행되었다.

Alon et. al. (2001)은 월 단위 총 매출 예측 연구에서 추세와

계절적 패턴이 변하는 경우 다층신경망을 이용한 예측 모델이 다른

통계모델보다 더 나은 예측 성능을 보임을 확인했다. 또한 이는

인공신경망이 데이터 분포에 대한 가정 없이 복잡한 비선형관계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Chu et. al. (2003)도 월 단위 총

매출 예측에서 인공신경망이 학습에 활용되지 않은 데이터에서 통계

기반 시계열 모델보다 더 나은 예측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했다. 이는

판매량 예측 연구에서 인공신경망 모델의 일반화 성능이 다른

시계열모델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다층신경망은 자기상관의 패턴을 포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다층 신경망 구조에 시계열 데이터가 투입변수로 주어졌을

경우 시점이 다른 데이터들 간의 영향을 계산하는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이다. Aburto and Weber (2007)은 인공신경망과 ARIMA를

가중평균한 모델을 이용해 일별 판매량 예측 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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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MA를 이용해 선형 시계열 패턴을,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변수들

간의 비선형 패턴을 포착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 또한 시계열 패턴

내에 존재하는 비선형 패턴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시계열의 비선형 패턴을 포착할 수 있는 순환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 모델과 Long Short Term 

Memory(LSTM)모델이 적용되었다.

제 3 절 인공신경망 기반 농식품 판매량 시계열 예측

순환신경망과 LSTM은 시계열 데이터 모델링에 적합한 인공신경망

모델 구조로 과거 시점을 참조한 반복된 연산을 수행하여 과거 시점의

정보를 활용한다. Lakshmanan et. al. (2020)은 채소, 공산품, 의류의

분기별 판매량 예측에 단일 시계열 LSTM모델을 활용하였다. 이들은

변동성이 높은 품목에 더해 변동성이 낮은 분기별 판매량에서도 LSTM

모델이 다층신경망 혹은 통계기반 모델보다 더 높은 예측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변동성이 낮고 정상성을 보이는 시계열

데이터에서도 비선형 패턴이 존재하며 순환신경망 혹은 LSTM을

이용해 이를 포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Vavliakis et. al.(2021)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판매

시계열 데이터의 ARIMA 모델에 대한 잔차를 LSTM 모델을 이용해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LSTM을 활용할 시 약 5%의

잔차를 추가적으로 설명 가능함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성능 향상은

판매량의 변동이 큰 상품과 계절적 패턴을 보이는 상품에서 두드러졌다.

즉, 인공신경망 기반 모델들은 변동성이 크고 계절적 패턴이 변하는

복잡한 판매 시계열 데이터 뿐만 아니라 정상성을 보이는 판매 시계열

데이터 에서도 더 높은 예측성능을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LSTM은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판매량 예측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Liu 와 Ichise(2017)는 판매량 시계열과 날씨시계열을

이용해 일 단위 식품 판매의 증가량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해당

연구는 판매량 이외의 시계열을 고려한 최초의 연구로 가격, 수량의

판매 시계열 데이터와 일사량, 강수량, 습도, 기온 등의 날씨 시계열

데이터을 동시에 활용되었다. 모델은 실제 판매량에 대한 예측이 아닌

판매량 증가율을 5개의 구간으로 나눈 후 이에 대한 예측을 하였고

ARIMA와 인공신경망 등의 모델들에 비해 19.3%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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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accuracy)를 보였다.

위 연구들을 통해 인공신경망 기반 시계열 모델이 단순한 시계열,

복잡한 시계열 데이터에서 더 높은 예측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에서 선형 및 비선형패턴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연구들도 다수의 상품 시계열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한 예측모델 개발은 시도되지 않았다. 모델 구조가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를 반영하는 것에 용이함에도 어떤 상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지를 선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LSTM은 장기적인 시점 간 관계를 포착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 판매량 시계열의 패턴을 학습하는

대에 한계를 보인다(Hochreiter, 1998). 농식품 판매 시계열의 경우

상품의 생산기간이 연중 한정되어 있고 수요패턴 파악을 위해 1년

이상의 과거 시점을 참조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짧은 시점 간의

패턴만 포착 가능한 순환신경망 및 LSTM 모델들은 이러한 패턴을

포착함에 있어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다수의 상품 판매 시계열을 고정된 파라미터만으로

모델에 반영하기 위한 학습방법과 장, 단기의 동적으로 변하는 비선형

계절성을 포착할 수 있는 모델 구조를 이용해 농식품 판매시계열 예측에

적용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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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데이터와 연구 방법

제 1 절 활용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 판매량 시계열 예측을 위해 A 

생활협동조합의 판매량 시계열 데이터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종관기상관측 데이터를 활용했다. A 생협은 1986년 설립되었으며

2021년 기준 전국 239개 유통 소매점과 79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국내 대형 생협이다. 이들은 엄선된 생산자들에게서만 농식품을

공급받아 유통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통과정에 의해 A 

생협에서 유통되는 농식품에서는 단기적 공급조절이 어렵고 생산기간이

연중 한정되어 있는 특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A 

생협의 농식품 판매 시계열이 불확실성이 높고 변동이 큰 농식품 판매

시계열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에 활용했다.

이 중 2011년 5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1일 까지의 수도권

18개 매장의 판매시계열을 활용했다. 데이터는 구매 기록 단위로 기록

되었으며 모든 구매 기록에 대해 상품과 상품 카테고리, 매장, 가격,

수량이 기록되었다. 본 연구는 이중 판매량 시계열에 영향을 주는

가격과 수량을 시계열 변수로 활용하며 매장과 상품 번호를 정적 변수로

활용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채소,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과실, 곡류 등 총

12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된 상품의 정보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공급과 제약이 강한 채소류 농식품을 활용해 모델을 검증했다.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에서도 채소류의 가격과 판매량이 모든 카테고리

중 가장 높은 분산을 보였으며 연중 팔리지 않은 날의 비중도 가장

높았다.

A 생협의 판매 시계열 데이터는 총 198개의 채소류 상품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중 5년동안 2000개 이상 팔린 상품만을 선별해

총 76개의 상품들을 예측모델 개발 및 검증에 활용했다. 활용된

품목들의 일별 판매량의 평균, 분산, 변동 계수는 (Appendix A)에

명시하였다.

각 품목들은 서로 다른 평균과 분산, 판매 패턴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판매량이 충분한 데이터 중 변동 계수를 기준으로 변동성이 높은

품목과 평균인 품목을 각각 하나씩 선택하여 분포와 시계열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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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해당 품목 판매 시계열 데이터의 정상성, 시계열 패턴,

계절적 패턴 등의 시계열 특성은 4장 1절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추가적으로 분석했다.

변동성이 높은 제품으로는 월동무를 선택했고 월동무의 1년, 전체

기간 판매량은 <그림1, 2>와 같이 나타났다. 월동무의 매장별, 일별

판매량 평균은 65.2개로 드러났으며 표준편차는 약 89.2개로

확인되었다. 월동무는 11월 중순부터 재배되는 품목으로 12월 경부터

5월에만 판매가 발생하며 일별 변동성이 큰 특징을 보이고있다. 이 중

극심한 일별 변동성은 연구에 활용된 대부분의 품목에서 확인되었다.

(그림 1) 2011년 5월 1일 - 2012년 4월 30일의 매장별 평균 월동무 판매량

(그림 2) 2011년 5월 1일 - 2016년 10월 20일의 매장별 평균 월동무 판매량

변동성이 평균인 제품으로는 감자를 선택했고 이의 판매량은 <그림

3, 4>와 같이 나타났다. 감자는 한 매장에서 매일 평균 13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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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되었고 판매량의 표준편차는 120.3개로 확인되었다. 감자는 비교적

재배기간이 길어 연중 판매되었지만 연도에 따라 판매 기간이 약간씩

달랐다<그림 4>.

(그림 3) 2011년 5월 1일 - 2012년 4월 30일의 매장별 평균 감자 판매량

(그림 4) 2011년 5월 1일 - 2016년 10월 20일의 매장별 평균 감자 판매량

종관기상데이터에서는 일단위 강수량, 기온, 습도를 시계열 변수로

활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동일기간 서울 및 수도권 등지의 8개

관측소에서 관측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매장별 가장 가까운 관측소를

기준으로 날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들을 모두 결합하여 본 연구는 18개 매장 76개의 채소류

농식품에 대해 일별 가격, 판매량, 강수량, 기온, 습도로 이루어진 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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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변수와 상품 id, 매장으로 이루어진 두개의 정적 변수를 모델의

투입변수로 활용한다. 시계열의 길이는 장기적 계절성을 포착할 수

있도록 512일 씩 나누어 활용했다.

제 2 절 인공신경망 모델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모델의 원형인 인공신경망 모델을

다루었다. 인공신경망 모델은 뉴런들 간의 연결관계를 모사하여 고안된

모델로 투입변수의 비선형 변환을 수행하는 층을 여러 개 쌓은 다층

구조를 가지고있다. 하나의 층은 투입 값을 선형변환 혹은 Affine 

변환한 후 그 합을 기준으로 다음 층에 넘겨줄 값을 결정한다. 여기서

선형변환에 대응되는 행렬을 가중치 행렬(Weight matrix)라고 칭하고

다음 층에 넘겨줄 값을 결정하는 함수를 활성함수(Activation 

function)라 한다. 구체적인 모델 구조와 학습 방법은 (수식 1) – (수식

6)을 따르고 이는 Rumelhart et. al.,1986, Nair and Hinton 2010을

참조하였다.

모델의 투입 값을 ��차원의 벡터라고 하고 가중합 값 y, 편향 값 b, 

출렵값 z가 �� 차원의 벡터라고 할 시(수식 1) 해당 층의 결과 값은

(수식 2)와 같이 계산된다.

(수식 1) Fully connected layer의 투입변수와 파라미터

(수식 2) Fully connected layer의 연산

활성함수로는 미분 가능하며 원본값에 비선형 변환을 하는 sigmoid, 

tanh, Relu 등이 활용된다(수식 3)(Goodfellow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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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3) 인공신경망의 활성함수

각 층은 투입변수를 투입값으로 받는 입력 층(input layer), 직전

층의 결과값을 투입값으로 받는 은닉 층(hidden layer), 마지막

은닉층의 결과 값을 투입값으로 받는 결과 층(output layer)로 이루어져

있다. 즉, 인공신경망은 투입변수로부터 입력층, n개의 은닉층, 출력층에

거친 비선형 변환을 통해 결과값을 근사한다(수식 4). 수식에서 함수의

윗첨자는 층의 순서를 나타내며 총 층이 N개인 인공신경망의 경우 n= 

1 일 경우 입력층, n =2, … , N-1 일 경우 은닉층, n= N일 경우

출력층을 나타낸다. 이후 수식에서 임의의 층에 대한 연산을 나타낼 시

층을 나타내는 윗첨자 n을 생략하고 표시하겠다.

(수식 4) 인공신경망의 구조

(수식 1)- (수식 3)으로 나타내지는 층을 ���(�) 순방향

층(Feedforward layer)이라 하며 이는 인공신경망에서 활용하는

기본적인 층 구조이다. 또한 모든 층이 FC layer로 이루어진 인공신경망

모델을 다층신경망(Multilayer Perceptron)이라 한다.

특정 예측 문제에 최적인 인공신경망 모델은 해당 문제의

목적함수의 일종인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인공신경망으로 정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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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수식 5). 하지만 인공신경망 모델을 포함한 손실함수는 투입변수에

대해 비볼록(non-convex)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함수 값과

파라미터들의 전역최적해(global optimum)를 수리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Rumelhart et. al.(1986)은 각 파라미터를 손실함수에

대해 편미분한 값을 이용해① 조금씩 최적점으로 접근하는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Backpropagation algorithm)을 제안했다. 여기서

파라미터들은 직전 파라미터의 값을 기준으로 손실함수를 가장 크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해간다. 매 학습 반복마다 파라미터는

θ���에서 θ���로 (수식 6)과 같이 학습된다.

