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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review introduces the empirical approach of rice yield forecasting and compares it
with remote sensing approach. The empirical approach, wa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ice growth and
yield monitoring experiment in 17 sites, estimated rice yield by recombination of yield components. The
number of spikelet per unit area was from results of experiment sites and grain filling rate was estimated
from linear regression with sunshine hours. The estimation results were relatively accurate from 2010 to
2016. The smallest error was 1 kg / 10a and the largest error was 19 kg / 10a. The largest error was caused
by the typhoon. The empirical approach did not fully reflect the spatial variation caused by disasters such
as typhoon or pest. On the other hand, remote sensing could explain spatial variation caused by disasters.
Therefore, if there are not any disaster in rice field, both approaches are valid and remote sensing will be
more accurate when any local disaster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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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총설에서는 작황조사 시험을 활용한 통계적 작황예측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원격탐사를 이

용한 방법과 비교하였다. 17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작황조사시험 기반으로 작황조사시험의 수량구성요소

중 등숙률을 일사량과 선형회귀식으로 예측하고 면적당 영화수는 작황조사의 실측값을 활용하여 수량을 재

구성하는 방법으로 예측 결과를 얻어진다. 예측 결과는 비교적 정확하였는데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가장 적은 오차는 1 kg/10a였으며 가장 큰 편차는 19 kg/10a 이었다. 크게 편차가 발생한 이유는 태풍에 의

해 피해 때문이었다. 즉 작황조사를 이용한 통계적 방법은 재해에 의한 공간변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Received September 11, 2017; Revised September 17, 2017; Accepted September 28, 2017; Published online October 31, 2017.
† Corresponding Author: Junhwan Kim (sfumato@korea.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5-2, 2017, pp.733~740
http://dx.doi.org/10.7780/kjrs.2017.33.5.2.12

ISSN 1225-6161 ( Print )
ISSN 2287-9307 (Online)

Article



1. 서 론

쌀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로 충분한 쌀

생산량 확보는 지난 수십년간 중요한 국가 목표 중 하

나 였었다. 따라서 쌀 생산량 증산과 더불어 매년 쌀수

량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 또한 정부의 쌀 수급 정책, 가

격 안정 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에는 쌀소비량 감소로 인해 단위면적당 수량의 증대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아졌으며 수급 정책을 위해 쌀

수량을 예측하는 부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쌀생산량 예측 기능은 공식적으로 통계청에 있

으며 보통 10월초중순에 예측 자료를 배포하며 11월 초

중순에 최종 수량과 생산량을 발표한다. 이 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쌀 수량 예측을 시도하는데 대

표적으로는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원이 있다. 본

총설은 이들 중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벼 작황예측 방법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작황예측 방법은 크게 3가지 접근법이 연구되어

왔는데 보편적으로 경험적 통계 방법(empirical model),

과정지향형 작물생육모형(process-oriented crop growth

model), 원격탐사(remote sensing)가 있다(Baruth et al.,

2008; Basso et al., 2013). 현재 식량과학원에서는 작물생

육모형Oryza2000(Bouman et al, 2001)과 경험식을 이용

한 통계적 방법이 작황예측에 사용되고 있으며 본 총설

에서는 통계적 방법을 소개하고 이들과 원격탐사자료

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2. 작황 추정을 위한 작황조사 기반 통계적
접근 방법

통계적 작황 추정 방법은 가장 오래된 방법이며 최근

에도 이러한 접근을 통한 식량작물의 작황 예측은 시도

되고 있다(Han et al., 2011; Jeong et al., 2016). 주로 기상자

료와 수량 또는 기상자료와 수량구성요소와의 관계식

으로 이루어진다. Han et al.(2011)은 온도와 일조시간에

대한 다중회귀를 지역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예측시

점 이후의 기상에 대해 다수의 기상시나리오를 생성하

여 수량을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Jeong et al.(2016)은 기존의 수량과 기상환경과의 관계를

