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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S 전천후 기상자료 기반의 생물리학적 벼 수량 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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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ith the increasing socio-economic importance of rice as a global staple food, several
models have been developed for rice yield estimation by combining remote sensing data with carbon cycle
modelling. In this study, we aimed to estimate rice yield in Korea using such an integrative model using
satellite remote sensing data in combination with a biophysical crop growth model. Specifically, daily
meteorological inputs derived from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and radar
satellite products were used to run a light use efficiency based crop growth model, which is based on the
MODIS gross primary production (GPP) algorithm. The modelled biomass was converted to rice yield
using a harvest index model. We estimated rice yield from 2003 to 2014 at the county level and evaluated
the modelled yield using the official rice yield and rice straw biomass statistics of Statistics Korea
(KOSTAT). The estimated rice biomass, yield, and harvest index and their spatial distributions were
investigated. Annual mean rice yield at the national level showed a good agreement with the yield statistics
with the yield statistics, a mean error (ME) of +0.56% and a mean absolute error (MAE) of 5.73%. The
estimated county level yield resulted in small ME (+0.10~+2.00%) and MAE (2.10~11.62%),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county-level yield statistics, the rice yield was over estimated in the counties in Gangwon
province and under estimated in the urban and coastal counties in the south of Chungcheong province.
Compared to the rice straw statistics, the estimated rice biomass showed similar error patterns with the yield
estimates. The subpixel heterogeneity of the 1 km MODIS FPAR (Fraction of absorbed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may have attributed to these errors. In addition, the growth and harvest index models
can be further developed to take account of annually varying growth conditions and growth timings.
Key Words : Rice Yield, LUE, MODIS, All-weather climate data, Crop model

요약 : 벼 등 식량작물 작황 추정의 경제, 산업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생물리 모형과 원격탐사 기반의

위성자료를 활용한 작황 추정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성 기반의 전천후 기상 입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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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벼는 세계 3대 작물 중 하나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

에게 주요한 식량작물 중의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곡

물 수급의 불균형이 큰 가운데, 기후 이변 등에 의해 세

계 각지에서 작물의 단위 면적 당 생산량, 즉 작황(Crop

Yield)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곡물가격의 변동성

이 증가하고 있다(Ewert et al., 2015; Lobell et al., 2014). 이

러한 상황에서 작황의 신뢰도 높은 추정은 국내의 능동

적 수급 조절이나 선물 거래, 농업 정책 수립 등의 중요

한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고 특히 많은 식량과 사료

를 외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안보 측면에

서도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인 작황 추정방법으로는 현

장조사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는 전수조사 방법이 있

으며(Kastens et al., 2005), 그 외에 경향분석, 경험모형,

회귀분석 등이 다양하게 개발 및 적용되었다. 농업 모형

으로는CERES-Maize(Jones et al., 1986), WOFOST(Diepen

et al., 1989), CROPSYST(Stöckle et al., 2003), DSSAT(Jones

et al., 2003) 등이 있으며 작물의 특성에 따른 생육을 모

사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된 유용한 방법이지

만 모형의 입력 변수가 많고 모수화가 매우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진다(Becker-Reshef et al., 2010).

한편 인공위성을 활용한 원격탐사 기반의 작황 추정

은 농업 분야에서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지속적

으로 연구되고 있다(Becker-Reshef et al., 2010; Hong et al.,

2012). 예를 들어, Doraiswamy et al.(2005)은 AVHRR의

NDVI를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미국 North Dakota주의

겨울 밀의 작황을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Becker-Reshef et al.(2010)은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NDVI와 회귀 모형을 이용하

여 미국 Kansas주의 겨울 밀의 작황추정모형을 개발하

고, 이를 우크라이나에 적용한 바 있다. Tao et al.(2005)

은 빛 이용효율(Light Use Efficiency, LUE)을 기반으로

개발된 NPP 추정모형(i.e. CASA, GLO-PEM2 모형)과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옥수수 수확량을 추

정한 바 있다. Yao et al.(2015)은 중국의 옥수수 작황 추

정을 위해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모사하는 생물리모형

(i.e. BEPS 모형)과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내 작

물 수량 추정의 사례연구로 Hong et al.(2012)은 MODIS

NDVI 자료와 벼 수량 간 다중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남

한 지역의 벼 수량을 추정한 바 있다. 또한 Na et al.(2013)