(수식 5) 인공신경망의 파라미터

(수식 6) 인공신경망의 학습법 : 오류역전파

모든 인공신경망 모델은 오류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학습된 모델은 두가지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첫째, 인공

신경망 모델은 변수들의 분포에 대한 어떠한 가정 없이도 투입변수와

결과변수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예측문제에 필요한 내재된

변수를 학습할 수 있다(Rumelhart et. al., 1986). 여기서 인공신경망이

학습한 숨겨진 변수들을 투입변수에 대한 표현(representation)이라고

하며 인공신경망이  숨겨진 잠재 변수를 학습하는 것을 표현학습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한다. 이는 투입 변수의 형식에

강하게 의존하는 다른 통계 및 머신러닝 방법과 인공신경망 모델을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인공신경망 모델은 내재적으로 표현을

학습하기 때문에 잠재변수의 모형화, 투입변수의 발굴 및 선별이

필요없기 때문이다(Hill et. al., 1996).

둘째, 인공신경망 모델은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임의의

낮은 오차로 예측이 가능하다. Universal approximation 

                                           
①(수식 1,2,3,4,6) 에 명시된 인공신경망의 선형변환, 편향값, 활성함수, 손실함

수 모두 미분가능하기 때문에 손실함수는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 미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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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m(Chybenko, 1989)은 2개의 순향향 층으로 이루어진

인공신경망 모델만으로도 어떠한 형태의 연속변수에 대해서 임의의

오차를 가지는 근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이는 결과변수의 분포가

단순하게 정의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용해 임의의 작은 오차를 가지는 예측 모델을 학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두가지 특성에 의해 인공신경망 모델은 계절적 패턴이 변하고

변동성이 큰 농식품 판매 시계열 예측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계절적

패턴이 변할 시 연구자가 사전에 설정한 계절적 패턴만으로는 시계열의

모든 특성을 모델에 반영할 수 없다. 하지만 인공 신경망은 투입변수에

드러나지 않은 잠재변수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Hornik et al., 1989, 1990; 

White, 1990). 또한 어떠한 연속형 함수에 대해서도 낮은 예측 성능을

보이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은 농식품 판매

시계열에서도 높은 예측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Hill et al., 1996).

제 3 절 순환신경망 모델

순환신경망은 투입변수와 결과변수가 시계열의 형태일 때 활용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의 각 층은 다층신경망과 다르게 시간에 따라 다른

입력값과 출력값을 가진다. 이 중 은닉 층인 순환신경층은 직전 시점

자신의 값을 재귀적으로 참조하는 연산을 수행하고 해당 연산으로

시점이 다른 데이터들 간의 패턴을 포착한다(그림 5). 

(그림 5) 순환신경층의 연산 과정

은닉층의 연산 과정은(수식 7,8)을 따른다. 투입변수와 결과변수

모두 T개의 시점을 가지는 시계열이라 가정하고 t는 시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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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로 T를 최댓값으로 가진다.  순환신경층은 투입변수로부터의

선형변환 �� 와 직전시점 은닉층으로부터의 선형변환 �� , 결과 값을

내기 위한 선형변환 �� , 은닉층에 해당하는 편향값 �� , 결과값에

해당하는 편향값 ��를 파라미터로 가진다. (수식 7).

순환신경망은 과거 시점 데이터의 표현은 은닉 상태(hidden state) 

h에 저장된다. 은닉 상태의 연산과정에는 직전 시점 은닉 상태와 현재

시점 입력값의 가중합이 활용되는데 모델은 이 과정을 통해 과거시점

데이터를 참조한다(수식 8).

(수식 7) 순환신경층의 입력,출력과 파라미터

(수식 8) 순환신경층의 연산

해당 연산 또한 여러 번에 걸친 비선형변환을 거치기 때문에

입력값의 서로 다른 시점 간의 비선형 패턴을 포착할 수 있다. 은닉

상태는 다음 층에 넘겨줄 결과값을 계산할 시에도 참조된다. 이러한

이유로 은닉상태에는 결과 예측에 중요하면서도 과거시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표현이 학습된다.

순환신경망이 매 시점 동일한 가중치 행렬을 재활용하는 것은

다변량 시계열을 모델링 할 시에도 큰 이점을 준다. 입력값의 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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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늘리는 것 만으로 한 개의 시계열을 추가적으로 모델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환신경망은 시점 간 차이가 큰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

(Long term dependency)를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Hochreiter, 1998). 순환신경망은 과거 시점의 정보를

은닉상태에만 저장한다 있다. 이 경우 과거 시점의 정보는 현재시점의

결과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얼마나 유지될 지가 결정된다. 즉

장기적으로 중요한 정보일지라도 단기적으로 결과값에 주는 영향이

적다면 해당 정보는 은닉상태에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순환신경망의 구조는 한시점 전의 정보를 참조하기 위해 과거 정보들을

l2 norm이 1보다 작은 가중치 행렬를 이용해 선형변환 한 후

쌍곡탄젠트 함수를 이용해 (-1,1)의 구간으로 사상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정보는 매 연산마다 조금씩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해당 연산은

매 시점마다 반복되고 이로 인해 과거의 정보는 현재와의 시간차이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이는 학습 알고리즘인 오류역전파의 계산

시에도 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오류신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함을 의미한다.

후속연구에서는 과거 시점의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을 바꾸어

순환신경망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Long-

Short-Term-Memory Network(LSTM)가 있다(그림 6).

(그림 6) LSTM 네트워크 구조

LSTM모델은 순환신경망에서 활용된 은닉상태 이외에 셀

상태(cell-state)에 과거의 정보를 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셀 상태는

결과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은닉상태와 다르게 그 상태를 그대로

다음 시점에 전달한다. 이러한 구조는 과거시점의 정보가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셀 상태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한다. 은닉상태에는



20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거정보가, 셀 상태에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 것이다(Hochreiter and Schmidhuber., 1997).

LSTM 모델의 구조는 (수식 9)를 따른다. ��는 t시점의 셀 상태를,

ℎ�는 t 시점의 은닉상태를 나타낸다. ��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 과거 셀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 현재 시점의 입력값을

얼마나 ��에 넣을지를 결정하는 ������,�가 활용된다. ��는 현재시점 c에

전달할 정보를 포착하며 �������,� 은 현재 �� 의 정보를 얼마나 ℎ� 에

전달할지를 정한다. °은 원소단위 곱(elementwise product)를 의미한다.

(수식 9) LSTM의 구조와 연산과정

순환신경망과 LSTM 모델은 인공신경망의 특성 외에도 시계열

데이터 내 비선형 패턴을 잡아낼 것으로 기대되어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제 4 절 셀프-어텐션 기반 모델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로부터 장, 단기의 패턴을 모두 포착할 수

있는 셀프-어텐션 모델을 예측에서 활용했다. 셀프-어텐션 모델은

투입데이터 시퀀스 중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학습하여 가중

표현(Weighted Representation)을 구하는 어텐션 메커니즘(Attention

mechanism)을 기반으로 한다. 어텐션 메커니즘에는 세가지 투입변수

쿼리(query), 키(key), 벨류(value)가 필요한데 쿼리와 키 간의 일치성

함수(Compatibility function) 혹은 거리함수(Distance function)로

어텐션 값이 정해지고 어텐션 값과 value의 선형결합으로 최종 가중

표현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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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투입변수들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자면, 벨류는 모델의  

투입변수이고 벨류는 어텐션 연산에 활용될 투입변수 중 벨류를

대표하는 투입변수이며 쿼리는 벨류의 어텐션이 정해지는 기준이 되는

투입변수이다. 여기서 쿼리와 키, 벨류가 모두 같을 시 이를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한다. 이 셀프-어텐션은 자연어처리와 음성인식

분야에서 현재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들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대에 특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Vaswani et. al.(2017)는 셀프-어텐션 메커니즘의 개념을 처음

소개하였고 Multihead scaled dot-product 셀프-어텐션(MSA)의

형태로 연구에 적용하였다. 해당 연산과 관련된 수식은 (수식 10)-

(수식 13)에 명시하였고 모두 Vaswani가 제시한 모델의 연산 과정을

따른다. scaled dot-product 셀프-어텐션 메커니즘(수식 11)은 첫째, 

커리, 키를 서로 다른 선형변환을 한 후 소프트맥스 활성함수(Softmax

activation function)을 이용해 (0,1) 구간으로 사상한다. 이 연산을

통해 구한 값을 어텐션이라고 하며 이는 벨류의 시계열 데이터 중

어디에 중요한 정보가 있는지를 예측한 값이다. 그리고 둘째, 어텐션과

벨류의 선형변환된 값과의 행렬곱을 하여 최종 결과값으로 산출한다. 

해당 수식의 분모항은 학습의 안정화를 위해 활용되었다. 

MSA메커니즘은 연산은 서로 독립적인 scaled dot-product 어텐션을

계산하는 m개의 셀프-어텐션 모듈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수식

23). 이를 통해 모델은 다양한 관점으로 데이터의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학습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딥러닝 연구들에서 셀프-어텐션

메커니즘의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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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caled dot-product 어텐션과 Multi-head 어텐션

(Vaswani et. al., 2017)

(수식 10) 셀프-어텐션 모듈의 투입변수와 파라미터

(수식 11) Scaled dot product 셀프-어텐션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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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2) Multi-head scaled dot product 셀프-어텐션(MSA)

위에서 설명한 구조만으로는 MSA를 활용한 모델이 시간차이에

따른 패턴을 포착할 수 없다. (수식 21) – (수식 23) 에 따르면 어텐션

연산은 시간축에 대해 공변성을 지닌다(covariant). 이는 투입 시계열의

시간 순서가 � 에서 �� 으로 바뀔 시 어텐션의 시간 순서도 동일하게

�에서 �� 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문제에 대입하여 보면

상품 a가 하루전 x만큼 팔린 것의 영향과 100일전 x만큼 팔린 것의

영향이 같다는 것이고 시계열의 시간축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MSA 연산에 순서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주는 Positional Encoding(PE)을 사용해왔다(수식 24). 

Vaswani(2017)의 모델의 경우 원본 시계열의 시점 인덱스인 � 를  

기준으로 시계열의 실제 시점에 따른 편향향을 고려할 수 있게 하였다.

(식 25). 이처럼 시간 순서 내의 절대적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Positional Bias를 주는 방법을 Absolute Positional Bias(APB)라 한다. 

APB는 전체 시계열내에서 전역적 시점(global timestep)간 패턴을 포착

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추가로 서로 다른 시점간 관계의 계산이 시점과 상관없이 고정된

수의 연산만으로 이루어져 순환신경망 계열의 모델과 다르게 Long term 

dependency를 잘 학습할 수 있다.

(수식 13) Positional bias 행렬과 이를 고려한 셀프-어텐션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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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4) Absolute positional bias (Devlin et. al., 2018)

(수식 15) Relative positional bias (Raffel et. al., 2019)

또 다른 PE 방법으로 Relative positional bias(RPB) 방법이 있다. 

쿼리와 키의 행렬곱이 이루어질 때 쿼리의 시간축과 키의 시간축 간의

상대적 차이에 따른 편향항을 추가하는 것이다(Raffel et. al., 

2019)(수식 26). RPB 방법은 국소적 시점(local timestep)간 차이

간의 패턴을 잡아내는 대에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MSA가 주로

쓰이는 자연어와 음성 분야에서는 RPB 방법이 언어 데이터의 특성을

잘 잡아내어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bias는 각 시점 별로

스칼라(scalar)가 더해지는 것이지만 모델 내에서 비선형 변환을

거치므로 시간 차이에 따른 비선형 패턴을 포착할 수 있다.

최근 MSA의 밑에 합성곱 층(Convolution layer)을 추가하여

시점에 대한 편햔항(수식 13)을 대체한 방법이 제시되었다(Islam et. 

al., 2020). 합성곱 층은 특정 기준점 주변의 국소적 패턴(local

pattern)을 포착하는 것에 특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층의

연산은 (Lecun et. al., 1989, 수식 16, 17)을 따른다②.