단순한 회귀식이 아닌 random forest 기법을 도입하여

기상환경 뿐만 아니라 토양 등의 재배환경까지도 변수

화하여 추정하였다. Han et al.(2011)의 방법은 전통적이

지만 예측시점 이후의 기상을 시나리오형태로 합성함

으로서 기상에 의한 불확실성을 감안한 예측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반면 Jeong et al.(2016)은 수량이 완성된

시점의 기상자료와 그 밖의 환경적 요소를 모두 고려 하

는 접근법으로 예측보다는 추정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식량과학원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원리상 이것들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수량구성요소 중 일부를

실측자료를 사용함으로서 재배적, 품종적 요소를 사전

에 반영하게 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실측자료는 벼 신

품종 공동연구의 작황시험자료이다(RDA, 2016). 벼 작

황조사 시험은 총 17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Table 1).

작황조사 시험은 각 도농업기술원과 식량과학원의 출

장소 또는 시험지에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주

요 품종 4~6개를 선정하여 이루어진다. 선택되는 품종

은 지역에 따라 연도별로 변화하기 때문에 실제 농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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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이 있다. 반면 원격탐사는 이러한 재해에 의한 공간적 변이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벼의 생육상황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두가지 접근법 모두 유효하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원격탐사가

더 정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able 1.  Rice growth and yield monitoring site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rea Sites

Plain
Middle Chuncheon, Hwasung, Chungwon
South west Yesan, Iksan, Naju
South east Daegu, Jinju

Middle
mountain

North Jecheon, Cheorwon, Sangju
South Andong

Costal
West Gyehwa
East Gangneung, Yeongdeok

Highland
North Jinbu
South Unbong



장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별 품종 변화가 반영된다.

식량원에서의 통계적 추정은 9월 15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Han et al.(2011)과 같이 예측 시기별 시나리오 형

태의 기상자료를 생성하지 않는다. 9월 15일에 추정을

실시할 수 있는 이유는 작황조사 시험에서는 9월 15일

에 면적당영화수와 임실률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보고

되고 또한 9월 15일 경이면 대체로 국내 대부분의 지역

에서 출수 후 30일이 지난 유효등숙기가 끝나 수량이 일

정 수준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Yosida,

1981; Kim et al, 2011).

벼 작황을 추정하기 위해 크게 4단계를 거치게 된다

(Fig. 1). 이는 작황조사지역 수량구성요소의 등숙률을

기상에 근거하여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량을 재구

성하고 이로부터 다시 전국 평균 수량을 추정하는 방식

이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2가지 가정이 성립

하기 때문인데 수량 구성요소를 계산해서 얻어진 수량

으로 실제 수량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과 17개 작황조

사지점으로 국내 평균 수량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Fig. 2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벼 작황조사 시험

의 전국평균 수량과 17개 지역의 평균 수량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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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inear regression between observed yield of 17 monitoring sites and calculated yield with yield components
of 17 monitoring sites. Yield and yield components is from rice yield monitoring report 2005-2014.

Fig. 1.  National rice yield estimation process with empirical approach based on 17 monitoring sites.



부터 계산된 수량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둘은 상당

히 유의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Fig. 3은 17개 작황조사 지역 평균과 통계청에서 발표

하는 전국 평균 수량과의 회귀식을 보여주며 이 또한 설

명력이 또한 매우 높다. 설명력이 높은 이유는 주요 지

역에서 그 지역에서 대표되는 품종을 시험재배한 것이

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지역별 품종 변화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17개 작황 조사시험의 평균은 면적 비중이 고

려된 것은 아닌 단순 평균이다. 따라서 통계청 자료와

17개 작황조사지점의 평균이 일정한 관계가 있으나 1:1

의 비율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통계적 차이 때문

이며 이와 더불어 농가와 농업연구소 간의 기술 격차에

기인한다.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 수량구성요소를 이용하여 17

개 작황조사지역의 평균 수량을 추정해낼 수 있고, 추

정된 17개 지역의 평균수량을 바탕으로 전국 평균수량

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량 구성요소를 추정해 내는 것이다. 벼의 수량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수량(kg/10a)=면적당 수수(개/m2)×수당 영화수
(개/개)×등숙율(%)×천립중(g)×10-5

위의 수량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이 변환될 수 있다.