은 MODIS 위성자료와 CASA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쌀 수량을 추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국내 사례연구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픽셀 내 토지피복의

이질성이나 입력자료의 품질 문제 그리고 자연재해 등

의 기후 이변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 향후 보

완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벼의 작황은 기후 이변이나 지역별 기상조건, 또는

작물 재배 방법에 따라 큰 변이를 보이기 때문에 광역

지역에 대해 지속적이고 정확한 추정 자료를 생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생물리 모형과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한 작황 추정연구는 현장조사나 통계조사에 수반

되는 경제적, 시간적 제약에서 자유롭고, 작물 농업 모

형에 대한 입력자료의 복잡성과 광역지역에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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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i.e. 기온, 대기 수증기압 포차, 일사량)와 빛 이용효율 모형을 이용한 생물리적 작물 성장 알고리즘을 벼

에 적용하여 벼의 수확량을 수확 시기 보다 이르게(9월 중순 경)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3년부

터 2014년까지 12년간 경상권을 제외한 국내의 군 단위 행정구역별 벼 수확량을 추정하고, 이를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현미 생산량 통계와 비교, 평가하였다. 벼 건중량, 수확지수 그리고 수확량 추정 결과는 각각 지도

로 작성하여 공간적 분포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도별 전국 평균 추정 건중량은 평균오차(ME)가 0.56%, 평

균절대오차(MAE)가 5.73%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연도별 군 단위 건중량은 ME가 0.10%에서 2.00%,

MAE가 2.10에서 11.62%의 범위를 보였다. 추정된 건중량은 강원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과대 모의하고, 충청

이남의 도심과 서해 인근지역에서 과소 모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건중량과 유관한 통계청 자료(i.e. 볏짚 생

산량)와는 상반된 변동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입력자료의 해상도(1 km)로 인한 픽셀 내 토지피복 이질성으

로 인한 오차로 사료된다. 또한 생육기간 이후 수확시기의 생육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을 향후 연구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동시에 갖

는다.

2000년 이후 지구관측계획(Earth Observing System

Program, EOS)의 일환으로 개발된 다중분광센서인

MODIS가 광역지역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감시

를 통해 대기, 육상, 극지, 해양 등의 전반적인 자료를 무

상으로제공하고있다. MODIS 위성자료는빛이용효율

모형을이용한총일차생산성(Gross Primary Productivity,

GPP)과 순 일차생산성(Net Primary Productivity, NPP)

을 제공하는데, 이 자료를 벼 작물의 작황 추정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우선 MODIS

GPP 자료에서 사용한 빛 이용효율 모형은 작물을 하나

의 식생형으로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작물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호흡을 고려하는 NPP 추정 알

고리즘의 모수가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

운 단점을 가진다. 그리고 모형의 기상 입력자료로 이

용되는 NASA Data Assimilation Office(DAO) 자료는

0.5°×0.67°의 해상도를 가지기 때문에 지역규모에서

지표기상의 공간적인 이질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생물리 과정을 간단하게 모사할 수 있는

빛 이용효율 모형을 적용하여 국내의 벼 수확량을 추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때 벼 작물 성장의 생물

리학적 과정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벼에 특화된 모수

값을 추정하여 MODIS GPP모형을 개선한 작물 성장모

형에 적용하였다. 기상입력자료의 거친 해상도에 의한

지역 규모의 공간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MODIS와

AMSR-E위성자료로부터 1 km 공간해상도의 일 단위

기상입력자료를 직접 추정하여 모형의 입력자료로 사

용하였다. 추정된 벼 수확량 자료는 통계청(KOSIS)에

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와 비교하여 모형을 검증하고, 국

내 작황 예측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2. 자료와 방법

1) 연구지역 및 자료

이 연구는 벼 수확량을 추정하기 위해 남한의 논벼

재배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상권을 제

외한 전국의 총 46개 군 단위 행정구역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도별 쌀 생산량은 2016년을 기준으로 전남

(84만 6천톤), 충남(77만4천톤), 전북(68만7천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 경지면적은 전남(29만8천 ha,

18.1%), 경북(26만8천 ha, 16.3%), 충남(21만5천 ha, 13.1%)

순이며 그 중 논 면적은 전남(18만4천 ha, 20.5%), 충남

(15만1천 ha, 16.9%) 순으로넓게나타났다(http://kosis.kr).