(수식 16) 합성곱 층의 투입변수, 결과변수와 파라미터

                                           
②인용된 Lecun et. al. 1989의 논문에는 수식으로는 해당 연산이 드러나지 않고

글로 풀어서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수식 27)은 이를 정리하여 수식화한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합성곱 층의 투입변수는 데이터의 차원과 시점 차원의

2차원 형태를 가지고 있고 시간축으로만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차원 형태

의 데이터에 대한 합성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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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7) 합성곱 층의 연산

해당 연산은 투입변수와 결과변수 모두 시간 축으로 차원을 가지며

파라미터로 활용되는 가중치 행렬이 원본 시계열의 시간축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수식 16). 해당 가중치 행렬은 가중치 행렬의

시간차원과 동일한 차원의 투입 시계열의 부분 시계열과의 원소단위

곱(element-wise product)연산에 활용된다. 이러한 연산이 시간축을

따라 Stride(수식의 S)만큼 간격을 두고 동일하게 반복되고 이들의

원소 합이 sigmoid 활성함수를 통과한 값을 최종 결과값으로

가진다(수식 17). 여기서 동일한 가중치 행렬이 시간축을 따라

동일하게 곱해지는 점에서 국소 패턴과의 일치성이 계산된다. 이러한

가중치 행렬이 K개 존재하는데, 이것은 데이터의 부분 시계열에서

K개의 패턴과의 일치성을 연산한다고 볼 수 있다.

합성곱 층을 이용해 시점에 대한 편향항을 대체한다는 것은 시점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대신 해당 시점에 관측된 국소적 패턴을 근거로

시계열의 주기성을 모델링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Islam et. al., 2020).

만약 데이터 계절성 패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경우 사전에

설정된 고정된 주기의 계절성만으로는 시계열의 특성을 전부 모델링할

수 없다. 하지만 합성곱 층을 이용해 계절적 패턴을 모델링할 시 고정된

시점이 아닌 패턴의 유무를 기준으로 계절적 패턴을 모델링하기 때문에

특정 패턴의 출현 주기가 변하더라도 이를 모델에 반영할 수 있다.

어떠한 PE방법이 시계열 모형화에 가장 적합한지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들을 보인다(Raffel et. al., 2019, 

Islam et. al., 2020). 이러한 이유로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특성을 잘 학습할 방법을 찾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MSA를 활용한 판매량 예측 연구의 경우 이를 비교하지 않고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RPB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농식품의 판매량은 최근

판매량 혹은 가격의 변화 이외에도 직전 재배시기 혹은 1년 전과의

계절적 패턴을 보인다. 이 경우 가까운 시점 간의 패턴을 포착하는

RPB만으로는 데이터에 드러난 패턴을 모두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 



26

또 투입변수 간에 시점 별 편향항을 더하는 것 만으로 변화하는 계절적

패턴을 모델에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농식품 판매시계열에서 어떤 PE 방법이 적합한지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

제 5 절 전이학습

전이학습 방법은 한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완료한 모델의 학습된

잠재변수를 연관된 다른 문제에서 활용하는 방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공신경망은 투입변수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측문제에 필요한

잠재변수 혹은 표현을 내재적으로 학습한다. 내재적으로 학습한

잠재변수들이 유사한 다른 문제에 필요한 변수일 경우 학습이 완료된

모델들의 파라미터를 가져옴으로써 학습된 잠재변수들을 전이하여

사용할 수 있다(Weiss, Khoshgoftaar, and Wang, 2016).

본 연구에서는 두 단계에 걸쳐 전이학습을 수행하는 사전 학습

방법을 사용한다. 첫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연관된, 전이할 잠재 변수들을 학습할 목적으로 특정 문제에 대한

학습을 한다. 이를 사전학습(pre-training) 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투입변수들의 조건부 확률 또는 결합 확률을

학습한다(Devlin et. al. 2018, Baevski et. al. 2020). 두번째 단계에서는

학습된 잠재변수들을 가져온 후 원래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에 대해 추가

학습을 한다. 이 단계를 파인 튜닝(fine-tuning)이라 한다. 이 과정은

사전학습 단계에서 학습한 모델의 파라미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져온

후 예측문제에 대해 추가학습 함으로써 수행된다.

전이학습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예측문제가 복잡한 경우 적용되어

예측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인공신경망과 같이 복잡한 모델은

학습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과적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이학습을 적용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효과를 주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예측 문제 자체가 상당히

복잡할 경우 하나의 학습과정만으로 예측성능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 투입변수 혹은 결과변수의 분포 등을 우선 학습한 후 실제 예측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측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자연어처리와 음성 등 분야에서는 사전학습을

활용한 모델 학습이 표준으로 활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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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들에서는 데이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른 사전학습

방법들이 적용되었다. 자연어 처리 분야의 경우 원본 텍스트 중 일부를

가린 후 가린 부분의 단어들을 예측하는 Masked language model 

방법과 투입 텍스트를 기반으로 다음 등장 단어들을 연속해서 예측하는

텍스트 생성(text generation)방법이 높은 성능을 보였다(Devlin et. al. 

2018, Raffel et. al. 2019). 이는 실제 인간들이 언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험형식에서 착안하여 개발된 방법으로(cloze) 단어

등장의 조건부 확률을 배우는 것이 언어와 관련된 모든 문제의 기본이

된다는 가설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Devlin et. al., 2018). 이러한

사전학습방법은 직관적이며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지만

이미지 및 음성 데이터를 다룬 연구에서는 높은 성능을 보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미지나 음성 데이터는 한정된 단어들의 이산형 분포로

나타낼 수 있는 자연어 데이터와 다르게 고차원의 실수 구간에 나타나

그 분포자체를 특정하거나 학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포

자체를 직접 학습하기 어려운 경우 대조학습(contrastive learning)

방법이 주로 활용되었다.

제 6 절 대조학습

대조학습은 실제 데이터 분포로부터 추출한 표본인 긍정 표본과

실제 데이터와 구분해야 하는 노이즈 분포로부터 추출한 표본인 노이즈

표본과의 대조를 통해 실제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는 방법이다. 이는

데이터 분포를 직접 학습하지 않고 특정 표본이 실제 분포와 노이즈

분포 중 어디에서 추출되었는지를 예측함으로써 실제 데이터의 분포를

간접적으로 학습하는 노이즈 대조 추정(noise contrastive 

estimation)방법을 기반으로 한다.

확률분포를 추정하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학습할 시 분포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복잡한 경우 함수를 정규화하는 것이 어렵다. 여기서 정규화란

함수가 모든 확률변수 혹은 데이터에 대해 적분해서 1이 됨을 의미한다.

인공신경망과 같이 복잡한 모델을 활용할 경우 해당 적분값을 바로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추정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활용한 추정도 두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 모든 데이터에 대해

연산이 필요한 정규항의 계산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 복잡한

분포를 근사하는 함수를 모든 표본에 대해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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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해당 데이터가 모집단을 대표하는지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이용해 추정하는 것이 편향된 분포를 배울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미지나 음성처럼 분포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두드러진다(Gutmann et. al., 2010). 이러한 경우에 대조학습을 활용하면

정규화항에 대한 계산 없이 실제 분포와 노이즈 분포를 구분하는 것

만으로 실제 분포를 추정하는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

대조학습 과정은 (수식 18) - (수식 28)을 따른다(Gutmann et.al.

2010, Khosla et. al., 2020)③. 실제 데이터 분포를 ����� , 실제 분포와

구분해야 하는 분포 ������로 정의된다(수식 18).

(수식 18) 실제 분포와 노이즈 분포

분포의 추정을 위해 사용될 데이터는 ��개의 실제 표본과 ��개의

noise 표본으로 이루어진 집합 �로 정의되며 전체 표본 중 실제 표본의

비율 � 는 ��/(�� + ��) 의 확률을 가지는 베르누이 분포를

가진다.(수식19).

(수식 16) 학습에 활용될 데이터와 데이터의 혼합 비율 분포

이 때 �의 �에 대한 조건부확률은 각각 ����� , ������에 의해 정의될

수 있고(수식20). 이를 활용해 �의 분포를 정의할 수 있다(수식 21).

                                           
③

(수식 18) –(수식 28)은 Gutmann et. al.에서 제시된 노이즈 대조 추정방법과

이의 지도 대조학습 법으로의 확장 과정을 명시했다. 인용된 논문의 수식에서는

구체적인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수식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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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2017) 학습에 활용될 데이터의 조건부확률

(수식 21) 학습에 활용될 데이터의 확률분포

여기서 �가 주어졌을 때 �가 1일 조건부 확률을 ℎ(�)라 할때 이를

(수식 22)과 같이 전개 할 수 있으며 이는 활성함수 인 sigmoid 함수의

형태를 보인다. 또한 가 주어졌을 때 �가 0일 조건부 확률은 ℎ(�)를

이용해 (수식22)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수식 18)표본이 주어졌을 시 해당표본의 모분포에 대한 확률

확률 함수를 추정하는 파라미터를 활용한 모델(Parametric model)

�(�)와 ℎ(�)를 추정하는 함수 ℎ�(�) 가 (수식 23)와 같이 정의될 때

해당 파라미터의 로그우도(log-likelihood)는 (수식24) 과 같이 정의

되며 노이즈 대조 손실 값(Noise Contrastive loss) ��� 는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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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우도로 정의된다(수식24).

(수식 193) 데이터 분포에 대한 근사함수

(수식 20) 파라미터의 로그우도와 노이즈 대조 손실 값

즉 노이즈 대조 손실 값을 줄이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것은 실제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θ의 로그우도를 최대화 하는 θ를

찾는 것과 같다(Gutmann et. al., 2010). 이 방법을 통해 배운

파라미터는 정규화되지 않은 함수 �������을 (수식 25)과 같이 정의할

때 ℎ(�)를 추정하는 함수 ℎ� 는 (수식 26)과 같이 전개되며 이 경우

����� 의 정규화항과 ������ 의 정규화항이 상쇄되어 정규화되지 않은

������� 으로도 X의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를 학습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수식26).

(수식 21) 정규화 되지 않은 근사 함수

(수식 226) 정규화되지 않은 함수를활용한 분포 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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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학습에서는 ������� 을 실제 표본과 노이즈 표본이 서로 다른

인공신경망 �, �� 을 통해 연산된 결과의 내적으로 나타내어, 분포를

학습한다(수식 19). 이때 � 와 �� 은 동일한 파라미터를 가졌지만

투입변수에 서로 다른 변형이 가해진 인공신경망이 활용된다. 여기서 �

와 ��의 결과 값은 l2 norm이 1이 되도록 정규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는

두 함수 결과의 코사인 거리(Cosine Distance)와 동일하다(수식 27). 

(수식 23) 대조학습의 근사함수

대조학습을 통해 여러 개의 클래스로 분류되는 분포 쌍(실제 분포와

노이즈 분포)을 학습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수식 28). 이 때 모든

분포쌍에서 동일한 �, �� (그러므로 ������� )을 사용할 경우 ������� 이

나타나는 공간은 학습에 사용된 모든 분포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결합확률 분포를 나타낼 수 있다.

(수식 248) K개의 클래스를 가지는 분포의 대조학습

대조학습의 성능은 분포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분포들을

대조할지에 의해 좌우된다(Le-Khac et. al., 2020). 특히 노이즈 분포를

실제 분포와 구분하기 어려우면서도 예측문제에 중요한 잠재변수들에

대해서는 다른 값을 가지는 분포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Robinson 

et. al. 2020). 가장 기본적인 대조학습방법은 모든 데이터 샘플이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여 각각을 구분하는 Instance 

discrimination이다(Wu et. al. 2018). 하지만 이는 일부 샘플끼리

비슷한 분포로부터 추출되었을 경우 대조학습 과정에서 잘못된 표본끼리

대조를 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에 Khosla et. al. 2020은 데이터에

사전에 부여된 레이블을 기준으로 대조하는 지도 대조 학습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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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다. 해당 방법은 노이즈 분포로부터 추출한 표본이 잘못된

정보를 줄 확률이 더 낮은 장점이 있다. 또한 이들은 파인튜닝 단계에서

레이블을 직접 예측하는 것 외에 레이블 별 분포를 사전에 학습하는

것이 예측모델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대조학습 연구에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시간 내의 시계열과 그 밖의 시계열을 구분하는 것으로 분포를

학습했다(Oord et. al. 2018). 이러한 방법을 시간적 대조(Temporal 

Contrasting)라 하며 가까운 시점 내 시계열끼리 비슷한 분포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들을 대조하며 분포를 학습하는 것이다(Baevski 

et. al.2020).

