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DIS NDVI와 강수량 자료를 이용한 북한의 벼 수량 추정 연구

홍석영†·나상일·이경도·김용석·백신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기후변화생태과

A Study on Estimating Rice Yield in DPRK Using MODIS NDVI and Rainfall Data

Suk Young Hong†, Sang-Il Na, Kyung-Do Lee, Yong-Seok Kim and Shin-Chul Baek
Climate Change and Agroecology Division,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NA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Abstract : Lack of agricultural information for food supply and demand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Korea(DPRK) make people sometimes confused for right and timely decision for policy support.
We carried out a study to estimate paddy rice yield in DPRK using MODIS NDVI reflecting rice growth
and climate data. Mean of MODIS NDVImax in paddy rice over the country acquired and processed from
2002 to 2014 and accumulated rainfall collected from 27 weather stations in September from 2002 to
2014 were used to estimated paddy rice yield in DPRK.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f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0.44 and Root Mean Square Error(RMSE) was 0.27 ton/ha. Two-way analysis of
variance resulted in 3.0983 of F ratio and 0.1008 of p value. Estimated milled rice yield showed the lowest
value as 2.71 ton/ha in 2007, which was consistent with RDA rice yield statistics and the highest value as
3.54 ton/ha in 2006, which was not consistent with the statistics. Scatter plot of estimated rice yield and
the rice yield statistics implied that estimated rice yield was higher when the rice yield statistics was less
than 3.3 ton/ha and lower when the rice yield statistics was greater than 3.3 ton/ha. Limitation of rice yield
model was due to lower quality of climate and statistics data, possible cloud contamination of time-series
NDVI data, and crop mask for rice paddy, and coarse spatial resolution of MODIS satellite data. Selection
of representative areas for paddy rice consisting of homogeneous pixels and utilization of satellite-based
weather information can improve the input parameters for rice yield model in DPRK in the future.
Key Words : MODIS NDVI, Rainfall data, Rice, Yield, DPRK

요약 : 식량수급을 이해하기 위한 농업 현황 정보가 부족한 북한을 대상으로 위성영상과 기후자료를 이용

하여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벼 수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2002

년부터 2014년까지의 MODIS 위성 식생지수 평균 NDVI 최대값과 27개 관측지점의 9월 강수량 자료를 이

용하여 북한의 벼 수량 값을 추정하였다. 모형의 결정계수는 0.44, RMSE는 0.27 ton/ha로 다소 크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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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 사회는 북한의 농업 현황과

식량수급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올해 6월 17일 연합뉴스는 “북한, 100년만

의 가뭄으로 피해 극심”을 보도하였고, 6월 20일 아주경

제는 “유엔, 북한 가뭄으로 식량 사정 악화… 올해 쌀 수

확량 12% 감소” 보도를 통해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가 북한의 올해 쌀 수

확 추정치가 지난 해(260만톤)보다 12% 감소한 230만톤

으로 추정하였고 올해 생산량이 최근 5년간 평균치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을 인용하였다. 대부분의 보

도자료는 FAO 또는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의 발표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통계자료를 발표하거나 공개하지 않기 때

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는 국내외 신문 또는 방송을 통

해 보도되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해 나가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성영상을 이용해서 직접 현장을 가지 않고도 우주에서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북한의 농업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면 객관적

인 자료의 주기적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격탐사(remote sensing) 기술을 기반으로 넓은 지역

을 대상으로 지표면에 대한 파장대별 반사 특성 데이터

의 형태로 얻어지는 위성영상 자료를 이용한다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북한 농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업에서 원격탐사는

작물, 토양, 물, 기후를 포함하는 농경지 표면의 상태를

탐지(detect)하고 정량화(quantify) 함으로써 농경지 및

농업환경에 대한 장·단기적인 관리 방안과 정책지원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Hong et al., 2004).

FAO는 북한을 포함하여 식량위기에 놓인 국가를 대

상으로한작황보고서를매년생산하여작황조기예보시

스템(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GIEW)

을통하여공개하고있다(http://www.fao.org/giews/english

/index.htm). 미국 농무부의 외국농업청(FAS, Foreign

Agricultural Service)에서도 가뭄이나 홍수 등 재해가 있

는 경우에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비정기적으로 농경지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작물 생육과 관련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http://www.pecad.fas.usda.gov/ highlights

/2015/07/northkorea/index.htm).