(1) MODIS 위성기반 입력자료

벼 수확량 추정 모형에서는 MODIS와 AMSR-E 자

료를 기반으로 한 전천후 기상 자료를 사용하였다. 모

형에 이용한 전천후 기상자료는 일 단위 최저기온, 평

균기온, VPD, 일사량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Aqua

MODIS07_L2 자료와 AMSR-E 영상을 병합하여 전천

후 기온 자료를 추정한 Jang et al.(2014a)의 방법을 적용

하였다. MYD07_L2로부터 전천후 기온과 이슬점온도

를 추정한 뒤 이를 이용하여 포화 수증기압(SVP), 현재

수증기압(VP), 그리고 VPD를 각각 산출하였다(Eq. 1-2).

        SVP = 0.611 exp         (1)

         
VP = 0.611 exp           (2)

일 단위 일사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Bird’s Clear Sky

Model(Bird and Hulstrom, 1981)을 MODIS 자료에 적용

한 Jang et al.(2009)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일사량 추정에

이용한입력자료는AquaMODIS07_L2(MYD07_L2) 대기

프로파일, MODIS04(MYD04_L2) 에어로졸, MODIS43

(MCD43B3) 알베도 자료이다.

MODIS15 FPAR/LAI 자료는 구름에 의해 오염된 자

료를 사용할 경우 식생의 생산성 추정에 오차를 발생시

킬 수 있기 때문에 내삽하여 이용하였다. 내삽 방법은

식생 일차생산성 추정연구(Lee et al., 2011; Do et al., 2012)

와 고품질 식생지수 자료 개발연구(Lee et al., 2016)에서

MODIS 위성자료의 품질저하 자료를 개선하기 위해 제

안한 선형적 내삽 기법을 적용하였다.

(2) 그 외 수집자료

각 픽셀에 대한 현실적인 실제 벼 수확량을 모사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배포하는 중분류 토지피복자료를 이

용하였다. 중분류 토지피복자료는 2000년 이후 지속적

으로 구축 및 갱신되었고, 가장 최근인 2013년에는 경상

17.3(Ta – 273.15)
(Ta – 273.15) + 237.3

17.3(Td – 273.15)
(Td – 273.15) + 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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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제외한 전국지역에 대해 5 m급 해상도의 토지피

복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고해상도 토지피

복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경상권은 연구지역에서 제외

하였다. 2013년 배포된 최신 중분류 토지피복으로부터

논벼 픽셀만 추출한 뒤 1 km 공간해상도의 논벼 비율지

도(fractional cover)를 제작하였다. 군 단위 행정구역을

구별하기 위해선 국가공간정보포털(http://openapi.

nsdi.go.kr)에서 수집한 최신 행정구역도를 활용하였다.

통계청(http://kosis.kr/)의 농작물 생산조사 통계자

료는 벼 수확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입력자료로서, 추정

벼 수확량과 비교하여 평가하기 위한 검증자료로서 이

용하였다. 시군별 논벼 생산량(현미), 도별 논벼 볏짚 생

산량 자료에 대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년 간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생산량 통계자료는 작물의 재배

면적(ha), 단위면적당 생산량(kg 10a-1), 총 생산량(ton)의

정보를 제공한다.

2) 벼 수확량 추정 알고리즘

(1) MODIS 일차생산성 알고리즘

이 연구에서는 MODIS 일차생산성(Gross Primary

Production; GPP)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벼 GPP를 추정

하였다. MODIS GPP 알고리즘은 단순화된 형태의 생

물리학적 모형으로 식물의 생산성이 흡수하는 빛의 양

(Absorbed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APAR)과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빛 에너지 전환효율

에 기반을 두고 있다(Running and Zhao, 2015). 생산성은

식물이 흡수한 광합성유효복사(APAR)에 비례해서 증

가하게 되며, 이때 실제 빛 이용효율(ε)은 생육 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기상 변수의 영향을 받아 최적의 조건에

서 관측된 최대 빛 이용효율(εmax)보다 작아진다.