본 연구는 대조학습을 통해 서로 다른 클래스에 해당하는 시계열의

분포를 학습하려고 한다. 이는 동일 시계열 내에서의 분포를 학습하는

것과 서로 다른 농식품 종류를 구분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서로 다른 농식품을 대조하는 지도 대조 학습과 주변 시계열을

구분해내는 시간적 대조를 동시에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였다.

제 7 절 연구 모델

본 연구는 변동성이 크고 다수의 상품 시계열에 영향을 받으며 장,

단기의 그리고 동적으로 변하는 비선형 계절적 패턴을 가진 농식품

판매량 시계열데이터의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조학습을 통해 다수의 상품 시계열 분포를 학습한 모델을

판매량 예측 문제에 전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둘째, 장, 단기의 계절적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셀프-어텐션 기반 모델의 농식품 판매량에서의

예측성능을 확인한다. 그리고 셋째, 어떠한 PE 방법이 농식품 판매량

예측에서 가장 적합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연구에 활용할

모델과 학습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모델의 투입 변수는 시계열 변수인 �����과 정적 변수인 �������으로

이루어져 있다. ����� 은 각각 판매량, 가격, 강수량, 기온, 습도를

나타내는 �� , �� , �� , �� , ��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는 투입변수로

활용할 시계열의 최대 길이로 512로 설정하였다. ������� 은 상품 id에

해당하는 이산형 변수 ����� 와 소매점의 id에 해당하는 이산형 변수

�������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더미변수화 되어 모델의 투입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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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된다(수식 29).

  (수식 29) 연구 모델의 투입변수

모델의 투입변수는 셀프-어텐션 모델의 입력값으로 활용되기 전에

모델 연산이 용이한 형태인 임베딩(Embedding)으로 변형된다. 시계열

변수들의 경우 두 개의 합성곱 층(수식 16, 17)으로 이루어진 임베딩

함수에 의해 변형되며(수식 30) 정적 변수의 경우 두 개의

순방향층(수식 5, 6)으로 이루어진 임베딩 함수에 의해 변형된다(수식

31).여기서 �� 은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은닉값의 차원을

의미한다.

(수식 30) 시계열 투입변수의 임베딩

(수식 31) 정적 투입변수의 임베딩과 전체 임베딩

이렇게 구한 임베딩은 2개의 트랜스포머(Transformer) 블록으로

이루어진 Sales prediction feature(SPF) 함수를 거쳐 사전학습과

파인튜닝에서 활용될 잠재변수인 SPF로 변환된다(수식 32). 여기서

트랜스포머 블록은 셀프-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연산 층의

모음으로 MSA층 외에 학습의 안정화를 위해 표준화(n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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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Connection 등이 추가되었다(Vaswani et. al., 2017)).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모델은 트랜스포머 블록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블록의 세부 계산과정은

Appendix C에 명시했다.

(수식 32) 판매량 예측에 활용될 잠재변수인 SPF의 연산 과정

본 연구는 이 트랜스포머 블록에 적용된 셀프-어텐션 모듈에

세가지 PE 방법을 적용한 후 예측성능을 비교할 것이다. 세가지 방법은

각각 APB, RPB, 합성층 임베딩만을 사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APB는

원본 시계열 내에서의 시점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편향 값이 정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연구들을 근거로 1년 주기의 주기성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 1년 중 몇 일인지를 기준으로 365개의 서로 다른 APB

를 부여하였다(수식 13, 14). RPB의 경우 쿼리와 키의 각 시점들 간의

상대적 시점 차이에 따라 편향 값이 부여하였다(수식 13, 15). 합성층

임베딩만을 사용한 경우 임베딩 과정에서 활용한 합성곱 레이어가 국소

패턴을 기준으로 비선형 패턴을 잡아낼 것을 기대하고 시점에 대한

추가적인 편향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수식 22). 이는

합성곱 층이 인식한 국소 패턴만을 기반으로 계절적 패턴을 포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소 패턴을 이용하여 동적으로 변하는 계절성을 포착할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산된 SPF는 대조학습을 이용한 상품

시계열의 결합분포를 학습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까운 시점에

있는 시계열 끼리 대조하는 시간적 대조 학습과 다른 상품간 시계열을

구분하는 지도 대조 학습을 적용해 농식팜 판매 시계열의 분포를

학습했다.

앞서 서술했듯이 대조학습을 이용해 분포를 학습할 시 (수식 33)을

만족하는 �, ��이 정의되어야 한다. 시간적 대조의 경우 전체 시계열을

사용하지 않고 임베딩에서 50~80 시점의 길이를 가지는 시계열을

무작위 추출하여 ��������� 로 활용하였고 SPF 에서 동일 길이를

추출하여 �′�������� 로 활용하였다(수식 34). 이러한 무작위 추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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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시간적 대조 방법은 최근 다변량 시계열을 활용한 대조학습

연구(Eldele et. al., 2021)에서 제안한 방법이다. 이 때 노이즈 표본과

이의 표현에 대한 정의는 (수식 35), 시간적 대조의 손실함수는 (수식

36)와 같이 정의된다.

(수식33) K개의 클래스를 가지는 분포의 대조학습

(수식 34) 시간적 대조 학습의 확률함수를이루는 g, g'

  (수식 35) 시간적 대조 학습의 노이즈 샘플과 이의 표현

(수식 3625) 시간적 대조 학습의 손실함수

지도 대조학습은 SPF에 두 층의 순뱡향 층을 추가한 것을 ����� , 

�′���� 로 활용한다(수식 37). 지도 대조의 경우 두개의 표본이 동일한

품목에 속하는지를 예측하는데 이에 따라 노이즈 표본은 (수식 38)과

같이 정의되고 손실함수는 (수식 39)과 같이 정의된다. 최종

손실함수는 이들의 가중합으로 결정되어 (수식 40)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람다는 비율을 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hyper parameter)로

실험을 통해 높은 성능을 내는 람다를 도출하여 사용했다. 사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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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오류역전파 알고리즘에 학습 방향과 속도에 대한 모멘텀과

조정항이 더해진 Adam 최적화를 수행하였다(Kingma and Ba, 2014).

(수식 37) 지도 대조학습의 확률함수를 이루는 g, g'

  (수식 38) 지도 대조학습의 노이즈 표본과 이의 표현

(수식 39) 지도 대조학습의 손실 함수

(수식 40) 사전학습의 손실함수

(수식 36, 39, 40)의 손실함수를 활용해 사전학습이 완료된 모델은

실제 판매량 예측 문제에 적용되었다. 이는 사전학습에서 가장 낮은

검증 손실값(test loss)를 보인 모델의 임베딩 함수, 트랜스포머 블록의

파라미터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함으로써 전이되었다. SPF로부터 실제

판매량 예측 값을 계산하기 위해 두 층의 순방향 층을 추가하여 예측

값을 계산하였다(수식 41). 여기서 예측 목표 값은 다음 1일 판매량,

다음 1주의 판매량 합, 다음 1달의 판매량 합을 예측하였고 손실함수로

Mean Squared Error(MSE)를 사용했다(수식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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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41) 최종 판매량 예측 연산

(수식 4226) 판매량 예측의 손실함수

연구에서 활용한 모델의 Hyper parameter는 Appendix B에 명시하

였다.

제 8 절 분석 및 평가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및 모델에 대한 검증은 두 단계로 구성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모델의 평가에 앞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가 농식품

데이터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지를 검증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주기의 계절성 존재 유무, 변동성, 계절적 패턴의 변화를 확인했다.

이러한 특성들은 판매량의 그래프, 자기상관 및 부분 자기상관, 정상성,

통계모델의 예측 성능을 확인함으로써 포착이 가능하다.

자기상관과 부분 자기상관은 시계열 데이터의 패턴, 정상성, 모델의

적정 차수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상관 과

부분 자기상관을 바탕으로 시계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절적 패턴을

확인했고 통계 기반 모델 개발 시의 차수 결정에 이를 참고했다.

통계 기반 모델을 활용해 시계열 데이터를 모형화할 시 해당

시계열을 반드시 정상성을 보여야 한다. 이는 검정이 설정한 모델의

단위근 존재 확인 또는 모델의 잔차의 정규성을 검정함으로써 확인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본 시계열 및 자기상관을 근거로 차분된

시계열에 대해서 각각 정상성을 보이는지를 확인했다. 정상성 검정에는

Adjusted Dickey-Fuller(ADF, Dickey and Fuller, 1979) ④ 검정과

                                           
④

ADF 검정 Dickey-Fuller 검정을 일반화한 검정으로 자기상관모형으로 시계

열의 분포를 모델링 할 시 단위근의 존재를 파악하는 검정으로 원본 데이터의

1차 차분에 대해 한 시점 전의 값의 회귀계수가 1보다 작은지를 검정한다. 이

검정은 시계열에 단위근의 존재, 즉 정상성을 보이지 않음을 귀무가설로,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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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atkowski-Phillips-Schmidt-Shin(KPSS, Kwiatkowski, 1992)
⑤이 활용되었다.

이어서 정상성을 확보한 시계열과 자기상관 및 부분자기상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SARIMA를 활용한 농식품 판매 시계열 모델을

시도했다. 또 이 모델의 잔차를 확인하여 예측 성능과 해당 모델이

잡아내지 못하는 패턴을 포착하고자 했다.

위 분석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두 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농식품 판매 시계열은 품목에 따라 상이한 시계열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분석하기보다 특징적인 품목을 선정하여 각 품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판매의 정기성과,

변동성이 차이나는 감자와 월동무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감자의

경우 연중 대부분 기간 판매가 발생하며 판매량의 평균 대비 분산이

낮은 품목이다. 한편 월동무의 경우 연중 한정된 기간에만 판매가

발생하며 평균 대비 표준편차가 상당히 높게 드러나는 품목이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시계열에 대해 그 패턴을 확인하고 기존 접근법의

적합성, 본 연구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습 방법과 모델 구조에

대한 예측 성능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대조학습을 활용해 사전학습이 완료된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 서로

다른 PE 방법이 적용된 모델의 예측 성능을 비교했다. 이를 통해

활용된 학습 방법의 유효성과 농식품 시계열의 계절성을 반영하기에

적합한 PE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추가로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모델을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한 후 예측 성능을 본 연구의 모델과 비교했다. 이를 통해

변동성 크고 비선형 패턴을 보이는 농식품 판매량 시계열에서 셀프-

어텐션 기반 모델이 기존 모델들에 비해 더 나은 예측 성능을

보이는지를 확인했다. 여기서 기존 모델로는 LSTM 모델(Liu et. al., 

2017)과 SARIMA 모델이 활용되었다. LSTM 모델의 경우 기존 연구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활용했지만 ARIMA 모델의 경우 데이터 특성에

따라 모델의 차수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분석의 첫번째 단계에서

                                           

정상성을 보임을 대립가설로 가진다.
⑤

KPSS 검정은 랜덤워크 모델에 대한 잔차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검정하여

정상성을 검정하는 방법으로 정상성을 가지는 것을 귀무가설로, 정상성을 보이

지 않음을 대립가설로 가진다. 1차 차분에 대해 한 시점 전의 값의 회귀계수가

1보다 작은지를 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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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SARIMA 모델을 활용해 검증했다.

본 연구에서는 활용된 성능 지표는 ��, Mean average percentage 

error(MAPE), Root Mean Squared Error(RMSE)로 이들은 모델의

예측 성능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측정한다. ��는 예측 모델의 총 편차

중 설명 가능한 편차의 비율의 제곱으로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낸다(수식

43, Nagelkerke, 1991). 이 지표를 활용해 모델이 데이터의

평균으로부터의 편차 중 설명 가능한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수식 4327) R-squared

MAPE은 오차의 평균 크기를 실제 값과의 비율로 나타낸다.(수식

44) 이 지표를 이용해 오차의 크기가 실제 값과 비교했을 시 어느정도

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지표는 실제 판매량이 0일 경우 지표의 값이

무한대가 되어 예측 성능을 평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실제 값이 0인 경우 수식의 분모항을 0.01으로 고정한 후

지표를 계산한다.