수량(kg/10a)=면적당영화수(개/m2)×등숙율(%)×
천립중(g)×10-5

면적당영화수는 출수전에 결정되는 것이며 등숙율

과 천립중은 등숙기에 결정되는 요인이다(Lee, 1994). 따

라서 출수기를 중심으로 그 이전의 기상자료는 면적당

영화수 결정에 영향을 주며 등숙률과 천립중은 출수후

의 기상요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

상 요소를 직접적으로 수량과 연관을 하는 경우에도 출

수전 기상과 출수후 기상을 분리하여 분석을 한다(Kim

et al., 2017). 이 경우에는 수량구성 요소와 연관되어 있

는 기상과의 관계식을 모두 추정해내야 하기 때문에 오

차가 증가할 수 있다. 식량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면적당 영화수에 대해서는 실제 관측 자료

를 사용하고 등숙률을 기상자료로 예측하는 접근법을

이용한다. 천립중은 품종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

로 비교적 변이가 크지 않다(Yosida, 1981). 이 때문에 별

도의 추정은 하지 않고 과거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Kim et al.(2017)에 따르면 등숙기간 동안의 일조시간

이 등숙율과 상관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대체로 국내

에서는 출수 후 30일 전후까지가 유효등숙기라고 할 수

있다(Yosida, 1981; Kim et al., 2011). 따라서 실제 추정할

때는 등숙율과 출수후 25일 또는 30일까지의 일조시간

과의 관계식을 이용한다. 9월 15일에 예측이 가능한 것

도 우리나라에서 출수가 가장 늦은 생태형인 중만생종

의 평균 출수기인 8월 15일경으로부터 30일이 되는 시

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Fig. 4는 17개 지역의 중만생종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5-2, 2017

–736–

Fig. 3.  linear regression between national yield and Averaged yield of 17 monitoring sites.



의 평균 등숙율과 출수후 30일간의 누적 일조시간과의

선형회귀이며 대단히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조생

종과 중생종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여 수식

을 구성할 수 있다.

일조시간을 이용한 등숙율 예측시 주의할 점은 등숙

율의 상한선을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일조시간이

높다고 해도 등숙율이 100%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임실률 때문이다. 임실률은 벼 꽃(영화)의 수

정비율을 의미하며 등숙률은 이러한 임실율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수정된 벼 꽃의 수를 초과하여 쌀알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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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inear regression of grain filling ration against cumulative sunshine hour during 30 days
after heading of mid-late maturity variety.

Fig. 5.  Comparison between estimated yield with empirical model and observed yield in national
yield. RRMSE is relative root mean square error (%)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등숙률 상한은 임실률이 된다.

이러한 임실률 역시 17개 작황조사 지역에서 얻어지는

실측 평균자료를 이용한다. 이 임실률로 인한 제한으로

일조시간이 높을 경우 발생하는 과대추정 오류를 방지

할 수 있다.

3. 작황 예측을 위한 통계적 방법의 정확도

지난 7년간의 예측 정확성을 표준화된 평균자승합이

라고할수있는RRMSE(relative rootmean square error, %)

로 표현하였다(Loague and Green, 1991). RRMSE 2.1%로

예측 시점인 수확 30일전 9월 15일 임을 감안하면 상당

히 정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적은 오차는 1 kg/

10a였으며 가장 큰 편차는 19 kg/10a 었다(Fig. 5). 이중

예측 편차가 가장 큰 경우는 실제 수량인 473 kg/10a일

때, 예측값 494 kg/10a이었는데, 이때의 차이는 2012년

태풍으로 인해 수량 감소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작황

조사를 이용한 통계적 접근 방법은 17개 대표지역의 평

균수량을 통해 전국 수량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

풍과 같이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의한 수량 감소

까지는 반영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

4. 방법과 원격탐사를 이용한 작황예측

비교와 제언

Hong et al.(2012)은 8월 21일 Aqua MODIS NDVI와

등숙기의 누적강수량 또는 일사량을 이용하여 남한 전

체 수량을 예측하였다. 이 연구에서MODIS자료는 8월

21일 경의 벼 군락의 엽면적지수 또는 지상부 건물중을

간접측정한 것과 같다. Park et al.(2002)에 따르면 단위면

적당 영화수는 출수기 경엽 중 질소함량, 경엽의 건물

중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

나라 재배면적의 약 80%정도가 중만생종이라고 추정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적기에 이앙하였을 때 중