                            GPP = ε ×APAR                             (4)

                ε = εmax × TMINscalar × VPDscalar                  (5)

    APAR = FPAR ×PAR = FPAR × (Rs × 0.45)      (6)

여기서εmax는잠재혹은최대빛이용효율이며TMINscalar

는 일 최저기온에 따른 조절변수 , VPDscalar(Vapor

Pressure Deficit)는 대기 수증기압 포차에 따른 조절 변

수이다. 위와 같이 MODIS GPP 알고리즘은 식물의 빛

이용효율을 식생형 별로 정해진 εmax, Tmin과 VPD에 의

해 조절한다. TMINscalar과 VPDscalar은 관측된 일 최저기

온과 포차에 따라 0에서 1까지 변화하는 선형 반응식

(lamp function)으로, 기상조건에 따라 실제 빛 이용효율

을조절한다. FPAR(Fraction of absorbed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는 입사하는 광합성 유효 복사량(PAR)

중에서식물이흡수한비율을뜻하고, MODIS15 FPAR/

LAI(MYD15A2)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PAR는 하향단

파일사량(Downward shortwave radiation)의 45%에 해당

한다고 가정하였다(Running and Zhao, 2015).

(2) 벼 수확량 추정

NPP은 GPP에서 식물의 자가호흡에 의한 유기물의

소비를 뺀 것으로 MODIS GPP자료에선 일반 작물

(general crop)에대한 NPP자료를제공한다. MODISGPP

알고리즘의 호흡 모형은 복잡도가 높아, 이를 작물별로

세부화하기 위한 모수화에 난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복잡한 모수화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다 간단한 호흡모

형을 이용하여 벼 NPP를 추정하였다(Eq. 7). McCree

(1970)가 제안한 자가호흡모형(Autotrophic respiration

model)은성장호흡과유지호흡으로구분하여식물의자

가호흡량을 추정한다(Eq. 9).

    NPP[g drymatter m-2 d-1] = (GPP[gCm-2 d-1] –
                       Rauto [gCm-2 d-1]) / 0.43                         (7)

          Biomass[g drymatter m-2 d-1] ≈ Σ NPP            (8)

      Rauto [gCm-2 d-1] = (k×GPP) + (b×Biomass )       (9)

Yield[g drymatter m-2 d-1] = (Harvest Index)×Biomass
                                                                                   (10)

여기서 , Biomass는 현재 작물의 지상부 건중량

(aboveground biomass), k는 성장호흡계수, b는 유지호

흡계수를 각각 의미한다. 지상부 건중량은 작물의 생육

기간 동안 추정된 일 단위 NPP의 누적값으로 정의한다

(Eq. 5). 생육 기간은 국내의 벼 생육 문헌 자료를 이용하

여 결정하였다. 국내의 벼 이앙 적기는 조생종은 140일

(5/20)에서 150일(5/30), 중생종과 중만생종은 150일에

서 160일(6/9)로 보고하고 있다(Back et al., 2005; Choi et

al., 2005). Hong et al.(2012)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중만생종은 대표 출수기(heading

date)가 8월 20일(DOY 232일)이며 등숙기는 출수기로

부터 약 35일이라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벼의 생육기

간을 DOY 150일부터 260일로 고정하고, 260일은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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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성기라고 가정하였다. 추정된 지상부 건중량으로

부터 수확량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확지수를 이

용하였다(Eq. 10). 수확지수는 전체 지상 식물부 건중량

(Above ground biomass)에 대한 곡물의 건조중량(Yield)

의 비율을 의미한다(Kiniry et al., 2004).

(3) 벼 모수화 과정

이 연구에서는 벼의 생물리학적 과정을 모사하기 위

한 모수값을 추정하여 MODIS GPP알고리즘에 적용하

였다. GPP를 추정하기 위한 모수값으로는 최대 빛 이

용효율(εmax)과 환경제한인자인 일 최저기온과 VPD에

대한 각각의 최소, 최대 모수값이 있다. GPP로부터 최종

산출물인 벼 수확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유지호흡계

수(b)와 성장호흡계수(k), 그리고 수확지수가 각각 필요

하다(Table 1). 선행연구에서보고한벼의최대빛이용효

율은 품종이나 재배지가 상이함에 따라 작게는 0.93에서

4.15 dry matter g MJ-1까지의 다양한 값을 보였다. 문헌에

서 보고되는 값의 평균값(2.02 dry matter g MJ-1)으로부

터 단위 환산하여 0.00117 kg C MJ-1의 값을 산출하였다.

NPP로부터의 GPP전환계수는 1.35, 건중량으로부터 탄

소(C) 전환계수는 0.43을 각각 적용하였다. 호흡 모수값

(k, b)은 스페인 El Saler- Sueca(ES-ES2) 플럭스 타워 자

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연구에 이용한 자가호흡모

형과 작물 성장모형을 벼 작물에 적용하여 작물 건중량

을 관측된 값과 가장 근접하도록 하는 모수값으로 추정

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과 2008년에 대해 기상관측자

료와 건중량(total biomass) 실측자료를 수집하여 이용하

였다.