   (수식 4428)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RMSE는 오차의 크기를 데이터의 측정 단위로 환산하여

나타낸다(수식 45). 이를 통해 판매량 예측 모델의 오차가 실제로 몇

개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수식 4529) Root Mean Squared Error

추가로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모든 분석에서는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될 데이터 세트인 학습 세트와 평가에 활용할 데이터 세트인 평가

세트로 분리한 후 모델을 학습 및 평가했다. 머신러닝 모델은 실제

모델이 적용될 데이터 세트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학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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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데이터가 적거나 적절한 Regularization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에서만 높은 예측성능을 보이는

과적합(Overfitting)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과적합을 포착하고 실제

적용될 상황에서의 예측 성능을 가늠하기 위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의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는 학습 세트로, 2016년의

데이터를 모델 평가에 활용하는 평가 세트로 구분하였다. 각각은 모델

파라미터의 추정과 모델의 성능 평가에만 활용되었고 각 데이터

세트에서의 성능을 별도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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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및 해석

제 1 절 탐색적 데이터 분석

본 연구의 모델을 검증하기에 앞서 계절성과 변동성 등 활용

데이터의 특성을 확인하고 연구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에 대한 탐색적 분석은 트렌드 변화와 계절성에 대한 자기상관 및

부분자기상관 확인, 통계적 검정, SARIMA를 이용한 시계열 모델링과

이에 대한 평가로 구성했다. 분석은 변동성이 높은 월동무와 변동성이

평균에 가까운 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1년, 전체 기간

판매량의 분포는 3절 1장의 <그림 1, 2, 3, 4>과 같이 나타난다.

우선 각 품목의 자기상관과 부분자가상관을 확인하여 이들 사이의

자기상관과 계절적 패턴을 확인했다 <그림 8, 9, 10, 11>. 두 품목 모두

판매량이 하루 전, 1주일 전과 높은 자기상관이 보이며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 단위 계절성이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감자의 경우 약 30일 이전, 월동무의 경우 60일 이전과 높은

자기 상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시계열이 정상성을

보이지 않음을 의심해볼 수 있으며 정상성을 확보한 후 다시 자기

상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상관을 근거로 1일 전과의 차분, 

혹은 7일 전과의 차분을 하여 정상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정이

필요하다. 부분자기상관에서도 1주일 주기 패턴을 보였는데, <그림>의

판매량 과 연계하여 해석할 때 1주일 주기의 확실한 계절적 패턴이

확인되었다.

(그림 8) 감자 판매량의 60일 간의 자기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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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감자 판매량의 60일 간의 부분자기상관

(그림 10) 월동무 판매량의 60일 간의 자기상관

(그림 11) 월동무 판매량의 60일 간의 부분자기상관

장기적 계절성의 파악을 위해 최대 400일 전 판매량과의 자기상관

또한 확인했다<그림 12, 13, 14, 15>. 두 품목 모두 연 주기로 높은

자기 상관을 보이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주 단위 높은

자기상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자기상관이 완만하게 감소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주 단위 혹은

연 단위의 계절적 패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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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감자 판매량의 400일 간의 자기상관

(그림 13) 감자 판매량의 400일 간의 부분자기상관

(그림 14) 월동무 판매량의 400일 간의 자기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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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월동무 판매량의 400일 간의 부분자기상관

판매량의 그래프, 자기상관을 근거로 감자와 월동무 데이터에 장, 

단기 계절적 패턴의 존재와 비정상성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이어서

통계 모형을 이용해 판매 시계열을 모형화하고 예측 성능과 잔차를

검증했다. 통계 모형은 정상성을 보이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원본 데이터와 차분 데이터에 대한 정상성을 검정한 후

활용할 데이터와 모형을 선택했다.

감자와 월동무 데이터의 원본 데이터, 1차 차분, 주 단위 차분, 연

단위 차분 데이터에 대한 Adjusted Dickey-Fuller(ADF, Dickey and 

Fuller, 1979) 검정, Kwiatkowski-Phillips-Schmidt-Shin(KPSS, 

Kwiatkowski, 1992) 검정 결과는 <표 1>과 같이 확인되었다.

품목 차분 ADF 통계량 ADF p-value KPSS 통계량 KPSS p-value

감자 None -5.193 <0.001*** 0.66 0.017*

감자 t-1 -10.411 <0.001*** 0.036 >0.1

감자 t-7 -9.752 <0.001*** 0.015 >0.1

감자 t-365 -4.903 <0.001*** 1.128 <0.001***

월동무 None -3.284 <0.001*** 0.189 >0.1

월동무 t-1 -12.429 <0.001*** 0.027 >0.1

월동무 t-7 -7.986 <0.001*** 0.03 >0.1

월동무 t-365 -1.744 0.409 1.522 <0.001***

+: P < .10, * :P < .05, ** : P < .01 *** <.001

(표 1) 감자와 월동무 판매량의 원본 시계열, 차분된 시계열의 정상성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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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와 월동무는 각각 원본, 차분데이터에서 상이한 검정 결과를

보였다. 월동무의 경우 ADF 검정과 KPSS 검정 모두에서 원본과 1일,

7일 차분 데이터에서 정상성을 보였다. 1년 차분에 대해서만 두 검정

결과 모두에서 정상성을 보이지 않아 해당 주기의 차분을 활용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한편 감자의 경우 ADF 검정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정상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였지만 KPSS 검정에서는 원본(5% 

유의수준)과 1년 차분 데이터(0.1% 유의수준)가 정상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1차 차분 혹은 1주 단위의 차분을 통해 정상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 결과는 그래프, 자기상관계수의 분석 결과와 일부 상반되는 점이

있다. 첫째, 월동무 데이터는 주 단위 계절성이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두 검정 결과에서는 원본 데이터가 정상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원본과 차분 데이터 모두를 활용해

분포를 모형화할 수 있지만 이는 차분된 데이터의 자기상관과 원본

데이터의 자기상관에 대한 비교 후 더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야한다.

둘째, 그래프와 자기상관에서는 연단위의 장기적 계절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검정에서는 연 단위 차분 데이터가 정상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분된 데이터의 자기상관과 확률 모형의

잔차를 확인한 후 활용 데이터의 선택이 필요하다. 이에 1차 차분, 주

단위 차분을 동시에 적용한 데이터에 대한 자기상관과 부분 자기상관을

확인했다<그림 16, 17, 18 ,19>.

(그림 16) t-1, t-7로 차분된 감자 판매량 시계열의 400일 간의 자기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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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t-1, t-7로 차분된 감자 판매량 시계열의 400일 간의 부분자기상관

(그림 18) t-1, t-7로 차분된 월동무 판매량 시계열의 400일 간의 자기상관

(그림 19) t-1, t-7로 차분된 월동무 판매량 시계열의 400일간의 부분 자기상관

차분된 데이터의 자기상관과 부분자기상관은 원본 데이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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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성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 단위

계절적 패턴이 확인되었다. 이는 차분 외에도 자기상관 계수와 이동평균

계수에 계절성을 반영한 모델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차분 후에도

감자와 월동무 모두 300일 ~ 380일 전 데이터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데

그 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후 계절성

패턴의 변동과 관련한 분석에서 다시 확인하였다.

자기상관과 부분자기상관, 통계 검정 결과를 정리하자면, 데이터의

정상성과 계절성을 제거하기 위해 1차 차분, 주 단위 차분이 필요하며

모델의 회귀 계수에도 계절성을 반영한 모형화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SARIMA를 활용한 모델링이 적합하므로

이를 활용한 모형화를 시도했다. 감자 시계열에는 SARIMA 

(2,1,1)(0,1,2)_7이 활용되었으며 월동무 시계열에는

(2,1,3)(0,1,1)_7이 활용되었다. 이 두 모델의 차수는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를 기준으로 선택되었다.

품목 데이터셋 R^2 MAPE RMSE

감자 훈련 세트 0.756 315.4 54.5

감자 검증 세트 0.528 885.4 98

월동무 훈련 세트 0.777 435.8 44.9

월동무 검증 세트 0.723 461.1 60.613

(표 2) SARIMIA모델을 이용한 감자와 월동무 판매량 예측 성능

학습데이터에서의 모델 예측 결과와 예측 성능은 <그림 20, 21, 22, 

23>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실제 판매량은 파란색 선, 예측 판매량은

주황색 선으로 표시하였다. 우선 학습데이터에서의 �� 는 감자의 경우

0.756, 월동무의 경우 그보다 약간 낮은 0.777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MAPE의 경우 각각 315.4, 435.8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실제값 대비 오차가 평균적으로 3배 이상 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1, 23>에 따르면 두 품목 모두 판매량이 없는 날에도 2달 가량

0이 아닌 예측값을 가지는데 MAPE은 실제 판매량 대비 비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상당히 높은 값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판매량과 예측값의 차이를 개수 단위로 평가한 RMSE는 각각

54.5, 44.9개로 확인되었다. 감자의 일별 판매량 평균이 약 136

표준편차가 120임을 감안할 때 54.5개의 오차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월동무의 경우에도 일평균 판매량의 평균이 약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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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가 89임을 감안할 때 44.9개의 평균 오차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0) SARIMA 모델의 학습 세트에서의 전체 기간

감자 판매량 예측그래프

(그림 21) SARIMA 모델의 학습 세트에서의 첫 1년

감자 판매량 예측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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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SARIMA 모델의 학습 세트에서의 전체 기간

월동무 판매량 예측그래프

(그림 23) SARIMA 모델의 학습 세트에서의 첫 1년

월동무 판매량 예측그래프

학습에 활용되지 않은 검증 세트에서의 예측 결과는 <그림 24, 

25>과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측 성능에서는 감자와 월동무 모

두 유의미한 예측 성능의 하락을 보였으며 감자의 경우 그 폭이 더 컸

다. RMSE를 기준으로 볼 때 두 품목 모두에서 예측 오차의 평균이 일

평균 판매량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통계 기반 시계열 모델로는 농식품 판매량 예측에서 충분한 예측

성능을 낼 수 없음을 의미하며 설명하지 못하는 비선형 패턴을 포착할

수 있는 모델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시계열이 전체 기간에 대해 정상성을 보였음에도 학습에 활

용되지 않은 검증 세트에서 예측성능이 떨어졌다는 것은 모델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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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성능이 떨어짐을 의미하며 실제 예측에서의 성능이 학습 당시의 추

정치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예측 모델의 실제 적

용이 위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4) SARIMA 모델의 검증 세트에서의 감자 판매량 예측그래프

(그림 25) SARIMA 모델의 검증 세트에서의 월동무 판매량 예측그래프

모델의 예측값과 예측성능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활용한 농식

품 판매 시계열은 선형모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분포를 가

지고 있으며 비선형 모델의 적용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이어서 모델의

예측값과 자기상관, 부분자기상관을 기준으로 해당 모델이 데이터의 어

떤 특성을 잡아내지 못했는지를 확인했다. 모델의 예측값 그래프에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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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4, 25>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판매량의 급격한 변할 시 모델의

예측치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농식품은 연중 한정

된 기간에만 생산되며 특정 시기에 판매가 급등하거나 급격히 없어지는

패턴을 보인다. 하지만 ARIMA 모델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잡아내지

못하고 판매 시기가 끝났음에도 0이 아닌 예측값을 내거나 급격한 변동

에 뒤늦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4, 25>.