원격탐사를 이용하여 북한의 농업과 환경에 관해 수

행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국내에서는 Yeom et al.(2008)이

1999부터 2005년까지 촬영한 SPOT/VEGETATION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를 이용

하여 산림과 농경지를 중심으로 식생 활력도의 연간 변

화 특성을 관찰하여 가뭄과 홍수의 영향을 파악하고 위

성영상 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 및

기상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Cha et al.(2009)은 북한 북부 고원지대 식생의 생물 계절

주기 분석을 통하여 연차별 식생 성장 변화 특성을 정

량화하고자 하였으나 현장에 대한 조사자료나 정확한

이해가 없이 장기적인 변화를 감지하기 힘든 한계를 논

하였다. Do et al.(2012)은MODIS의 광합성 유효복사 흡

수율과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WRF) 기상자

료를 이용하여 북한 지역의 총일차생산성 추정을 시도

하였으나 현장자료의 부재로 산림과 농업 분야의 식생

형별 생물리학적 계수값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

였다.

북한의 농경지 분류 및 면적 산정에 대해서는 Landsat

TM 영상 등을 이용한 북한의 논, 밭을 포함한 토지피복

분류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Hong et al., 2008), Rapid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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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고, 분산분석결과 F비가 3.0983, 유의확률이 0.1008을 보였다. 벼논 지역의 MODIS 평균 NDVI 최대값

과 등숙기의 기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북한의 벼 수량은 2007년이 2.71 ton/ha로 가장 낮게, 2006년이

3.54 ton/ha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계 값과 추정 값의 산점도를 통하여 비교한 결과 벼 수량이 약 3.3

ton/ha 보다 적을 때는 모형의 추정 값이 높고 그 이상일 때는 통계 값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었다. 모

형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사용되는 위성영상의 품질, 단일 시기의 벼논 마스크 영상, 기상 관측지점의 수

와 자료의 품질, 통계 값의 품질 등으로 벼 수량에 대한 추정 성능의 한계가 있지만 객관적 자료를 사용하여

재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모형 구동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의 품질을 높여 나가야 하

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영상의 육안판독을 통하여 북한 전역의 벼논 지역을 분

류하고 면적을 산정한 바 있다(Hong et al., 2012a).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밭 또는 밭작물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는 연구 결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QuickBird 영상의

육안판독을 통하여 임진강 유역의 농경지 이용 현황을

분류한 보고(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2006)에

서 밭을 평탄지밭, 비탈밭(경사지밭), 계단밭, 인삼밭으

로 분류하였으나 작물을 구분하지는 못하였다.

Hong et al.(2009)은 북한 대부분의 지역을 매일

지 나 가 며 촬 영 하 는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 영상 식생지수 중 하나인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NDVI)를 이용

하여 북한의 쌀 수량 추정 가능성을 연구한 바 있다. 북

한의 벼논 지역에 대한 관심지역을 위도별로 설정하여

값을 추출하고 벼 수량과의 상관성이 가장 높은 생육단

계의 NDVI 값을 이용하여 모형을 작성하고 벼 수량을

추정하였다. 벼의 생육기간 중 측정한NDVI와 최종 벼

수량과의 상관성은 단일시기로 유수형성기, 개화기, 출

수기 사이에 가장 높다는 이전의 결과를 반영하였다

(Hong et al., 1997; Kim et al., 2007). 한편 환경요인으로는

벼가 여무는 등숙기의 기상이 출수기 이후 벼 수량을 결

정하는데 가장 중요하므로 수량 추정의 요인으로 채택

되었던 우리나라의 결과도 참고할 수 있었다(Hong et

al., 2012b). Carnegie-Ames-Stanford Approach(CASA) 모

형을 이용한 우리나라와 미국 주요 작물에 대한 수량 추

정을 시도하였고 국가 및 지역단위 작황 추정에 활용 가

능함을 알 수 있었다(Na et al., 2013; Na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을 통하여 파악하는 식생지

수와 기상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벼 수량 추

정에 적용했던 모형의 개념을 북한의 벼 생육상황이나

수량 추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어떠한 한계

점과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논하고자 하였다.

2. 사용자료 및 방법

1) MODIS 산출물 영상처리 및 기상자료

본 연구에서는 전지구 환경모니터링을 목적으로 미

국에서 발사한 Terra와 Aqua 위성에 장착되어 있는

MODIS 센서 중 Aqua MODIS로부터 수집된 육상 산출

물 중 MYD13Q1(NDVI) 자료를 이용하였다. NDVI는

250m의 공간해상도로 16일 간격으로 합성된 자료가 제

공된다(http://earthexploere.usgs.gov). 2002년부터 2014

년까지 제작된MODIS 산출물을 수집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 북한 지역에 해당되는 MODIS h27v4

(35.34/116.35)와 h27v05(45.82/135.36)의 granule로부터

수집된 자료의 NDVI와 QC/QA 자료 항목을 추출하

고, 각 granule을 영상접합(Mosaic) 한 후, Sinusoidal 투영

체계에서 UTM Zone 52N 좌표체계로 변환하였다. 또

한, 보정계수(Scale factor)를 적용하여 -1에서 +1 사이의

NDVI 값으로 표현되도록 변환하여 자료분석에 사용하

였다.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NASA)

에서 제공하는MODIS 영상처리 프로그램을 토대로 농

촌진흥청이 자체 개발한MODIS 자동 전처리 프로그램

을 활용해 영상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RDA, 2011).