수확지수는 작물 모형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된

개념으로 곡물 수량이 건중량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정

해진다는 가정하에 건중량과 수량의 관계(비율)을 통해

수확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때 고정된 수확지수를

연구지역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토질이나 기후

등 생육조건의 차이로 인한 변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

계가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군 행정구역 단위로 수확

지수를 계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DOY 260일에 해당

하는 최대 지상부 건중량에 대한 통계청의 현미 생산량

통계자료의 비율로서 산출하였다. 과다 적합을 피하기

위해 당해 연도를 제외한 다른 평균 수확지수를 산출하

였고, 이를 이용하여 예측한 수확량을 실제 수확량과 비

교하는 교차 검증(Cross Validation)을 실시하였다.

3) 검증방법

추정자료의 신뢰도 평가와 오차분석을 위해 평균오

차 (relative mean error, relative ME)와 평균 절대오차

(relative Mean Absolute Error, relative MAE)를 각각 계산

하였다. 각 군 단위 행정구역별로 추정자료와 통계자료

간의 오차를 분석하였으며 연도별로 추정된 벼 수확량

자료와 수확지수는 공간적, 시간적 변동계수를 구하여

시공간적 변동특성을 분석하였다. 추정자료와 통계자

료간의 결정계수(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를 이용

하여 추정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3. 결 과

1) 벼 생산성 및 수확량 추정결과

위성기반의 일 단위 기상입력자료와 빛 이용효율 모

형을 이용하여 벼의 GPP, NPP 그리고 수확량을 추정하

였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 경상권을 제외한

남한지역에 대해 군 행정구역별로 추정하고, 통계청의

수확량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통계청의 시

군별 통계 수확량 자료를 연도별로 평균하여 연도별 평

균추정수확량과시계열변동성을비교하였다(Fig. 1(a)).

연도별 추정 수확량은 통계 수확량자료와 비교하여

ME는 +0.56%, MAE는 5.73%로 전반적으로 과대모의

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r=0.83).

특히 2003년과 2011년은 ME가 -6.73%, -8.61%, MAE가

각각 9.52%와 8.99%의 값을 보이며 다른 연도에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과소 모의하며 가장 큰 오차를 보였다.

MODIS 전천후 기상자료 기반의 생물리학적 벼 수량 모형 개발

–725–

Table 1.  The Crop parameter Look-up table (CPLUT) of rice and
the MODIS Biome Property Look-Up Table (BPLUT) for
a generalized crop

Parameters [unit] MODIS BPLUT Rice
εmax [kg C MJ-1] 0.000680 0.00117
TMINmax [°C] 12.02 10.0
TMINmin [°C] -8.00 0.0
VPDmax [Pa] 4100 4100
VPDmin [Pa] 650 650

k – 0.288971
b [g C m-1 d-1] – 0.001647



2004년과 2007년에 ME가 각각 -0.05%와 0.95%를 보이

며 가장 좋은 일치도를 보였다. 연도별 평균 통계 수확

량자료와 추정 수확량을 산점도로 비교하였고 두 자료

가 유의미한 선형관계를 보임을(R2=0.69) 확인하였다

(Fig. 1(b)).

군 행정구역 별 추정 수확량을 평가하기 위해 통계자

료에 대한 산점도로 나타내었다(Fig. 2). 2003년, 2006년

그리고 2011년에는 통계자료와 비교하여 추정 수확량

의 과소 모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군 행정구역 별 추

정 수확량은 최소 0%에서 41.35%의 오차범위를 보이며

MAE는 2.10%에서 11.62%의 범위를 보였다. 가장 큰

MAE값을 보인 지역은 전라남도 완도군, 신안군, 영광

군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완도군(MAE = 11.62%)을

제외하고그외모든군에서 10% 이내의MAE를보였다.

또한 도별 추정 수확량에 대해 통계자료와 비교한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84). 도 단위에서 연도별

평균추정수확량은 2003년(R2=0.22)에가장낮고, 2013년

(R2=0.93)에 가장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추정 수확량이

통계자료와 유의미한 선형적 관계를 보였으나, 전반적

으로 과대 모의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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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annual mean estimated yield (dotted line with square symbols) and KOSIS yield statistics (solid line with circle symbols)
for rice from 2003 to 2014 (a). The scatter plots of comparison estimated yield with KOSIS statistics for the entire study
period (b).