또 다른 특성으로는 데이터에 드러난 동적으로 변하는 계절적 패턴

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14, 16, 18>에서 원

본 시계열 데이터와 차분된 시계열 데이터에서 약 1년 주기로 높은 자

기 상관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주 단위 차분이 이루어진

후의 자기상관에서는<그림 16, 18> 자기상관이 일정하지 않은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그림 20, 22>의 판매량 그래

프에서 판매가 시작되는 날, 끝나는 날과 판매량이 가장 높은 날이 연도

별로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감자의 경우 판매

가 시작되는 날은 4월 15일부터 5월 13일, 판매가 가장 높은 날은 5월

20일부터 6월 18일, 판매가 끝나는 날은 1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의

분포를 보여 각 시점이 연도별로 상이함을 볼 수 있었다. 월동무의 경우

판매가 시작되는 날은 12월 28일부터 1월 15일, 판매량이 가장 높은

날은 1월 10일부터 1월 30일, 판매가 종료되는 날은 4월 12일부터 6

월 1일 까지 연도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과 1년 주변으로

넓게 퍼져있는 높은 자기상관을 미루어 볼 때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 다

른 주기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연 단위 장기의 계절성이 반복

되지만 그 주기가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두 시계열에서는 연도에

따라 동적으로 변하는 계절적 패턴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자면 본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가

농식품 판매량의 주요 특징인 높은 변동성과 다양한, 동적으로 변하는

계절적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선형 관계

만을 모형화 가능한 통계 기반 모델로는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

으며 충분한 예측성능을 낼 수 없음을 확인했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

한 데이터가 농식품 판매 시계열의 특성을 잡아낼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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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전이 학습여부에 따른 예측 성능 비교

Pre-

training

예측

변수

Train 

R^2

Test 

R^2

Train 

MAPE

Test 

MAPE

Train 

RMSE

Test 

RMSE

O
1 일

판매량
0.8132 0.7821 30.21 41.32 12.32 14.12

X
1 일

판매량
0.8013 0.7521 32.31 46.51 12.71 16.23

O
1 주

판매량
0.8827 0.9616 8.31 1.24 38.31 20.31

X
1 주

판매량
0.8438 0.9526 10.24 4.34 44.51 26.12

O
1 달

판매량
0.8001 0.9446 12.43 6.46 81.15 43.21

X
1 달

판매량
0.7145 0.8457 18 14.32 110.1 67.15

(표 3) 전이 학습 여부에 따른 모델의 예측 성능

본 절에서는 전이학습을 적용한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의 예측

성능을 비교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76개 품목에 대해 1일, 1주, 1달

간의 판매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학습 한 후 학습 세트와 평가 세트에서

예측 성능을 확인했다. 사전학습을 통해 다른 농식품 시계열의 분포를

학습한 모델이 다음 날, 다음 주, 다음 달 판매량 예측에서 세가지 지표

모두 높은 예측 성능을 보였다. 다음 날과 다음 주의 판매량 예측에서는

성능 차이가 크진 않았지만 다음 달의 판매량 예측에서는 세가지 지표

모두에서 큰 예측 성능 차이를 보였다. 이는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조학습 방법으로 학습한 다수의 농식품 판매 시계열 분포가 판매량

예측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둘째, 이 분포에 대한 잠재변수를

농식품 판매량 예측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부적인 지표에서는 예측 단위 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 단위 예측에서 두 방법 모두 41.32, 46.51로 상당히 높은

MAPE을 보였는데 이는 ARIMA 모델에서 높은 MAPE을 보였던 것과

유사하게 판매량 시계열에 0이 많은 것에 기인한다. 주 단위, 월 단위

예측에서는 판매량이 0인 경우를 더 쉽게 예측할 수 있어 다른 성능

지표 대비 MAPE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RMSE의 경우에도

일단위에서는 비교적 큰 값을 가지지만 주, 월 단위에서는 허용 가능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주, 월 단위 예측에서 판매량의 합을

예측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이들을 종합하여 볼 때 대조학습을 통해 다수의 상품 시계열의



53

분포를 학습한 모델이 더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이지만 이는 주 단위, 월

단위 예측에서만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는 일 단위 예측은 대조학습과 셀프-어텐션이 적용된 모델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대조학습을 통해 학습한 분포에

대한 정보는 주 단위, 월 단위의 예측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추가로 주 단위, 월 단위 예측에서 학습세트의 성능 지표가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의외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상당히 복잡한

함수 형태를 가지는 인공신경망 모델 학습 과정에서 흔치 않은 현상이다.

저자는 이 결과가 농식품 시계열의 변동성에 기인한다고 추측한다.

학습에 활용된 2011년 – 2015년 데이터의 분포가 상이할 시 이를

하나의 모델로 정확히 나타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제 3 절 Positional Encoding에 따른 예측 성능 비교

Positional

encoding

예측

변수

Train 

R^2

Test 

R^2

Train 

MAPE

Test 

MAPE

Train 

RMSE

Test 

RMSE

합성곱 층
1 일

판매량
0.8132 0.7821 30.21 41.32 12.32 14.12

합성곱 층
1 주

판매량
0.8827 0.9616 8.31 1.24 40.31 35.31

합성곱 층
1 달

판매량
0.8001 0.9446 12.43 6.46 85.15 43.21

Absolute
1 일

판매량
0.7923 0.7751 34.21 48.6 16.4 19.31

Absolute
1 주

판매량
0.7683 0.9105 12.31 5.47 83.24 49.5

Absolute
1 달

판매량
0.7872 0.8643 16.57 13.91 194.38 163.36

Relative
1 일

판매량
0.8241 0.7931 25.1 37.82 9.85 13.7

Relative
1 주

판매량
0.7729 0.9008 11.62 7.65 90.36 52.34

Relative
1 달

판매량
0.7474 0.7683 15.47 15.43 240.81 214.15

(표 4) Postional Encoding 방법에 따른 예측 성능

본 연구는 셀프-어텐션 모듈의 다양한 PE 방법에 대해 다음 날,

다음 1주, 다음 1달 판매량 예측에서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활용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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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공정한 비교를 위해 모두 동일한 PE 방법으로 사전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활용하였다.

예측 성능의 비교 결과 다음 날 판매량 예측에서는 상대적 시점

차이에 따른 편향 방법인 RPB 방법이 가장 높은 예측 성능을 보였다.

해당 방법은 가까운 시점 간의 패턴 인식에 중점을 둔 PE 방법으로

다음날 판매량 예측에서는 가까운 시점에 집중하는 방법이 더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1주일, 1달의 중기적 판매량예측에서는 합성곱 층을 이용한

판매량 예측이 가장 높은 예측성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중기적 판매량

예측에서는 명시적으로 시점 정보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 보다 합성곱

층을 이용해 내재적으로 국소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해 계절적

패턴을 학습하는 것이 농식품 시계열의 계절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추가로 MAPE과 RMSE를 기준으로 해당 예측 성능을 평가했다.

모든 PE 방법들이 일단위 예측에서는 ARMIA를 활용한 모델과

유사하게 높은 예측 성능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매량이 0인

날에 MAPE의 값이 일부 왜곡 되었을 수는 있지만 38% 이상의 오차를

가지는 모델을 일 단위 예측 모델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주 단위 예측에서는 PE 방법과 무관하게 실제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예측 성능(MAPE : 1.24 – 7.65)을 낸다고 볼 수 있다. 월

단위 예측에서는 합성곱 충을 활용한 모델 만이 실제 적용 시 허용

가능한 예측오차(MAPE: 6.46, RMSE 43.21)를 낸다고 판단된다.

제 4 절 모델 구조에 따른 예측 성능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을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모델들과 비교했다. LSTM 모델과의 비교에서는 76개 품목에 대한 예측

값을 확인했고 ARIMA 모델과의 비교에선 감자와 월동무 데이터에서의

예측 성능을 확인했다.

LSTM에 모델과의 비교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1일

판매량과 1주, 1달 판매량 모두에서 본 연구의 모델이 더 높은

예측성능을 보였다. 이는 농식품 판매량의 복잡한 시계열 분포를

설명함에 있어 본 연구의 학습 방법과 모델이 기존 학습방법과

인공신경망 기반 모델보다 적합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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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구조
예측

변수

Train 

R^2

Test 

R^2

Train 

MAPE

Test 

MAPE

Train 

RMSE

Test 

RMSE

셀프

어텐션

1 일

판매량
0.8132 0.7821 30.21 41.32 12.32 14.12

셀프

어텐션

1 주

판매량
0.8827 0.9616 8.31 0.24 40.31 35.31

셀프

어텐션

1 달

판매량
0.8001 0.9446 12.43 6.46 85.15 43.21

LSTM
1 일

판매량
0.7319 0.6687 108.7 154.81 19.22 27.41

LSTM
1 주

판매량
0.7764 0.7254 14.62 27.21 71.44 101.63

LSTM
1 달

판매량
0.7569 0.7443 20.17 21.54 240.4 210.31

(표 5) 모델 구조에 따른 예측 성능

통계모델인 계절적 ARIMA 모델과의 비교에서는 감자와 월동무의

판매량 예측에서의 예측 성능을 비교했다. 비교 결과는 <표 6>와 같이

나타났고 예측치는 <그림 26,27>과 같이 나타났다. 여기서도 실제

판매량은 파란색, 예측 판매량은 주황색을 표시했다.

(그림 26) 셀프-어텐션 모델의 감자 일별 판매량 예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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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셀프-어텐션 모델의 월동무 일별 판매량 예측치

품목 데이터셋 R^2 MAPE RMSE

감자 훈련 세트 0.893 15.7 54.5

감자 검증 세트 0.867 19.63 29.66

월동무 훈련 세트 0.959 4.58 14.9

월동무 검증 세트 0.935 7.46 18.31

(표 6) 셀프-어텐션 모델의 감자, 월동무의 일별 판매량 예측 성능

본 연구의 모델이 ARIMA 모델에 비해 일별 판매량 예측에서의

예측성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파라미터 추정에 활용되지 않은

검증세트에서의 예측 성능 하락이 더 낮아 모델의 일반화 성능 또한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모델이 <그림 26, 27> 

SARIMA에 비해 <그림 24,25> 판매량의 급격한 변화를 더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추가로, 모델은 ARIMA 모델과

달리 하나의 모델로 다양한 품목의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델의 범용성에서도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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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농식품 판매 시계열의 특성을 반영한 판매량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농식품 판매량

데이터의 다양한 특성을 확인하고, 둘째, 이러한 데이터에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확인했으며, 셋째, 기존 연구들이 포착하지 못한

데이터의 특성을 잡아낼 수 있는 학습방법과 모델 구조를 제안했고,

넷째, 이를 실험을 이용해 검증했다.

농식품 판매 시계열은 높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보이며, 다수의

상품 간의 대체 및 보완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다양한 형태의 계절적

패턴을 보인다. 기존 연구들은 통계 기반 시계열 모델과 인공신경망

기반 모델을 중점으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모델 개발을 시도했다. 

하지만 통계 모형의 경우 파라미터에 대한 선형 제약과 고정된 주기의

계절적 패턴만을 모델에 반영할 수 있는 점, 다수의 상품 시계열을

동시에 모델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농식품 판매량의 특성을 잡아내기에

부족하다. 과거 인공신경망 기반 판매량 예측 모델들은 단기적 계절성

만을 반영할 수 있으며 단일 시계열 만을 활용해 판매량 예측을

시도했다. 이러한 접근법 또한 농식품 판매 시계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품간 관계를 모델에 반영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인 대조학습을 활용한 전이학습과 다양한, 동적으로 변하는

계절적 패턴을 잡아낼 수 있는 셀프-어텐션 기반 모델 구조를 제안했다.

대조학습 방법은 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확률변수를 추정하는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분포를 직접 학습하지

않고 실제 표본과 인위적으로 생성한 노이즈 표본을 대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학습한다. 다수의 농식품 간 판매량의 결합 분포 또한

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고 특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대조학습을 활용해 이 분포에 대해 학습을 시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습한 다수 상품 시계열의 결합 분포의 잠재변수를 판매량

예측에 적용하고자 했다. 이는 다수의 상품 판매량 시계열 분포에 대한

정보를 파라미터의 추가 없이 모델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활용할 시 기존 연구들에서 적용하지 못한 다수 상품 판매량

시계열을 고려한 판매량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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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어텐션 기반 모델은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최신

딥러닝 모델 구조로 시점 차이에 제약을 받지 않고 시계열 내에서의

비선형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모델 구조이다. 이 모델은 시계열내의

연관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셀프-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복잡한 시계열 예측에서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이는

구조이다. 이 모델은 시점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모델에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원본 시계열의 실제 시점별 편향항, 어텐션 연산

시 계산에 활용되는 두 시점 간의 시점 차이에 따른 편향항, 합성곱

층을 이용해 포착한 국소 패턴을 활용한 방법이 있다. 이 중 합성곱을

이용한 방법이 동적으로 변하는 계절성을 포착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본 연구는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어떤 방법이 농식품

판매 시계열의 특성을 잘 잡아낼 수 있는지를 검증했다.

모델의 예측 성능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가 농식품

판매 시계열의 특성인 고변동성, 다수의 동적으로 변하는 시계열 패턴을

보이는지를 확인했다. 추가로 통계 모델이 이러한 특성을 지닌

데이터에서 충분한 예측성능을 내지 못한다는 점도 본 연구의 데이터를

통해 검증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학습 방법과 모델 구조의 예측 성능은 예측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한 R� , Mean Average Percentage 

Error(MAPE), Root Mean Squared Error(RMSE)를 통해 검증되었다.