관측자료를 이용한 기상정보 생산을 위해서, 강수량

은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북

한의 27개 관측지점 자료를 이용하였다(http://sts.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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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s of 27 weather stations in DPRK.



go.kr/). 관측되고 있는 기상요인은 최저, 최고 기온과

강수량이다. 27개 관측지점의 위치는 Fig. 1.과 같이 북

한의 전역에 공간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지점

의 수가 우리나라에 비해 작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3시간 간격으로 제공되고 있는 강수량 자료를 수집하

여 일별 자료를 만들고 모든 지점의 값을 산술평균하여

전국 강수량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우리나라의 벼 수량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등숙기의

기후자료는 벼의 개화·출수 후에 낟알로 영양분이 전

이·축적되고 익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사량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북한의 경우 일사량 또는 일조시

간 자료가 관측되지 않고 있어 일사량과 상관성을 보이

고 있는 간접변수로써 강수량 자료를 사용하였다(Hong

et al., 2012b).

2) 벼논 재배지 격자 및 벼 수량 추정

벼논 지역의 위성 자료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논이 아

닌 지역을 배제하고 논 지역에 해당하는 위성 영상의 자

료값을 추출해야 한다. Hong et al.(2012a)이 RapidEye 영

상을 기반으로 북한 전역에 대해 제작한 논 분포도를

30 m 격자형태로 변환하여 마스킹 영상으로 활용하였

다. 논 마스킹 30 m 격자 영상의 중심좌표에 해당하는

MODIS 위성영상 식생지수의 값을 추출하여 벼 수량

모형 입력변수 데이터셋을 작성하였다.

북한의 벼 수량 통계자료는 농촌진흥청에서 주요 곡

물에 대해 발표하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2010년과

2011년은 자료없음)의 쌀 수량값을 수집하여 자료분석

에 사용하였다(Table 1).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북한

전국단위 벼 수량 추정을 위해서는Hong et al.(2012b)이

제안한 벼 수량은 영양생장기에 얼마나 잘 자랐는지를

위성 영상으로 파악하고 벼의 성숙기 동안의 기후자료

를 이용하는 중회귀 모형의 개념을 적용하였다(Hong et

al., 2012b).

3. 결과 및 고찰

1) 전국 단위 북한 벼 수량 추정

중만생종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벼의 출수일을 8월

20일로 보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 생태형의 분포나 개

화·출수 시기는 추정할 뿐이지 현지 조사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북한의 서해안 평야지대는 우리나라와 같이

중만생종을 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북한에서 개발

된 품종의 특성을 모르고 위도가 높아 우리나라 품종과

는 광반응 특성이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강원도 등 중

부 산간지대, 동해안 남부지대 등 내륙지대는 조생종을

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기후특성에 따라

생태형과 품종이 다르게 혼재되어 있으므로 특정 시기

의 NDVI값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NDVI의 연중 최대

값을 생육변수로 사용하였다(Table 2). NDVI 연중 최

대값은 벼의 유수형성기와 출수기 사이에 나타나고 벼

의 최종 수량과 양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Hong et al., 1997; Kim et al., 2007).

북한의 8월과 9월 누적 강수량과 9월 15일까지 35일

간의 누적 강수량(8월 10일을 대표 출수기로 간주)을 제

작하여 최종 수량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Table 3과

같이 등숙기의 강수량과 벼 수량은 음의 상관성을 보이

고 그 중 9월 강수량과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어, 등숙

기의 기상요인으로써는 강수량을 북한의 벼 수량 모형

입력변수로 사용하였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수집한 벼논의MODIS 평균

NDVI 최대값과 9월강수량을이용하여벼수량추정모

형을 작성하고(Table 5) 해당 모형을 이용하여 벼 수량

예측값을 계산하였다(Table 6). 위성영상과 기후자료를

이용한 북한의 벼 수량 추정 모형의 회귀계수는 Table 4

와 같고 결정계수가 0.44, 평균 제곱근 편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가 0.27로 나타났다. 이원배치 분산