Fig. 2.  The scatter plots of comparison estimated yield with KOSIS statistics yield for each county for the entire study period from
2003 to 2014.



2) 벼 수확량 공간 변동성 결과

공간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경상권을 제외한 전국

의 군 행정구역 별 추정 벼 건중량, 수확지수, 수확량 그

리고 통계청 현미 수량 분포지도를 각각 제작하였다

(Fig. 3). 각 분포지도는 연구기간인 2003년부터 2014년

까지의 각 군 별 자료를 평균하여 지도로 제작하였다.

통계청 현미 수량 평균지도는 최소 437.92 kg 10a-1에서

최대 615.75 kg 10a-1의 값의 범위를 보였다. 강원도 지역

과 전라남도 남해 인근 지역에서 낮은 수량을 보이는 반

면, 전라북도와 충청남북도 지역에서 높은 수량 공간 분

포를 보였다(Fig. 3(a)). 추정 벼 수확량 지도는 439.11 kg

10a-1에서 618.62 kg 10a-1의 범위로 통계청 현미 수량 지

도와 비교하여 공간적 분포 양상이 유의한 결과를 보

였다(Fig. 3(b)).

한편 벼 건중량 지도는 통계청 현미 수량 자료와 공

간 분포를 비교했을 때 전북과 충북의 일부 군을 제외

하고는공간적으로상반된분포양상을보였다(Fig. 3(c)).

특히 강원도에서는 건중량이 높고 전라북도와 충청 이

남 서해안 지역에서 건중량이 높았다. 벼 건중량은 최

소 754.27 kg 10a-1에서 최대 1377.25 kg 10a-1의 값의 범위

를 보였다. 통계청의 도별 볏짚 생산량(kg 10a-1)에서는

(부록 표 1), 이와는 상이하게 강원도(500.2 kg 10a-1)와 전

라남도의 볏집생산량(571.4 kg 10a-1)은 전국 평균(610.2

kg 10a-1)에 비해 낮았고, 충청남도(667.9 kg 10a-1)와 충청

북도(663.8 kg 10a-1), 전라북도(647.1 kg 10a-1)의 경우 다

른 도에 비해 높았다.

군 단위 수확지수 분포지도는 통계청 벼 수량자료와

추정 벼 건중량 자료를 이용해서 산출되었으며, 0.38에

서 0.75의 범위를 보였다(Fig. 3(d)). 대체적으로 군단위

에서 수확지수는 건중량이 높은 지역에서 낮고, 건중량

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추정 벼 수확량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위해 산출한

군 행정구역별 ME와 MAE를 각각 지도로 제작하였다

(Fig. 4). ME는 최소 +0.10%에서 +2.00%, MAE는 2.10%

에서 11.62%의 범위를 각각 보였다. ME와 MAE는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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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distribution of KOSIS statistics yield (a), annual mean yield (b), annual mean biomass (c), and harvest index (d) for rice
at the county level. The values are averaged over 12 years (2003-2014).

Fig. 4.  The distribution of error statistics for comparison of
estimated rice yield with KOSIS statistics yield for 46
counties. This is accomplished by calculating both the
percent of Mean Bias (a) and Mean absolute error (b).



한 공간적 분포 양상을 보였고, 전라남도의 해안 인근

지역에서 가장 큰 오차분포를 보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군단위에서 12년

평균수확지수는건중량과강한음의상관관계를보였다

(r=-0.91). 그러나 수확지수는 MAE(r=-0.04), ME(r=-0.03)

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건중량과 오차를 비

교했을 때도 MAE(r=-0.14), ME(r=-0.19)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FPAR를 건중량, 수확지수와 비

교했을 때, 12년 평균 FPAR는 건중량과 강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고(r=0.93), 수확지수와는 강한 음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r=-0.86). 그러나 평균 FPAR와 추정된 수확

량(r=-0.11), 통계청 현미 수확량(r=-0.09), MAE(r=-0.16),

ME(r=-0.19)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4. 토 의

벼 추정 수확량은 연도별, 군 행정구역 별로 추정오

차를 산출하여 지도화하여 공간적 분포양상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전라남도의 남해안 인근에서 가장 큰 오

차를 보였고, 내륙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오차를 보

였다. 작황 통계와 비교했을 때, 추정 건중량이 상반된

지역에서는 큰 오차율을 보였다. 추정된 건중량 자료를

통계청의 벼 수량과 볏짚 생산량 통계자료와 공간적 분

포를 비교한 결과 상반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

였다. 강원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과대 모의하고, 충청도

이남지역에서는 특히 도심과 서해 인근지역에서 과소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c)).