학습 방법에 따른 모델의 예측성능을 비교해본 결과, 대조학습을

활용해 다수의 상품 시계열의 결합 분포에 대해 학습한 모델은 그렇지

않은 모델에 비해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예측에서 더 높은

예측성능을 보였다. 이는 대조학습 방법을 통해 학습한 다수 상품 판매

시계열의 결합 분포에 대한 잠재변수를 농식품 판매량 예측에 전이하여

활용함으로써 다수 시계열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모델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의 시점 정보 반영 방법에 대한 검증에서는 일 단위 예측의

경우 상대적 시점 차이를 이용한 방법이, 주 및 월 단위 예측에서는

합성곱 층을 활용한 방법이 가장 높은 예측 성능을 보였다. 이는 일

단위의 단기 예측에서는 주변 시점 정보에 집중한 방법이 더 적합하며,

주 및 월 단위의 비교적 중기적 예측에는 국소 패턴을 기반으로 동적

계절적 패턴을 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의 예측 성능은 기존에 활용되던 모델과도 비교되었고 기존

모델인 SARIMA, Long Short Term Memory(LSTM, Hochreit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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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midhuber, 1997)과도 비교했고 본 연구의 모델이 더 높은 예측

성능을 보여 농식품 판매 시계열 예측에서의 적합성을 확인했다.

저자가 아는 한 본 연구는 최초로 다수의 판매량 시계열 분포를

고정된 수의 파라미터만으로 학습하는 것을 시도했고 활용된 방법의

예측 성능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다수의 상품 시계열 데이터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였으며 하나의 모델로 다양한

상품에 대한 판매량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판매량 예측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 판매량 예측에 적합한 셀프-어텐션

기반 모델 구조를 탐색하고 검증했다. 셀프-어텐션 기반 모델은 자연어

처리와 음성 등 시계열 데이터의 모델링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며

활용되어왔다(Devlin et.al. 2018, Schneider et.al., 2019). 저자는

셀프-어텐션 기반 모델이 우수한 예측 성능을 냄에도 음성, 영상,

텍스트가 아닌 다른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에서 활용되지 못한

것은 여타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모델 구조에 대한 탐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농식품 판매량 예측에 적합한 셀프-

어텐션 기반 모델 구조를 검증해 이후 연구들에서 셀프-어텐션 기반

모델의 적용을 용이하게 했다.

딥러닝 모델은 어떠한 예측문제에 대해서도 작은 오차로 근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내재적으로 잠재변수를 학습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복잡한 예측 문제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뛰어나다.

하지만 유통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이를 활용한 연구가

제한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변동성이 높고 계절적 패턴이

변하는 판매량 시계열에 적합한 모델 구조와 학습 방법을 제안하였고

후속 연구에서 이 연구를 발판 삼아 더 많은 딥러닝 기법들을 이

도메인에서 시도하고 적용하기를 기대한다.



60

참고 문헌

Aburto, L., & Weber, R. (2007). Improved supply chain 

management based on hybrid demand forecasts. Applied Soft 

Computing, 7(1), 136-144.

Alon, I., Qi, M., & Sadowski, R. J. (2001). Forecasting aggregate 

retail sales:: a comparison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traditional 

methods.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8(3), 147-156.

Aman, Z., Ezzine, L., Erraoui, Y., El Bahi, Y. F., & El Moussami, 

H. (2021). Seeking Accuracy in Forecasting Demand and Selling 

Prices: Comparison of Various Methods. Forecasting in Mathematics, 

121.

Arunraj, N., Ahrens, D., Fernandes, M., & Müller, M. (2014). 

Time series sales forecasting to reduce food waste in retail industry.

Arunraj, N. S., Ahrens, D., & Fernandes, M. (2016). Application 

of SARIMAX model to forecast daily sales in food retail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s (IJORIS), 7(2), 1-21.

Bakker, J., & Pechenizkiy, M. (2009, September). Food 

wholesales prediction: What is your baseline?. In International 

Symposium on Methodologies for Intelligent Systems (pp. 493-502). 

Springer, Berlin, Heidelberg.

Bahdanau, D., Cho, K., & Bengio, Y. (2014). Neural machine 

translation by jointly learning to align and translate. arXiv preprint 

arXiv:1409.0473.

Bratina, D., & Faganel, A. (2008). Forecasting the primary 

demand for a beer brand using time series 

analysis. Organizacija, 41(3).

Bardes, A., Ponce, J., & LeCun, Y. (2021). Vicreg: Variance-

invariance-covariance regularization for self-supervised learning. 

arXiv preprint arXiv:2105.04906.

Bengio, Y., Courville, A., & Vincent, P. (2013). Representation 

learning: A review and new perspectives.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35(8), 1798-1828.

Canova, F., & Ghysels, E. (1994). Changes in seasonal patterns: 



61

are they cyclical?.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18(6), 

1143-1171.

Cadavid, J. P. U., Lamouri, S., & Grabot, B. (2018, July). Trends 

in machine learning applied to demand & sales forecasting: A review.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logistics and 

supply chain.

Chen, X., & He, K. (2021). Exploring simple siamese 

representation learning. In Proceedings of the IEEE/CVF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 15750-15758).

Cheriyan, S., Ibrahim, S., Mohanan, S., & Treesa, S. (2018, 

August). Intelligent Sales Prediction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In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Electronics & Communications Engineering (iCCECE) (pp. 53-58). 

IEEE.

Choi, T. M., Hui, C. L., & Yu, Y. (Eds.). (2013). Intelligent 

fashion forecasting systems: models and application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Chu, C. W., & Zhang, G. P. (2003). A comparative study of linear 

and nonlinear models for aggregate retail sales forecas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86(3), 217-231.

Clark, K., Luong, M. T., Le, Q. V., & Manning, C. D. (2020). 

Electra: Pre-training text encoders as discriminators rather than 

generators. arXiv preprint arXiv:2003.10555.

Cybenko, G. (1989). "Approximation by superpositions of a 

sigmoidal function". Mathematics of Control, Signals, and Systems

Devlin, J., Chang, M. W., Lee, K., & Toutanova, K. (2018). Bert: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 arXiv preprint arXiv:1810.04805.

Dickey, D. A., & Fuller, W. A. (1979). Distribution of the 

estimators for autoregressive time series with a unit root.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74(366a), 427-431.

Doganis, P., Alexandridis, A., Patrinos, P., & Sarimveis, H. 

(2006). Time series sales forecasting for short shelf-life food 

products based on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evolutionary 

computing. Journal of Food Engineering, 75(2), 196-204.



62

Du, Z., Qian, Y., Liu, X., Ding, M., Qiu, J., Yang, Z., & Tang, J. 

(2022, May). GLM: General Language Model Pretraining with 

Autoregressive Blank Infilling. In Proceedings of the 60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Volume 1: 

Long Papers) (pp. 320-335).

Ekambaram, V., Manglik, K., Mukherjee, S., Sajja, S. S. K., 

Dwivedi, S., & Raykar, V. (2020, August). Attention based Multi-

Modal New Product Sales Time-series Forecasting. In Proceedings 

of the 26th ACM SIGKD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nowledge 

Discovery & Data Mining (pp. 3110-3118).

Eldele, E., Ragab, M., Chen, Z., Wu, M., Kwoh, C. K., Li, X., & 

Guan, C. (2021). Time-series representation learning via temporal 

and contextual contrasting. arXiv preprint arXiv:2106.14112.

Franses, P. H., & Draisma, G. (1997). Recognizing changing 

seasonal patterns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Journal of 

Econometrics, 81(1), 273-280.

Gabel, S., Guhl, D., & Klapper, D. (2019). P2V-MAP: Mapping 

market structures for large retail assortmen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56(4), 557-580.

Green, P. E., Carmone, F. J., & Wachspress, D. P. (1977). On the 

analysis of qualitative data in marketing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4(1), 52-59.

Gutmann, M., & Hyvärinen, A. (2010, March). Noise-contrastive 

estimation: A new estimation principle for unnormalized statistical 

models. In Proceedings of the thir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atistics (pp. 297-304). JMLR Workshop 

and Conference Proceedings.

Han, K., Wang, Y., Chen, H., Chen, X., Guo, J., Liu, Z., ... & Tao, 

D. (2020). A survey on visual transformer. arXiv preprint 

arXiv:2012.12556.

He, K., Zhang, X., Ren, S., & Sun, J. (2016).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 I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 770-

778).

Hochreiter, S., & Schmidhuber, J. (1997). Long short-term 



63

memory. Neural computation, 9(8), 1735-1780.

Hochreiter, S. (1998). The vanishing gradient problem during 

learning recurrent neural nets and problem solu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Uncertainty, Fuzziness and Knowledge-Based 

Systems, 6(02), 107-116.

Islam, M. A., Jia, S., & Bruce, N. D. (2020). How much position 

information do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encode?. arXiv preprint 

arXiv:2001.08248.

Jin, Y., Gao, M., & Yu, J. (2021, July). A Transformer Based 

Sales Prediction of Smart Container in New Retail Era. In 2021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ep Learning Technologies (ICDLT) 

(pp. 46-53).

Kang, S., 1991. An investigation of the use of feedforward neural 

networks for forecasting. Ph.D. Dissertation, Kent State University, 

Kent, Ohio, 1991.

Kadra, A., Lindauer, M., Hutter, F., & Grabocka, J. (2021). 

Regularization is all you Need: Simple Neural Nets can Excel on 

Tabular Data. arXiv preprint arXiv:2106.11189.

Karb, T., Kühl, N., Hirt, R., & Glivici-Cotruta, V. (2020). A 

network-based transfer learning approach to improve sales 

forecasting of new products. arXiv preprint arXiv:2005.06978.

Khosla, P., Teterwak, P., Wang, C., Sarna, A., Tian, Y., Isola, P., ... 

& Krishnan, D. (2020). Supervised contrastive learning.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33, 18661-18673.

Kidger, Patrick; Lyons, Terry (July 2020). Universal 

Approximation with Deep Narrow Networks. Conference on Learning 

Theory.

Kingma, D. P., & Ba, J. (2014). Adam: A method for stochastic 

optimization. arXiv preprint arXiv:1412.6980.

Kitaev, N., Kaiser, Ł., & Levskaya, A. (2020). Reformer: The 

efficient transformer. arXiv preprint arXiv:2001.04451.

Kwiatkowski, D., Phillips, P. C., Schmidt, P., & Shin, Y. (1992). 

Testing the null hypothesis of stationarity against the alternative of 

a unit root: How sure are we that economic time series have a unit 

root?. Journal of econometrics, 54(1-3), 159-178.



64

Lakner, Z., & Baker, G. A. (2014). Struggling with uncertainty: 

the state of global agri-food sector in 2030. International Food and 

Agribusiness Management Review, 17(1030-2016-83031), 141-

176.

Lakshmanan, B., Vivek Raja, P. S. N., & Kalathiappan, V. (2020). 

Sales Demand Forecasting Using LSTM Network.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volutionary Computations in Engineering Systems 

(pp. 125-132). Springer, Singapore.

Landwehr, N., Hall, M., & Frank, E. (2005). Logistic model trees. 

Machine learning, 59(1-2), 161-205.

Le-Khac, P. H., Healy, G., & Smeaton, A. F. (2020). Contrastive 

representation learning: A framework and review. IEEE Access.

Liu, P., Yuan, W., Fu, J., Jiang, Z., Hayashi, H., & Neubig, G. 

(2021). Pre-train, prompt, and predict: A systematic survey of 

prompting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rXiv preprint 

arXiv:2107.13586.

Liu, X., & Ichise, R. (2017, July). Food sales prediction with 

meteorological data—a case study of a japanese chain supermarket.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Mining and Big Data (pp. 93-

104). Springer, Cham.

Loureiro, A. L., Miguéis, V. L., & da Silva, L. F. (2018). Exploring 

the use of deep neural networks for sales forecasting in fashion retail. 

Decision Support Systems, 114, 81-93.

Manchanda, P., Ansari, A., & Gupta, S. (1999). The “shopping 

basket”: A model for multicategory purchase incidence decisions. 

Marketing science, 18(2), 95-114.