분석의 F값이 3.0983, 유의확률이 0.1008을 보여 통계적

으로는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ong et al.(2012b)이 시도한 우리나라의 벼 수량 추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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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lled rice yields(ton/ha) of DPRK in 2002~2014 announced b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Year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Yield 3.15 2.96 3.19 3.46 3.27 2.60 3.17 3.26 -* - 3.45 3.68 3.77

* No data



과에서는 결정계수가 0.80, 유의확률이 0.0078로 95% 신

뢰수준에서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기초 농업자료

가 부족한 접근 불능지역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이용하

여 설명과 재현(reproducibility)이 가능한 수량 추정 모형

임을 고려할 때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의미 있는 결과

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위성영상과 기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북한의 연도별 벼 수량은 Table 5과 같고 2007년이 2.71

ton/ha로 가장 낮게 2006년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Table 5). 농촌진흥청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벼 수

량 자료와 원격탐사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벼 수량 추

정 값을 비교해보았다(Fig. 2, Fig. 3). 연도별 비교를 살

펴 본 결과, 수량 통계 값이 가장 낮았던 2007년에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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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qua-MODIS mean NDVImax values of paddy rice field in 2002~2014 in DPRK
Year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NDVImax 0.752 0.773 0.778 0.791 0.785 0.757 0.767 0.750 0.793 0.762 0.760 0.769 0.773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rice yield and rainfall from 2002 to 2014(n=13)
Year Rainfall_August Rainfall_September Rainfall_August 10~September 15

Correlation Coefficient -0.50 -0.58* -0.30

* Deno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Table 4.  Multiple regression model based on satellite NDVI and climate data in DPRK
Equation R2 RMSE F Ratio Prob>F

_0.4293+5.1577×NDVImax
_0.003131×RainfallSEP 0.44 0.27 3.0983 0.1008

Table 5.  Estimated rice yields(ton/ha) based on multiple regression model with NDVI and rainfall variables collected in 2002~2014
in DPRK

Year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Estimated Yield

(ton/ha) 3.25 3.26 3.24 3.35 3.54 2.71 3.37 3.35 2.96 3.24 3.11 3.35 3.41

Fig. 2.  Yearly comparison of estimated rice yield based on remote sensing model and RDA statistics for rice yield in 2002~2014 in
DPRK.

Fig. 3. Scatterplot of estimated rice yield based on remote
sensing model and RDA statistics for rice yield in
2002~2014 in DPRK.



정 값도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벼 수량 값이 가장 높았

던 해는 통계 값과 추정 값이 각각 2014년과 2006년으로

차이가 나타났었다(Fig. 2). 통계 값과 추정 값의 산점도

를 통하여 비교해본 결과 약 3.3ton/ha보다 벼 수량이

작을 때는 모형의 추정 값이 높고 그 이상일 때는 통계

값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었다(Fig. 3).

공간해상도 250 m의 MODIS NDVI 영상, 자료 품질

관리에 대해 자신할 수 없는 27개 관측 지점의 기상 자

료, 매년의 재배지역을 반영하기 힘든 단 시기 벼논 재

배지 마스크 영상, 부족한 현지 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추정한 수량 통계 값을 이용하여 객관적 자료를 사용한

재현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크고

모형 구동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들의 품질을 높일 수 있

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모형의 개선을 위한 고찰

이 연구에서는 원격탐사 영상과 기후자료를 기반으

로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북한의 벼 수량 추정 방법

에 대한 사례 연구를 제시하였다. 사용된 원격탐사 기

반 벼 수량 추정 모형 기법은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고 RMSE가 10년 평균 5% 이내로 전국

단위 작황정보 생산에 활용 가능하였다. 모형은 입력 값

으로 위성영상 기반 NDVI와 기상자료를 사용하며 예

측 값으로 벼 수량 값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에 대해 개

발 적용하였던 모형 기법을 북한의 벼 수량 추정을 위

해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이 발생

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구름으로 인한MODIS

NDVI 영상품질의문제를들수있다(Hong et al., 2012b).