연도별 추정 수확량은 통계 수확량자료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과대모의하는양상을보였으나(Fig. 1(a)), 특

히 2011년에 크게 과소 모의하였다. 이는 2011년 국내에

이상기후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적용된

생물리 모형은 일사량과 NPP가 선형적 관계를 갖는다

는 가정하에 일사량이 많을수록 작물의 생산성은 높게

추정하게 된다. 2011년의 경우 한반도의 이상기후 현상

으로 7-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태풍 무이파의 영향이

있었고, 1961년 이후 50년만의 최장 연속강우를 기록하

였다고보고하였다(Joint-relevant authorities, Seoul(Korea,

Republic of), 2011). 이는 적은 일조시간의 영향으로 수

확량을 낮게 추정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수

확량 추정에 이용된 전천후 일사량 자료의 연간 여름철

평균값은 2003년(17.99 MJ day-1)과 2011년(18.33 MJ day-1)

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추정된 건중량을 통계청의 도별 볏짚 생산량 통계자

료와 비교했을 때 건중량 추정에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공간 단위가 달라 분명한 비교는 어려우나, 건

중량이 낮게 추정된 지역(i.e. 충정도 서해 인근 지역)이

속한 도에서 높은 볏짚 생산량을, 반대로 높은 지역(i.e.

강원도 산림 지역)이 속한 도에서 낮은 볏짚 생산량을

보였다.

이의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MODIS FPAR의 픽셀

내 토지피복의 이질성 문제가 있다 . 선행연구에서

Fritsch et al.(2012)은 작물지역에 대한 MODIS FPAR를

평가한 결과, 고해상도 위성자료를 통한 지표 식생과 비

교했을 때, 1 km 해상도에서 지표식생의 분류 정확도와

혼합도가 FPAR 오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

였다. 다시 말해 MODIS의 개별 픽셀 내의 실제 작물 비

율이 MODIS FPAR의 추정 오차에 영향을 주기에, 이는

특히 토지 피복이 이질적인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작황

모의에 있어서 중요한 오차요인이 된다. 이번 결과에서

강원도에서 작황의 과대 모의가 있었는데, 이 지역의 경

우 벼논 주변의 토지피복 이질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벼논 주변 산림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FPAR가 과대 평

가되어, 결국 건중량이 과대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충

청도 이남지역의 경우 도심이나 비식생지역(i.e. 주거지,

공업 및 상업지역, 수역)의 영향으로 건중량이 과소 평

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국내의 토지

피복 복잡성에 의한 공간적 이질성 문제를 언급하였다

(Kang et al., 2005; Lee et al., 2011; Jeong et al., 2011). 위성자

료를 이용하는 연구에서는 특히 동일 토지피복 클래스

내의 이질성 문제가 결과적으로 추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고해상도 입력자료를 도입하지 않고 건중량 추

정의 오차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선 1 km 해상도에서 토

지피복 이질성의 영향을 성장 모형에 반영하는 방향으

로 개선이 필요하다.

곡물 수량과 건중량의 비율을 의미하는 수확지수는

문헌에서 평균적으로 0.5의 값을 보인다(IRRI). 이번 연

구에서 추정한 벼 수확지수는 연간평균 최소 0.38에서

최대 0.75의 범위를 가지며 평균 0.53의 값을 보여, 문헌

에서 보고한 값과 유사하였으나, 행정구역 별로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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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동성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수확지수 모

형은 농업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건중량/작물생산

량의 비율에 더해, 이러한 구조적인 오차를 보정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토지피복의 이질성 등 요인에 의해 추정

건중량이 실제 건중량에 비해 과대모의 되더라도, 이러

한 오차가 구조적인 것이라면 다년간의 통계자료에 기

반하는 수확지수에 의해 보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실제 결과에서, 수확량은 통계청 벼 수량 통계자료와 비

교하여 유의미한 공간분포 양상을 보였다(Fig. 3(b)). 강

원도 등 농경지 주변의 산림 피복에 의해 추정 건중량

이 과대 모의된 경우 수확지수가 이를 감쇄시키고, 주

거지나 비식생지역 주위의 농경지에서 건중량이 과소

모의되는 경우 반대로 수확지수가 수확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수확지수는 당해 연도를 제외한 11년간

평균값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다른 연도의 영향을 받

아 수확량이 과소, 과대 모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상

현상(anomaly)이 있었던 해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강인 선형 모형(robust linear model)등을 이용하여 이상

치(outlier)의 효과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가능하

다(Andersen, R., 2008).