Meade, N., & Smith, I. M. (1985). ARARMA vs ARIMA—a study 

of the benefits of a new approach to forecasting. Omega, 13(6), 519-

534.

Mentzer, J. T., & Bienstock, C. C. (1998). Sales forecasting 

management: understanding the techniques, systems and 

management of the sales forecasting process. SAGE Publications, 

Incorporated.

Nair, V., & Hinton, G. E. (2010, January). Rectified linear units 

improve restricted boltzmann machine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65

Machine Learning 2010.

Oord, A. V. D., Li, Y., & Vinyals, O. (2018). Representation 

learning with contrastive predictive coding. arXiv preprint 

arXiv:1807.03748.

Qi, X., Hou, K., Liu, T., Yu, Z., Hu, S., & Ou, W. (2021). From 

Known to Unknown: Knowledge-guided Transformer for Time-

Series Sales Forecasting in Alibaba. arXiv preprint arXiv:2109.08381.

Qi, Y., Li, C., Deng, H., Cai, M., Qi, Y., & Deng, Y. (2019, 

November). A deep neural framework for sales forecasting in e-

commerce. In Proceedings of the 28th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pp. 299-308).

Quenouille, M. H. (1957). The analysis of multiple time-

series (No. 519.232 Q84).

Radford, A., Wu, J., Child, R., Luan, D., Amodei, D., & Sutskever, 

I. (2019). Language models are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s. 

OpenAI blog, 1(8), 9.

Raffel, C., Shazeer, N., Roberts, A., Lee, K., Narang, S., Matena, 

M., ... & Liu, P. J. (2019). Exploring the limits of transfer learning 

with a unified text-to-text transformer. arXiv preprint 

arXiv:1910.10683.

Robinson, J., Chuang, C. Y., Sra, S., & Jegelka, S. (2020). 

Contrastive learning with hard negative samples. arXiv preprint 

arXiv:2010.04592.

Rumelhart, D. E., Hinton, G. E., & Williams, R. J. (1986). Learning 

representations by back-propagating errors. nature, 323(6088), 

533-536.

Russell, G. J., & Petersen, A. (2000). Analysis of cross category 

dependence in market basket selection. Journal of Retailing, 76(3), 

367-392.

Santurkar, S., Tsipras, D., Ilyas, A., & Mądry, A. (2018, 

December). How does batch normalization help optimization?. In 

Proceedings of the 3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pp. 2488-2498).

Schneider, S., Baevski, A., Collobert, R., & Auli, M. (2019). 

wav2vec: Unsupervised pre-training for speech recognition. arXiv 



66

preprint arXiv:1904.05862.

Somepalli, G., Goldblum, M., Schwarzschild, A., Bruss, C. B., & 

Goldstein, T. (2021). SAINT: Improved Neural Networks for Tabular 

Data via Row Attention and Contrastive Pre-Training. arXiv preprint 

arXiv:2106.01342.

Sun, Y., Wang, S., Li, Y., Feng, S., Chen, X., Zhang, H., ... & Wu, 

H. (2019). Ernie: Enhanced representation through knowledge 

integration. arXiv preprint arXiv:1904.09223.

Tanaka, K. (2010). A sales forecasting model for new-released 

and nonlinear sales trend products.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37(11), 7387-7393.

Thall, N. (1992). Neural forecasts: A retail sales booster. 

Discount Merchandiser, 32(10), 41-42.

Tiao, G. C., & Box, G. E. (1981). Modeling multiple time series 

with applic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76(376), 802-816.

Torrey, L., & Shavlik, J. (2010). Transfer learning. In Handbook 

of research on machine learning applications and trends: algorithms, 

methods, and techniques (pp. 242-264). IGI global.

Tsoumakas, G. (2019). A survey of machine learning techniques 

for food sales prediction. Artificial Intelligence Review, 52(1), 441-

447.

Vaessen, N., & van Leeuwen, D. A. (2021). Fine-tuning 

wav2vec2 for speaker recognition. arXiv preprint arXiv:2109.15053.

van der Vorst, J. G., Beulens, A. J., de Wit, W. V., & van Beek, P. 

(1998). Supply chain management in food chains: Improving 

performance by reducing uncertainty.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 

Operational Research, 5(6), 487-499.

Vaswani, A., Shazeer, N., Parmar, N., Uszkoreit, J., Jones, L., 

Gomez, A. N., ... & Polosukhin, I. (2017). Attention is all you need.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30.

Vavliakis, K. N., Siailis, A., & Symeonidis, A. L. (2021). 

Optimizing Sales Forecasting in e-Commerce with ARIMA and LSTM 

Models. In WEBIST (pp. 299-306).

Wu, Z., Xiong, Y., Yu, S. X., & Lin, D. (2018). Unsupervised 



67

feature learning via non-parametric instance discrimination. I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 3733-3742).

Yoon, J., Zhang, Y., Jordon, J., & van der Schaar, M. (2020). Vime: 

Extending the success of self-and semi-supervised learning to 

tabular domain.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33, 11033-11043.

Zaremba, W., Sutskever, I., & Vinyals, O. (2014). Recurrent 

neural network regularization. arXiv preprint arXiv:1409.2329.

Zhao, J., Huang, F., Lv, J., Duan, Y., Qin, Z., Li, G., & Tian, G. 

(2020, November). Do rnn and lstm have long memory?.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pp. 11365-11375). 

PMLR.!

van der Schouten, F. A., van Eijs, M. J., & Heuts, R. M. (1994). 

The value of supplier information to improve management of a 

retailer's inventory. Decision Sciences, 25(1), 1-14.

van der Vorst, J. G., Beulens, A. J., de Wit, W. V., & van Beek, P. 

(1998). Supply chain management in food chains: Improving 

performance by reducing uncertainty.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 

Operational Research, 5(6), 487-499.

Žliobaitė, I., Bakker, J., & Pechenizkiy, M. (2012). Beating the 

baseline prediction in food sales: How intelligent an intelligent 

predictor is?.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39(1), 806-815.



68

Abstract

Youngbin Jang

Major in Regional Informatio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ales prediction model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ri-food sales time series. To this end, we 

proposed a method that 1) is suitable for highly volatile agri-food 

sales data, 2) can capture dynamically changing seasonality of 

various cycles, and 3) can reflect the relationship of multiple time 

series with only a fixed number of parameters.

A self-attention model was used to capture the non-linear 

pattern of the agri-food time series. This model can capture non-

linear patterns and can model various seasonality by adjusting 

positional encoding methods. In addition, to jointly model multiple 

sales time series data, the joint distribution of product time series 

data was learned using contrast learning. And the latent variables 

learned in this process were transferred to sales prediction.

"A" consumer cooperative's agri-food sales time series data was 

used for the model's development and validation. Agri-food sales 

time-series of A consumer cooperative demonstrates the 

characteristics suitable for validating this research model, as they 

show high volatility and various and changing seasonal patterns. The 

Pretraining method and model proposed were compared with 

previous methods Using this data. The result shows that proposed 

methods outperform previous methods in daily, weekly, and monthly 

sales prediction.

Keyword : Agir-food, Sales Prediction, Transfer learning,

Contrastinve learning, Self-atten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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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품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본 부록에서는 연구에 활용된 A 생협의 76개 채소류 품목의 기술

통계를 명시했다. 변동성은 표준편차와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값인

변동 계수(Coefficient of varation)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품목 명 평균 표준편차 변동 계수

고구마 71.98 76.48 1.06

솔부추 1.63 2.05 1.26

숙주나물 18.87 14.89 0.79

시금치 37.35 38.18 1.02

쌈배추 9.31 13.73 1.47

쌈양상추 4.74 4.47 0.94

쌈채소모음 10.69 8.02 0.75

쌈케일 1.08 1.31 1.21

쑥갓 3.71 3.99 1.07

아욱 7.41 6.90 0.93

알비트 2.32 3.18 1.38

알토란 2.15 3.58 1.66

애호박말림 0.40 0.70 1.74

양배추 94.44 77.73 0.82

양상추 11.85 13.12 1.11

양송이버섯 11.61 9.43 0.81

양파 256.72 172.47 0.67

얼갈이 20.88 20.05 0.96

연근 12.29 13.47 1.10

연근말림 0.26 0.43 1.68

연근채 6.72 7.30 1.09

열무 19.03 22.51 1.18

오이 56.69 62.68 1.11

오이맛풋고추 4.44 5.71 1.29

우엉 17.51 12.73 0.73

월동무 65.24 89.20 1.37

자색양파 12.17 19.62 1.61

적양배추 6.84 8.64 1.26

중파 43.39 48.65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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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파 18.12 26.22 1.45

찰옥수수 17.19 25.01 1.46

청경채 4.34 4.46 1.03

청양고추 1.73 2.53 1.46

취나물 2.60 4.38 1.68

치커리 1.07 1.40 1.31

콜라비 9.13 13.01 1.43

콩나물 110.66 61.82 0.56

파프리카 5.73 7.93 1.38

팽이버섯 10.54 7.08 0.67

곤드레나물 2.17 3.21 1.48

표고버섯 11.88 10.89 0.92

풋고추 3.90 5.50 1.41

피망 7.78 11.43 1.47

호박고구마 39.40 55.94 1.42

가지 19.71 25.59 1.30

근대 6.55 5.95 0.91

깐마늘 13.61 10.67 0.78

꽈리고추 2.31 3.46 1.50

가지말림 0.57 0.93 1.63

느타리버섯 21.83 17.24 0.79

단호박 16.72 22.67 1.36

달래 2.06 3.12 1.51

당근 130.30 107.42 0.82

대파 53.35 69.41 1.30

감자 135.64 120.26 0.89

도라지 9.54 10.03 1.05

돌나물 2.23 3.19 1.43

로메인 3.58 3.83 1.07

마 2.31 3.78 1.64

마늘 27.98 40.83 1.46

만가닥버섯 7.89 6.38 0.81

무 71.18 80.90 1.14

무말림 2.06 2.28 1.11

무시래기 1.06 1.50 1.42

미나리 7.70 8.96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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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단호박 42.47 56.65 1.33

방풍나물 0.92 1.15 1.24

부추 23.05 22.60 0.98

브로컬리 36.14 34.93 0.97

비름나물 5.48 6.63 1.21

비타민고추 2.72 4.04 1.49

비타민채소 2.17 2.75 1.27

삶은고사리 4.05 3.89 0.96

삶은무시래기 2.33 2.82 1.21

상추 23.70 18.00 0.76

새송이버섯 15.95 11.61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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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연구 모델 Hyper Parameter

Part Parameter name Value

Conv layer1 Kernel size 5

Conv layer1 Stride 1

Conv layer1 Padding 2

Conv layer1 Number of Channels 64

Conv layer1 Activation function ReLu

Conv layer2 Kernel size 5

Conv layer2 Stride 1

Conv layer2 Padding 2

Conv layer1 Number of Channels 128

Conv layer1 Activation GeLu

FC layer1

(embedding)

Hidden dimension 128

FC layer1

(embedding)

Activation fuction GeLu

FC layer2

(embedding)

Output dimension 128

FC layer2

(embedding)

Activation fuction GeLu

Transformer Number of heads 4

Transformer Hidden dimension 128

Transformer Positionwide Feed Forward 

hidden dimension

64

Transformer Dropout1 0.3

Transformer Dropout2 0.3

Transformer

(Relative 

position)

Max distance 512

Temporal 

Contrasting

Sampled Timestep 50 – 80 sampled 

from uniform dist.

Contextual 

contrasting

Projection head dimension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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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raining Lambda(loss ratio) 0.7

Pretraining Learning rate 0.003

Pretraining Temperature(Noise 

contrasting estimation)

0.2

Pretraining Training epoch 100

Pretraining Training batch size 32

Finetuning Learning rate 0.003

Finetuning Training epoch 200

Finetuning Training batch size 32

Optimizer Beta1 0.9

Optimizer Beta2 0.99

Optimizer Gradient cli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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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Transformer 블록

Transformer model은 다수의 셀프-어텐션 연산을 하기 위해

multi-head attention을 적용, 학습의 안정화를 위해 residual 

connection, batch normalization, feedforward network를 추가한 모듈

이다. 해당 모듈의 연산 과정은 다음을 따른다(Vaswani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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