만생종은 대략 8월 15일경에 출수를 하기 때문에 8월 21

일은 대체로 출수전(출수가 80%이상된 시점)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의 NDVI는 단위면적당

영화수를 반영할 수 있는 값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

술한 통계적 예측 방법에서 면적당 영화수를 실제로 사

용한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등숙기간 동안

의 일사량을 사용하는 것은 통계모형에서 일조시간을

활용하여 등숙률을 추정한 것과 동일하다. 즉 Hong et

al.(2012)의 접근 방식은 실제 수량이 형성되는 구조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서 농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의

미 있는 추정식을 구성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통

계모형에서는 임실율을 이용해 일조의 최대효과가 제

한되지만 원격탐사자료에서는 경우에 따라 일사의 효

과가 과대 적용될 수도 있다. 임실률의 변동은 출수기

온도(Nguyen et al., 2014)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이를 반영시키는 것도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예측시 발생

할 수 있는 또다른 오차는 시간에 따른 품종 변화가 반

영이 안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NDVI값이 간접적으로

영화수를 반영되더라도 품종이 변화되면 동일한NDVI

값에서도 영화수 자체가 변화될 수 있다. 지역별로 품

종이 장기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지역도 있지만 일부지

역에서는 품종이 5~6년 주기로 신품종으로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NDVI와 일

사를 이용한 회귀식 구성시 장기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중단기적인 자료만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격탐사 자료의 경우 벼 재배면적 전체에 대한 생물

리값의 실측치를 통해 면적당 영화수를 간접 추정할 수

있어 벼 작황의 공간적 변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큰 장

점이 있다. 반면 통계모형에서는 지역별 대표지점을 통

한 실측 면적당 영화수가 사용되었다는 장점과 17개 지

역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료처리가 신속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2012년과 같이 국지적으로 태풍 피해가 발

생하거나 병충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간적인 변이를 모

두 대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간적 변이가 발생하는 재해의 경우 원격탐사 자료가

강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분석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통해 원격탐사를 통한 예측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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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농촌진흥청 신품종 공동연구의 작황조사 시험을 통

한 통계적 작황예측 방법은 수량구성요소 일부인 면적

당 영화수와 임실율은 실측자료를 활용하고 등숙률은

기상자료를 통해 추정하여 이 둘을 이용하여 수량을 재

구성하는 방식으로 예측한다. 작황조사 시험은 평야지,

해안지, 고지대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

역별 품종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를 바

탕으로 한 전국 수량 예측은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이

게 된다. 원격탐사의 예측 방법과 비교해 보면 이 둘은

거의 동일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NDVI는 영화

수를 등숙기 일사량은 등숙율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원격탐사와 통계적 방법의 차이는 통계적 방법은 임실

률을 이용해 등숙율의 한계선이 결정되어 있으나 원격

탐사는 이러한 제한이 없고, 원격탐사는 태풍 등에 따

른 공간적 변이를 비교적 잘 반영할 수 있지만 통계적

방법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적 변

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년도에서는 통계적 방법이 신

속성 측면에서 편리할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공간적 변

이가 발생하는 년도에는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하는 것

이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주요 품

종의 변화 또는 이앙기 변동과 같은 재배적 변화는 작

황조사를 통한 통계적 방법을 통해 추적해내고 태풍, 침

수해, 병 발생과 같은 지역적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

우 원격탐사 자료를 사용하여 서로 보완한다면 국내 작

황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또다른 예측 방법인 작물모형과의 연계도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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