사용된 작물 성장모형에선 작물 성장기 기상의 영향

을 VPD와 FPAR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다만 수

확기에 자연재해나, 병충해 등의 이유로 일차생산물이

곡물로 전환이 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 수확량을 과

대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물의 생

육상황, 특히 수확기 기상에 대한 고려 등 모형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남한의 경우 중만생종 벼를 주로 경

작하지만 남부의 일부 지역은 조생종을 경작하거나 이

모작 지대이다. 이는 다른 품종에 따른 생육기간의 차

이로 인한 추정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작물 생육 기간의 연도별 변이와 수확량에 대한

영향도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기상입력자료로 이용한 전천후 기온자료 추정방법

은 Jang et al.(2014a)의 선행연구에서 미국 전역을 대상으

로 수행하였으며 지상관측기반 자료와 비교하여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R2 = 0.88, RMSE = 3.48°C). MODIS 위

성자료를 이용해서 기온자료를 추정한 여러 선행연구

에서 여름철 낮 시간 기온을 과소 모의하는 경향을 언급

하고있다(Lee et al., 2011; Jang et al., 2013; Jang et al., 2014b).

Jang et al.(2009)은 RS-PM model(Mu et al., 2007)을 기반으

로 남한지역의 일사량 및 증발산량을 추정하였고, 이 방

법을 토대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해 MODIS 구름자료

와 KLDAS 기상자료를 같이 이용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결과를 산출하였다(Jang et al., 2013). 하향단파일사량의

경우 상관계수 0.8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빛 이용효율 모형과 위성자료 기반의

전천후 기상입력자료를 이용하여 군 행정구역 단위별

벼 수확량을 추정하고 이를 통계청 통계자료와 비교하

여 평가하였다. 사용한 모형은 입력자료가 간단하고 모

형이 구동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광역지역에 적용

가능하다. 벼수확량의연도별추정오차는ME는 0.56%,

MAE는 5.73%이며, 군 행정구역별 오차는 ME가 0.10%

에서 2.00%, MAE가 2.10%에서 11.62%의 범위를 보였다.

벼 수확량은 통계청 수량 자료보다 약간 과대 모의하는

경향을 보이나 유의미한 일치도를 보였다. 군 행정구역

에 대한 지역별 공간변동성은 존재하였으나 전라북도

완도군(11.62%)를 제외하고 모두 10% 이내의 오차율을

보이며 벼 수확량 추정에 유용한 결과를 보였다. 추정

건중량은 토지피복 이질성 등 오차요인의 영향으로 관

측된 건중량과 구조적 오차를 보였으나, 수확지수가 이

를 보정하며 수확량 추정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오차

요인 중 토지피복 이질성 문제는 향후 지역별 토지피복

비율에 따라 보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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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Appendix Table 1.  The mean rice straw biomass statistics of Statistics Korea (KOSTAT) for 12 years from 2003 to 2014

행정구역 (도) 면적 (ha) 10a당 생산량 (kg) 생산량 (톤)
서울특별시 464.2 617.2 2,846.2
부산광역시 4,020.2 621.1 24,839.8
대구광역시 3,994.6 588.8 23,164.7
인천광역시 13,994.9 659.7 92,286.0
광주광역시 6,626.9 598.7 39,358.5
대전광역시 1,886.3 577.8 10,924.0
울산광역시 6,765.8 577.2 38,900.0
경   기   도 100,303.8 703.8 702,830.0
강   원   도 40,079.6 500.2 200,372.1
충 청 북 도 49,258.2 663.8 325,300.6
충 청 남 도 160,575.7 667.9 1,071,506.4
전 라 북 도 138,382.0 647.1 896,756.6
전 라 남 도 183,007.5 571.4 1,046,805.9
경 상 북 도 121,396.3 583.1 706,779.4
경 상 남 도 87,556.4 681.5 593,090.7
제   주   도 36.3 503.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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