둘째, 논 마스크 자료에서 실제 논이 아닌 지역의 자료

값이 포함되었을 수 있으며, 논 마스킹 영상과 MODIS

식생지수의 공간해상도가 다르고 영상 간 위치의 불일

치가 있을 수 있어MODIS 영상의 논 지역NDVI 값 추

출에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의 논 필지의 평균

크기가 0.5 ha 보다도 작다는 점도 250 m 공간해상도를

가진 NDVI 영상을 이용하는데 제한 요인이 될 수 있

다. 셋째, 북한의 기상관측 지점의 수와 기상자료의 품

질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벼 수량 추정을 위한

일사량 및 강수량 자료는 70여 개의 관측소와 500여 개

의 자동기상관측자료(Automatic Weather Station, AWS)

를 모두 이용했던 것에 비해 북한의 벼 수량 추정에는

전국 27개 관측 지점 자료만을 사용하여 기상관측 자

료의 공간 밀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강수량 자료

중에서는 일별 강수량이 300 mm 심지어 600 mm가 넘

는 지점도 있고 주변 관측 지점의 강수량 변화 양상과

다르게 강수량이 적게 기록되는 지점이 있어 자료의

품질에 대해 제고가 필요하다. 넷째, 수량 추정 회귀모

형 개발에 사용한 북한 벼 수량 통계 값의 불확실성이

다. 무엇보다도 발표된 자료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현지 조사자료가 거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주어진 자료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면 첫째 MODIS NDVI

영상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 값 보정 방안을 들 수 있

다. Savitzky-Golay 필터 등 평활 기법을 이용하는 방안

이지만 이 방법은 때로는 작물 생육 특성에 의한 신호

정보 마저 평활하게 할 수 있다는 위험도 함께 갖고 있

다. 궁극적으로는 시계열 자료수집이 보장되면서도 공

간해상도가 향상될 수 있는 위성 영상의 활용이 가능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벼논의 마스크 영상을 이

용하여 위성영상 자료 값을 추출하는 방법인데 마스크

영상 제작을 위해 사용된 영상이 취득된 해 외에는 재

배지역의 불일치로 인해 논이 아닌 지역이 포함될 수

있다. 벼논 전체에 대한 자료 값을 추출하기 보다는 넓

은 평야를 중심으로 늘 벼 재배지로 이용되는 곳을 선

택하여 대표지점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자료 값

만을 추출하여 사용한다면, 혼합 화소로 인한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제한적인 기상관

측 지점의 수와 자료 품질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성을 통해 수집하는 강수, 지표면 온도 자료를 병행

하여 활용하는 방법이다. 천리안 기상 위성을 통해 수

집되는 자료는 약 4 km의 공간 해상도로 전국에 대해

격자 형태로 자료가 얻어지고 30분~1시간 간격의 시계

열 자료의 취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관측되

고 있는 종관기상 관측 값과는 위성 기상자료는 그 특

성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이용별, 계절별 자료의 변동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시공간적인 변화 양상을 작황

정보 생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상관

측 지점의 값을 이용하여 위성자료 기반의 기상자료에

대한 공간 상세화도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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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수량 통계 값

은 현지 표본에 의거한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 불확실한

수량 통계 값을 모형 개발에 이용하는 것 보다는 Na et

al.(2013)이 사용한 CASA모형과 같이 NPP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량을 추정하는 생물리 기반의 방법론

의 개발이 필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상, 작물 생육, 토양, 농업통계 자료

등 농업 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직접 방문해서 현

장 조사를 해 볼 수 없는 북한을 대상으로 위성영상을

통하여 파악하는 식생지수와 기상 관측자료를 이용하

여 벼 생육상황이나 수량을 추정하고 한계점을 고찰하

였다. Hong et al.(2012b)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위성을

통하여 파악하는 생육량과 등숙기의 기상정보를 이용

하여 만든 수량 추정 모형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2002년

부터 2014년까지의 MODIS 위성 식생지수 평균 NDVI

최대값과 27개 관측지점의 9월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

여 북한의 벼 수량 값을 추정하였다. 모형의 결정계수

는 0.44, RMSE는 0.27 ton/ha로 다소 크게 나타났고, 분

산분석의 F비가 3.0983, 유의확률이 0.1008을 보였다. 위

성영상과 기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북한의 벼 수량

은 2007년이 2.71 ton/ha로 가장 적게, 2006년이 3.54

ton/ha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통계 값과 추정 값의 산

점도를 통하여 비교한 결과, 약 3.3 ton/ha 보다 벼 수량

이 적을 때는 모형의 추정 값이 높고 그 이상일 때는 통

계 값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었다.

공간해상도 250 m MODIS NDVI 영상의 구름에 의

한 영향 최소화 방안, 자료 품질관리에 대해 자신할 수

없는 27개 관측 지점의 기상 자료를 극복할 수 있는 위

성 기반 기상자료의 도입, 매년의 재배지역을 반영하기

힘든 단 시기 벼논 재배지 마스크 영상의 한계를 보완

할 수 있는 대표지점 설정, 수량 통계 값에 의존하지 않

는 수량 추정 모형을 개발하는 것 등을 북한의 작황 추

정을 위한 향후의 과제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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